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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80억 달러 규모의 재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요 예술 작품을 

설치하는 새로운 라구아디아 공항 및 공공 예술 기금 파트너십 발표  

  

완전히 탈바꿈한 라구아디아 공항에서 새로운 항공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중요하고 야심찬 에술 작품 설치  

  

라구아디아를 세계적 수준의 공항 으로 만들겠다는 주지사 비전의 일환 B 터미널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인 Jeppe Hein, Sabine Hornig, Laura Owens, Sarah Sze 

등의 작품이 새롭게 영구 설치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새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 LGA)에 

대규모 예술 작품 설치를 위해 뉴욕에 기반을 둔 주요 비영리 단체인 공공 예술 

기금(Public Art Fund)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80억 달러 규모의 

LGA 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새로운 B 터미널은 기존 B 터미널 여객 시설을 활용하여 

신규 도착 및 출발 홀, 2개의 새 콘코스, 이미 사용 중인 18개의 신규 게이트를 포함해 총 

35개의 신규 게이트를 만들 예정입니다. 새로운 터미널과 콘코스의 설치로 공항의 

기능을 크게 향상되는 한편, 새로운 예술 작품 설치는 뉴욕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 중 한 

곳에서 여행자의 시각적 경험을 극적으로 개설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히 공공 예술 

기금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항 여행자들은 Jeppe Hein, Sabine Hornig, Laura Owens, 

Sarah Sze 등 세계 최고의 예술가 4명의 야침산 작품을 영구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들의 설치 작품은 올해 말 새로운 B 터미널 도착 및 출발 홀이 개통될 때 공개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공항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세계의 관문이며, 

뉴욕주와 미국이 무엇인지를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가 21세기 여행 기준에 따라 

라구아디아 공항을 새롭게 건설하는 가운데, 퀸즈와 뉴욕의 독특한 요소를 포착해내는 

유명 예술가들의 작품을 접목하여 여행자들 이곳에 도착하는 순간 진정한 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의 면모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만청(Port Authority), 항만청과 함께 라구아디아 공항의 B 터미널 재개발에 합류한 

민간 파트너 라구아디아 게이트웨이 파트너스(LaGuardia Gateway Partners), 공공 예술 

기금 등은 독창적이고 상징적인 영구 설치 작품에 대한 제안안을 제출할 아티스트를 



 

 

선정했습니다. 이 작품은 뉴욕의 전경 혹은 섬세함의 요소를 표현하고 특히 새로운 

라구아디아 공항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어야 합니다. 모든 제안을 철저한 평가한 후, 네 

명의 아티스트가 새로운 B 터미널 도착 및 출발홀에 영구적으로 설치될 작품을 만들 

작가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예술가들의 설치 작품 네 점은 올해 말 새로운 B 터미널 도착 

및 출발 홀 개장에 맞춰 완성될 예정입니다.  

  

뉴욕뉴저지항만청 (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의 Rick Cotton 

총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구아디아에 완전히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 일은 

단순히 벽돌과 타르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재료도 필요하긴 합니다. 

이것은 또한 퀸즈와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훌륭한 예술 작품으로 

여행자의 경험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네 명의 저명한 예술가들의 작품이 

새로운 B 터미널 도착 및 출발홀의 중심을 맡게 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파트너십은 라구아디아 B 터미널를 통해 들어오는 여행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참여하게 

만들며 그들의 경험을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뉴욕뉴저지항만청의 Kevin O'Toole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공항은 

고객에게 기대를 뛰어 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공공 예술 기금의 도움으로 설치될 

예술가들의 작품은 라구아디아에 새롭게 만들어질 세계적 수준의 도착 및 출발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술 작품들은 하나의 지역으로서, 하나의 기관으로서 우리의 

다양성을 기념하는 동시에 공항의 공용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라구아디아 게이트웨이 파트너스의 Stewart Steeves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헀습니다. 

"여행자들을 위해 B 터미널을 최신 공항 터미널으로 만드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공공 예술 기금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쁩니다. 새로운 B 터미널 건설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최첨단 기술의 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뉴욕의 영혼을 상징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이러한 비전을 반영하는 새로운 

터미널에 설치될 아티스트와 독특한 작품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공공 예술 기금의 Nicholas Baume 디렉터 겸 총괄 큐레이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곧 뉴욕시의 에너지, 활력, 혁신을 반영한 라구아디아 공항의 주요 

터미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예술과 예술가들은 뉴욕의 DNA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비전 있는 예술가인 라구아디아 게이트웨이 

파트너스 및 항만청과의 협업을 통해 뉴욕의 창의적 정신을 훌륭하게 표현하는 새로운 

터미널을 만들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라구아디아 게이트웨이 파트너스의 이사회 회장 겸 밴티지 에어포트 그룹(Vantage 

Airport Group) 회장인 George Cas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터미널에 현대 

미술을 접목하는 것은 새로운 라구아디아 공항에 장소감을 구축한다는 우리의 임무의 

핵심입니다. 라구아디아 공항은 세계의 현대 미술의 중심지 중 한 곳으로서 뉴욕시의 

위대한 전통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아티스트, 그리고 



 

 

공공 예술 기금와 함께 B 터미널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영감을 주는 작업을 하게 

되어 매우 기븝니다.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게 되어 기뻤습니다."  

  

아티스트  

  

Jeppe Hein: 베를린에 거주하는 Jeppe Hein은 예술, 건축, 기술적 진보를 넘나드는 

인터랙티브 예술 작품을 제작합니다. 형식적인 단순함과 유머라는 특징을 보여주는 

독특한 그의 작품은 1970년대의 미니멀리스트 조각과 개념 예술의 전통을 떠올리게 

하며, 관객의 경험을 주변 공간에 집중시키는 놀랍고 매혹적인 요소를 보여줍니다. 

Hein의 이전 전시 중 주목할 만한 것은 2015년에 브루클린 브리지 파크(Brooklyn Bridge 

Park)에서 열린 제발 플리즈 터치 더 아트(Please Touch The Art), 유럽 전역의 수많은 

장소에서 상설 설치물을 전시 작업 등입니다.  

  

Sabine Hornig: 베를린에 중점으로 활동하는 Sabine Hornig 작가는 오버래핑되는 관점, 

크기와 차원의 반전을 통해 익숙한 장소를 재개념화하는 조각, 공간 개입, 투명 사진 

등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기존의 역사, 기억, 생활 환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존의 유리 외관에 직접 설치한 그녀의 대규모 건축 작품은 투명한 

매체를 통해 다양한 시각과 시각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20년간 Hornig는 

이러한 설치물을 전세계에 선보이고 뉴욕에서도 정기적으로 전시를 열었습니다.  

  

Laura Owens: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둔 아티스트 Laura Owens는 역동적이고 

실험적인 회화 작품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다양한 참조와 기법을 도입한 

그의 작품은 대담하고 재치있는 방식으로 회화의 본질에 도전하며, 형태, 색, 선에 대한 

친숙한 인식을 보여준다. Owens의 작품은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Art Institute of 

Chicago), 구겐하임 박물관(Guggenheim Museum), 뉴욕 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in New York), 테이트 모던(Tate Modern), 조르주 퐁피두 센터(Centre 

Georges Pompidou), 휘트니 미국 미술관(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를 비롯한 

전 세계의 주요 시설, 박물관에서 전시되었습니다.  

  

Sarah Sze: 뉴욕시의 주민이자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 시각 예술 교수인 

Sarah Sze의 몰입형 대규모 작품은 수많은 자료로 이루어진 복잡한 별자리를 사용하여 

매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미지, 사물, 정보의 확산을 탐색합니다. 2003년 맥아더 

펠로십(MacArthur Fellowship)을 수상한 바 있는 Sze는 자신의 작품을 전 세계 미술관에 

널리 전시했으며 2013년 베니스 비엔날레(Venice Biennale)에서 미국 대표로 

선정되었습니다. Sze는 평생 동안 공공 작품 설치에 헌신해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새로운 2번가 지하철(Second Avenue Subway Line) 96번가 역(96th Street Station) 변화 

프로젝트인 2017년 "경관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 Landscape)"에 참여했습니다.  

  

네 점의 영구 설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파트너십에는 시설 전반에 임시 예술 작품 추가 

설치하여 더욱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새로운 터미널 및 방문객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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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은 2019년 7월에 B 터미널에서 

처음으로 개장한 구역인 신규 동쪽 콘코스에 설치되었으며, 현재 Chris Bogia와 Olaf 

Breuning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Chris Bogia: 15년 이상 퀸즈에 거주하고 있는 Chris Bogia는 2018년 퀸즈 뮤지엄 

스튜디오 프로그램(Queens Museum Studio Program)을 졸업했으며, 뉴욕 대학교(New 

York University)에서 조각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Bogia는 코네티컷 뉴 헤이븐의 예일 

대학교(Yale University)에서 순수미술 석사, 뉴욕의 뉴욕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최근 Jackson Pollock - Lee Krasner 재단, 퀸즈 예술 위원회(Queens 

Council for the Arts), 뉴 워크 기금(New Works Grant), Rema Hort Mann 재단 아티스트 

커뮤니티 인게이지먼트 그랜트(Rema Hort Mann Foundation Artist Community 

Engagement Grant)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Bogia는 세계 최초의 LGBTQ 아티스트 

레지던시인 파이어 아일랜드 아티스트 레지던시 (Fire Island Artist Residency) 의 공동 

설립자이자 디렉터이기도 합니다. Bogia의 B터미널 작업은 Windowsill Watcher 

(2018)라는 제목으로 장식예술의 역사에서 가져온 방법과 민속공예의 움직임, 인테리어 

디자인을 결합한 추상 조각품입니다.  

  

Olaf Breuning: 뉴욕에 기반을 둔 스위스 예술가 올라프 브로닝은 뉴욕 스위스 연구소, 

취리히의 미그로스 미술관, 시드니 호주 사진 센터, 제네테유 프랑스 라 샤펠 (La 

Chapelle du Genêteil France) 에서 개인전 주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B 터미널에서 

전시 중인 Breuning의 작품인 구름(Clouds)(2014), 썸즈 업(Thumbs Up)(2015)은 즉석 

간판, 연극 무대, 어린이 스케치를 연상시키며, 작가 본인의 사진 중 하나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라구아디아 게이트웨이 파트너스 및 공공 예술 기금와의 새로운 파트너십은 라구아디아 

공항에서 진행 중인 80억 달러 규모의 역사적인 변화 프로젝트와 라구아디아 B 터미널 

종합 재개발 프로그램에 예술을 접목시키는 작업에 또 따른 이정표를 의미합니다. 해당 

파트너십은 퀸즈 예술 위원회가 참여하는 새롭게 변화된 아트포드 레지던시(Artport 

Residency)의 삼 년차의 시작에 앞서 이루어졌습니다. 항만청과의 협업을 통해 

라구아디아 공항 A 터미널의 로툰다를 활용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승객들과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LGA  

  

2015년 7월 Andrew Cuomo 주지사는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 완전 재건에 

대한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현대적인 고객 편의시설, 21세기 최첨단 건축물, 더 

넓은 게이트 구역 및 연결된 터미널 시스템을 갖춘 세계적인 수준의 경험을 승객들에게 

제공하는 완전한 재개발입니다. 8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는 2016년 착공 이후 그 중 약 

1/3는 민간 자금 조달과 기존 여객 수수료를 통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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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에는 주차 공간 및 우버(Uber)와 리프트(Lyft) 및 임대 차량 전용층을 갖춘 

새로운 B 터미널의 주차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주차장에는 총 3,20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Cuomo 주지사는 새로운 게이트 중 첫 번째이자 B 

터미널(Terminal B)의 신규 첫 번째 콘코스를 개장했습니다. 에어 캐나다(Air Canada), 

아메리칸 에어라인스(American Airlines), 사우스웨스트(Southwest), 

유나이티드(United)가 이곳을 이용합니다. 2019년 10월에는 공항 동편의 일곱 곳의 신규 

게이트를 포함한 델타항공의 신규 C 터미널에서 첫 번째 콘코스 및 게이트가 

개장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항만청 커미셔너 위원회(Board of Commissioners)는 

새로운 에어트레인 라구아디아(AirTrain LGA) 개발 목적으로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의 독립적인 환경 검토 완료를 위해 보류 중이던 필요 자금 

지출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핵심 지원을 받아 세계적 수준의 

신규 라구아디아 공항이 철도로 연결되지 않는 유일한 주요 동부 해안(East Coast) 

공항이 더 이상 철도 연결이 없는 유일한 주요 동부 공항으로 남지 않도록 에어트레인 

라구아디아 건설이 진행 중입니다. 에어트레인 라구아디아는 공항을 윌레츠 

포인트(Willets Point)의 새로운 역사와 연결시켜 여행객들이 차를 이용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교통 혼잡, 온실가스 배출 및 오염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것입니다.  

  

새로운 B 터미널 도착 및 출발홀 개장 외에도, 새로운 공항을 위한 주요 도로 작업의 

대부분은 2020년 중반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C 터미널의 현대적인 도착 및 출발홀은 

2022년에 세 개의 추가 콘코스와 함께 단계적으로 개장합니다.  

  

지방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LGA 공항 재개발  

  

이러한 전례 없는 라구아디아 재개발(LaGuardia Developmen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Cuomo 주지사는 인증을 획득한 소수자 및 여성 소유 사업체(Minority and Women-

Owned Business Enterprises, MWBE)의 계약을 30 퍼센트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러한 목표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비전에 따라, 항만청은 

지역 선출직 공무원, 이해당사자 및 퀸즈 거주민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기업, 소수자 및 

여성 소유 사업체(MWBE), 취준생, 학생 등이 라구아디아 공항 재개발 및 경제 성장의 

일환으로 새로운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Cuomo 주지사는 두 개의 지역사회 기반 단체와 협력하여 코로나에 새로운 

공항 기회 위원회(Council for Airport Opportunity, CAO) 사무소를 개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AO는 퀸즈의 소수집단 및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주민에게 공항 

관련 채용 및 일자리 소개를 제공합니다. 2019년 12월 항만청은 이스트 엘름허스트에 

LGA 재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새로운 영구 지역사회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개관식에서 

이 기관은 본 칼리지(Vaughn College)와 함께 퀸즈 학생들을 위해 4년 등록금 전액 

장악금 2라운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라구아디아 재개발 프로그램은 

라구아디아 커뮤니티 칼리지(LaGuardia Community College)와 함께 지역 젊은이들을 

위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창설합니다. 올여름, LGA 재개발은 코로나의 랭스턴 휴즈 



 

 

도서관(Langston Hughes Library)에서 중학생 50명을 위한 6주간의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STEM)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의 재개발 공사를 통해 프로젝트 기간 내내 전반적으로 

1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활동을 만들어 내며, 임금으로는 25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증을 받은 MWBE가 라구아디아 공항과 체결한 계약 금액은 현재 14억 

7,000만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새로운 B 터미널에서 라구아디아 게이트웨이 

파트너스(LaGuardia Gateway Partners)는 현재까지 286개의 MWBE 기업과 9억 700만 

달러 규모 계약을 맺었으며, 새로운 C 터미널(Terminal C)에서 델타(Delta)는 현재 149개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과 5,7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공 예술 기금  

  

공공 예술 기금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뉴욕시와 기타 지역에서 전 세계의 가장 

매력적이고 중요한 예술가들을 역동적인 전시회를 통해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도시의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동시에 다양한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모든 사람이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서 우수함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 핵심 프로그램 외에도 공공 예술 기금은 공공 예술 기금: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Public Art Fund: Creative Partnerships)을 통해 세계 유수의 문화 기관, 

기업, 시민 단체에 전략적 기획, 큐라토리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전문성을 담보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파트너의 고유한 계획이 가진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 예술 기금은 파트너만의 비전과 각 설치 부지의 특정한 기준에 맞추어 임시 및 영구 

전시를 결정하며, 그 결과 새로운 예술 작품은 공공 예술의 힘을 통해 공공 장소를 

활성화하고 지역 참여를 이끌어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PublicArtFund.org를 

방문해주십시오.  

  

라구아디아 게이트웨이 파트너스  

  

라구아디아 게이트웨이 파트너스는 뉴욕뉴욕뉴저지항만청이 선정하였으며, 이들은 

라구아디아 공항 B 터미널에서 광범위한 자본 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세계적 

수준의 터미널 시설을 제공하고 승객 및 항공사를 위해 운영합니다.  

  

라구아디아 게이트웨이 파트너스는 개발 및 주식 투자를 위한 밴티지 공항 그룹, 

스칸스카(Skanska), 메리디엄(Meridiam), JLC 인프라스트럭쳐(JLC Infrastructure)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밴티지 에어포트 그룹은 B 터미널의 재개발 프로그램 및 

관리를 이끌고 있으며, Skanska Walsh는 HOK 및 WSP와 디자인을 위한 합작투자 

설계/구축의 조인트 벤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구아디아 게이트웨이 파트너스는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f6a6c32d-aa27fbd6-f6a43a18-000babd9f8b3-b807e4d52e14569b&q=1&e=f0223c13-11f0-4a1e-a658-e8a71b9e22ac&u=https%3A%2F%2Fgcc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F%3Furl%3Dhttp%253A%252F%252Fwww.publicartfund.org%252F%26data%3D02%257C01%257Cbbranham%2540panynj.gov%257Cb04f399a473545008c7b08d7c08a5f4d%257Cc4484a25d0d84ad0916aa889b6aa7a02%257C0%257C1%257C637189572849641715%26sdata%3Dp%252B71NuJJjl%252BNRR0p5r2fwLd3MLAknfjgHjkUGxCvnCQ%253D%26reserved%3D0


 

 

뉴욕(John F. Kennedy), 시카고, 도하, 델리, 로스 앤젤레스, 산티아고, 나소 등의 국제 

공항을 포함하여 전 세계 및 국내 350개 이상의 항공 및 운송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laguardiaB.com를 방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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