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7월 1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JFK 공항 비전 계획(JFK AIRPORT VISION PLAN)을 시행하는 기획 

및 엔지니어링 회사를 위한 RFP (REQUEST FOR PROPOSALS) 발표  

  

선정된 프로젝트 팀이 JFK 공항의 100억 달러 규모 재개발을 위한 예비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및 개발을 이끌 것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에는 JFK 공항 도로 접근성 향상을 위해 프로젝트 I 및 II 

단계를 완료할 15억 달러 규모의 Van Wyck Expressway 프로젝트 및 Kew Gardens 

Interchange 프로젝트 자금 지원이 포함돼  

  

주지사의 JFK 비전 계획 실행의 다음 주요 단계 개요는 이곳에서 확인 가능  

  

신규 JFK 공항 렌더링은 이곳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뉴저지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이 100억 달러 규모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John F.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 재개발 예비 엔지니어링 및 설계를 위한 제안 요청서를 

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RFP는 2017년 시정 연설 어젠다에 명시된, 

주지사의 JFK 비전 계획을 구현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JFK 국제 공항은 뉴욕의 국제 관문이며 더욱 

강력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강력한 경제 엔진입니다. 공항의 수용 역량을 강화하고, 

접근성을 개선하며, 미국 최대의 국제 공항 중 하나를 위한 통합 프레임 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신규 JFK 공항은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고 뉴욕이 마땅히 누려야 할 

세계적 수준의 공항이 될 것입니다.” 

 

RFP는 Van Wyck Expressway 및 Kew Gardens Interchange 개선을 위한 15 억 달러 

규모의 주정부 신규 공약을 보완하여 공항 접근성을 개선하고 교통 혼잡을 줄입니다. 

센트럴 퀸즈 Kew Gardens Interchange의 프로젝트 I 및 II 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단계는 JFK 공항을 21세기의 요구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여행자 수요를 충족시키는 세계적 수준의 통합 공항으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presents-2nd-proposal-2017-state-state-transforming-jfk-international-airport#_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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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기업은 주지사의 비전 계획에 제시된 청사진에 따라 공항 터미널, 도로, 

AirTrain, 주차장, 화물 시설, 공항 출입구 및 항공 개선, 지원 인프라를 재구상하게 

됩니다.  

  

소수 민족과 여성 소유 사업체 30%가 참여한다는 Cuomo 주지사의 국가 주도적 

목표에 따라, 새로운 JFK 공항 건설 프로젝트는 퀸즈 자치구와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구 전역의 MWBE (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s) 계약자에게 

폭넓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주 계약 시 MWBE 기업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MWBE 프로그램 성공의 열쇠입니다. 2014년, Cuomo 주지사는 MWBE 조달 

목표를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 30%로 정했습니다.  

  

21세기 JFK 비전 계획  

  

주지사의 공항 자문 위원회(Airport Advisory Panel)의 권고안에 기반하여, Cuomo 

주지사는 세계적 수준의 통합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종합적인 공항 전반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비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수십 년 동안 공항의 급격한 성장을 

수용하고 뉴욕주의 경제 성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주지사의 계획은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예상되는 증가 여객 수송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JFK를 

상호 연결된 세계적 수준의 통합 공항으로 변모시키고, 공항 도로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철도 대중 교통을 확장합니다. 아울러 터미널 내 최첨단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공항 보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자문단 권고사항의 핵심 내용은 각각의 프로젝트가 보다 통일적이고, 이용객들이 

터미널들 사이에서 보다 용이하게 연결할 수 있게 만드는 터미널 구성 기본체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상호 연결된 터미널들: 신규 터미널들을 확장하고 기존 터미널들은 재개발 및 

재배치함. 새로운 터미널들이 확장될 때, 그것들은 가능한 최대로 인접 

터미널들에 연결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기존 터미널들이 재구축되고 

재개발될 때, 계획 수립에서는 통일적 공항에 대한 비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 JFK의 공항 도로 및 주차 개선: 비전 계획에서는 다수의 병목지점과 정체지점을 

만드는 공항 도로의 혼란스럽고 복잡한 도로망을 풀어야 할 필요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계획에서는 다수의 정체지점과 병목지점이 포함된 이 

도로망을 택시, 카 쉐어링 및 유료 차량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모든 터미널에 

보다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환상 도로” 접근방식으로 변모시킬 

필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환상 도로” 내에 설치되는 새로운 

중앙식 주차장은 공항 전역에 걸쳐 명확하게 단기 및 장기 주차 방식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presents-2nd-proposal-2017-state-state-transforming-jfk-international-airport#_blank


공항 자문위원회 (Airport Advisory Panel)의 권고안 보고서 전문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an Wyck Expressway 및 Kew Gardens Interchange에 15억 달러 투자  

  

주지사의 자문 위원회 보고서의 주요 권장 사항 중 하나는 도로 혼잡과 공항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JFK로 가는 현재의 교통 소요 시간은 예측 

불가능하고, 어느 곳에서든 35분 내지 2시간의 변동폭을 갖고 있습니다. JFK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들 중 하나는 Grand Central Parkway, Van Wyck 

Expressway, Jackie Robinson Parkway 및 Union Turnpike 사이의 Kew Gardens 

Interchange에 있는 병목지점입니다. 주정부는 Van Wyck Expressway에 차선을 

추가하고 Grand Central/Van Wyck interchange를 재구성하여 운전자들이 매년 JFK 

공항을 왕복하는 데 소비하는 740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15억 달러를 

투입하였습니다.  

  

프로젝트 I단계에는 Van Wyck Expressway 일부 구간 확장, Van Wyck 북쪽에서 

Queens Boulevard 서쪽 방향으로 향하는 출구, Van Wyck 교량 4개, Main Street의 

Van Wyck 교량 및 Main Street의 Queens Boulevard 교량 재건, Grand Central 

Parkway와 Main Street 사이에 위치한 Van Wyck 북쪽 및 남쪽 도로에 보조 차선을 

건설하고 Hillside Avenue의 남쪽 전용 출구 차선을 마련하는 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 

프로젝트 II단계는 Van Wyck Expressway 북쪽을 3차선으로 확장하고, Jackie 

Robinson Parkway와 Union Turnpike를 연결하는 1차선 진입로를 새 2차선 

진입로를 갖춘 Van Wyck Expressway 북쪽 방향 도로로 교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계획된 성장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중교통 수용 역량 확대  

 

주지사의 비전 계획은 JFK 공항 승객 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JFK로 연결되는 철도 

대중교통을 개선하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단계: JFK AirTrain 확장  

열차당 차량을 2대에서 4대로 수용능력을 증가시키고, 운행 횟수를 늘림 - 이렇게 

변경되면 AirTrain이 대략 그 수용능력을 2배로 늘리고, 연간 4,0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Jamaica 및 Sutphin Blvd의 상호 연결시설들을 철저히 재구축함으로써 지하철이나 

LIRR로부터의 동쪽 연결부가 원활해지도록 개선함 – JFK AirTrain로의 지하철 및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road, LIRR) 연결부를 전면적으로 재점검. 이러한 

개선에는 고성능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충전소 및 확장된 보도 등과 같은 

필수적인 현대적 편의시설들이 포함됩니다. 개선된 길찾기 및 LED 운항상태 스크린을 

포함해서, 현대화된 메자닌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다 단순하게 만들고, AirTrain으로의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JFKVisionPlan.pdf#_blank


환승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 것입니다. 변모된 자메이카역과 AirTrain 연결부의 사진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단계: JFK로 가는 1인석 운행의 실현 가능성 모색  

JFK는 여행자들에게 그 도시 중심부로부터 1인석 운행을 제공하지 않는 유일한 전 

세계 주요 공항들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자문단은 MTA와 그 파트너들이 JFK로 

가는 1인석 운행의 실현 가능성을 공동으로 모색하도록 권고합니다.  

  

JFK TWA 플라이트 센터 호텔(TWA Flight Center Hotel)  

  

TWA 플라이트 센터 호텔(TWA Flight Center Hotel)은 2016년 12월 착공한 후, 굴착, 

콘크리트 슬라브 작업 및 철골 설치 작업이 모두 완료되는 2019년 초 완공 

예정입니다. TWA 플라이트 센터는 유서 깊은 Saarinen TWA 터미널을 재사용해 

JFK에 500개의 객실을 갖춘 공항 호텔을 건설하여 전국 최고의 국제 게이트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시설을 제공할 것입니다.  

  

JFK 국제 공항(JFK International Airport) 소개  

  

JFK 공항은 국내의 다른 어떤 공항보다도 더 많은 해외 이용객들의 미국 방문을 

맞이합니다. 이 공항은 2016년에 기록적 수치인 5,900만 명의 승객을 유치하였으며, 

작년 28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한 지역의 중요 경제 엔진입니다. JFK 여객 

수송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월 2,310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1.4% 상승하였으며, 

JFK는 2017년 약 6,05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FK 이용객 수는 향후 수십 년에 걸쳐 극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30년까지는 7,500만 명, 2050년까지는 1억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JFK는 2020년대 중반이면 수용능력의 한계치에 도달할 것입니다. JFK가 

100만 명의 이용객을 수용하지 못할 때마다, 이 지역은 대략 1억 4,000만 달러의 

급여, 4억 달러의 매출, 그리고 2,500개의 일자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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