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6월 2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차기 주요 이정표가 될 80억 달러 규모의 새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 LGA)의 새로운 렌더링 공개  

 

공항 동쪽에 위치할 네 개의 새로운 델타(Delta) 콘코스 중 첫 번째가  예정대로 

이번 가을 개장  

  

렌더링에 따라, 조광이  충분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콘코스에서 시티 

필드(Citi Field), 플러싱  베이(Flushing Bay), 도착/출발 시설을 조망 가능하며, 

2021년 개장 예정  

  

OTG가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뉴욕에서 인기가 많은 에이치 앤 에이치 

베이글(H&H Bagels), 버치 커피(Birch Coffee), 주스 프레스(Juice Press), 

요리사인 Mark Iacono, Jess Shadbolt, Clare de Boer이 참여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등 입점  

  

지난 11월 개장한 공항 서쪽의 신규 터미널  B(Terminal B)의 일환인  첫 번째 18 

게이트의 새로운 콘코스 완공에 이어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에서 건설 

중인 델타(Delta)의 새로운  최신  터미널의 일부인 네  개의 콘코스 중 첫 번째가  

예정대로 이번 가을 개장할 것이며, 80억  달러 규모의 새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 건설의 주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105,000 

평방피트의  대규모 콘코스에서는  전면에서 시티 필드(Citi Field)와 플러싱  

베이(Flushing Bay)를 비롯해 다양한 항공기가  있는  게이트를 조망할 수  있으며, 

인기가 많은 뉴욕의 요리사 및  식당 가운데서  식사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  

  

Cuomo 주지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구아디아(LaGuardia)의 변신에서  이것은 

새롭고 중요한 단계로서 , 이로 인해  우리는 공항을  뉴욕 기준에 맞추어  세계 

수준의 항공 허브로 탈바꿈시키는  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됐습니다. 

콘코스 개발 및 새 라구아디아(LaGuardia) 터미널 개발에서 델타(Delta)와의 

협력은 뉴욕주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노력에서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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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의 변신은 우리의  공항을 현대화하여  여행자가 체험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뉴욕이 기울이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의 새로운 

델타(Delta) 콘코스가 개장함에 따라, 뉴욕에서  생산된 수많은 현지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식당가와  소매점들이  영업을  추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공항의 전반적인 리노베이션은  공항을 여행자를 위한 21세기형 교통  허브로 

바꾸어, 경제 및  관광산업을  계속 성장시킬 것입니다."  

  

델타(Delta)의 첫 번째  게이트 개장은 2015년 Cuomo 주지사가 발표한 다단계 

건설 계획이 한 단계 진전했음을  보여줍니다 . 해당 건설 계획은  공항 전체를 

완전히 재개발하면서도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이 전면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완공 후, 매년 3,00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라구아디아(LaGuardia)는 25년에 걸쳐 미국 제일의  완전히 새로운 공항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주지사의  계획에 따라 공항의 승객 수용량이 절대로  줄어들지 

않도록 새로운 시설이  완공될  때에만 오래된  시설을 철거합니다 . 현재까지  

델타(Delta)의 건설에는  철강 2,000톤, 콘크리트 50,000 입방야드 이상 , 파이핑과 

케이블, 기타 인프라 40 마일 이상이 사용되었습니다 .  

  

신 공항에  위치할 새로운  시설의 가치는, 개장 50년이 넘은 노후 터미널을  

교체할 40억 달러 규모의  터미널 B(Terminal B) 재개발을 포함해, 80억 

달러입니다 . 터미널 B(Terminal B)의 첫 번째 18 게이트 신규 콘코스는  지난 

11월에 개장했으며 , 전면 유리창을 비롯해 벤치와  조경을 갖춘 실내 공원, 

현대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40억 달러 규모인 델타(Delta)의 터미널 C와 D(Terminals C and D)의 공사 

프로젝트는  2017년 시작되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델타(Delta)는 두 곳의 

노후 터미널을 하나의  최신 통합 터미널 C(Terminal C)로 

교체합니다 . 델타(Delta)는 재개발 비용의 80 퍼센트를  민간에서 조달했으며 , 

뉴욕뉴저지  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 New Jersey)이 기타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  

  

완공 후, 새로운  터미널  C(Terminal C)에는 중앙 체크인 로비와 보안 검색대, 

그리고 수화물 카운터로  연결되는 네 곳의 콘코스에  37개의 게이트가 위치하며, 

택시 대기  시간 및 혼잡을  줄일  수 있는 이중 유도로 , 스카이 덱(Sky Deck)을 

갖추어 새롭고 더욱 커진 델타  스카이 클럽(Delta Sky Club), 더욱 넓어진  게이트 

공간 및 컨세션 공간,  효율적인  공항 도로 등을 갖추게 됩니다.  

  

이번 가을에 개장할 첫 번째 신규 콘코스에는  OTG 그룹이 운영하는  전문 

요리사의 식당 및 정통 현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 OTG는 

경쟁이 치열했던 입찰 과정을  통해 델타(Delta)가 선택한 업체입니다 . 브루클린의  



루칼리(Lucali) 요리사  Mark Iacono가 나폴리식 피자와 칼조네 컨셉의 레스토랑인 

로시 피제리아(Rossi Pizzeria)를 컨설팅했습니다 . 소호 킹  레스토랑(King 

Restaurant)의 요리사  Jess Shadbolt와 Clare de Boer는 찹스테이크와  버거, 신선한 

생선을 제공하는 컨템포러리  타번인 플래티론  타번 앤 프로비전스(Flatiron Tavern 

& Provisions)를 컨설팅했습니다 . OTG는 또한 뉴욕에서 인기가 높은 버치 

커피(Birch Coffee), 에이치 앤 에이치 베이글(H&H Bagels), 주스  프레스(Juice 

Press)를 입점시킬 예정입니다 .  하루 종일 승객들에게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에이치 앤  에이치  베이글(H&H Bagels) 지점은  오전에 영업하고 , 오후와 

저녁에는 로시 피제리아(Rossi Pizzeria)로 바뀝니다 . 풀서비스 컨셉의  전석에는 

전원 콘센트와 USB 포트가 설치되며, 고객들은  테이블에서  항공기 스케줄을 

확인과 웹서핑, 게임,  식사 또는 음료를 주문하거나  쉴 수 있습니다 .  

  

한편, HMS호스트(HMSHost)의 완전 소유  자회사인  스텔라 파트너스(Stellar 

Partners, Inc.)가 다양한 여행 필수품을 파는 새로운  시설의 소매 옵션을  

설계합니다 .  

  

신규 콘코스 개장을 위한 최종  준비가 계속되면서 ,  델타(Delta) 팀은 최근 

게이트에 승객 보딩용  브리지를 설치했고 시설에  영구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 

델타 팀은  또한 공항 램프 구역을 포장하고 건물 시스템을 시험했으며  새로운 

콘코스와 델타(Delta)의 기존 터미널 D(Terminal D)를 연결하는 임시 보행자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 터미널 D(Terminal D)의 보안 검색대는 2021년 말 중앙  

체크인 로비가 완성될  때까지  두 개의 콘코스  모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러한 전례 없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Cuomo 주지사는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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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델타(Delta)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선결 과제로 삼고, 현재까지  35 퍼센트의 계약을 인증을 

획득한 소수자 및 여성 소유 사업체(MWBE)와 체결했습니다 .  

  

새로운 시설에는 12 메가와트의  콘 에디슨(Con Edison) 변전소가 들어서 , 

콘코스의 위층과 통합되어  새로운 터미널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 추가적으로  

모든 주요  전력 및 기계 설비는  대형 폭풍으로  인한  물피해로부터  이러한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위층에 설치됩니다 . 콘코스에는  또한 에너지  수요가 

낮은 야간에 얼음을 만들어 얼음 수요가 정점에 달했을 때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얼음  생성 시스템을  만들어 낮 시간 동안 건물  냉방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2015년 7월 라과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의 종합 개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 80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80퍼센트를  민간 자금과 



기존 승객  요금을 통해 지원을  받았으며 통합된 21세기 터미널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이 복합적인  다단계  프로젝트는  기존 공항을 완전히 운영하는  동시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에어 캐나다(Air Canada), 

아메리카 에어라인스(American Airlines), 사우스 웨스트(Southwest) 및  

유나이트(United)의 서비스를 제공할 공항 동쪽의  터미널 B, 현재 터미널  C와 D를  

대체할 델타 에어라인스(Delta Air Lines)의 공항 서쪽의 새로운 터미널  C, 개선된 

도로 시스템, 새  주차  시설 및 다른 관련된  프로젝트를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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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은 

여행객들에게  뉴욕에  어울리는  세계 수준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대규모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구아디아  공항(LGA)에 위치한  

델타(Delta)의 새로운 콘코스는 중요한 다음 단계가  될 것입니다. 이 시설을 최신 

공항으로 변모시키겠다는  Cuomo 주지사의 비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더욱 많은 중요한 단계가 완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델타(Delta)의 Ed Bastian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구아디아(LaGuardia)에서 진행되는 역사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는  델타(Delta)가 

현재 전국의 공항 재개발에  투자하는 120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 우리의  고객 및 직원들은 미래의 라구아디아(LaGuardia)를 완전히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델타(Delta)를 위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OTG의 Rick Blatstein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OTG는 델타(Delta)와 

델타의 고객 및 직원,  뉴욕시를  위해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에 파트너로  참가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 역동적인 컨셉트로 저희가  소개하는 식당가는 우리 

뉴욕시에서  가능한 최고를 의미하며, 라구아디아(LaGuardia)를 이용하는  

델타(Delta)의 고객들께  우리가  사랑하고 뉴욕 주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 맛을 

소개합니다 ."  

  

스텔라(Stellar)의 회장이자  최고 경영자인 Padraig Drennan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우리는 델타(Delta)가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에서 진행하는  차별화된 

컨세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진실로 

미래를 내다본 것으로 , 뉴욕시를 방문하는 뉴욕 주민 및  방문객에게  새로운 공항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일에서 

델타(Delta)와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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