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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라과디아 신규 공항의 최종 구성 요소인 델타 임대 계약 승인 발표

올 여름 시작될 최첨단 델타 시설 작업 - 합류한 도로 건설 및 라과디아 게이트웨이
파트너스 건설사가 이미 공사 작업 시작
델타 시설 렌더링은 이곳에서 확인 가능
라과디아를 신규 통합 공항 및 21세기 교통 허브로 변모시키는 작업의 일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뉴저지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커미셔너 이사회가 라과디아를 완전히 재건하여 통합된 21세기 공항으로
변모시키는 프로젝트의 최종 구성 요소인, 델타 항공(Delta Air Lines, Inc.)과의 라과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에 위치한 40억 달러 규모 신규 37게이트 시설의 최종 임대
계약을 승인하였습니다. 항만청은 델타 항공이 34억을 제공하고 비용 초과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델타 프로젝트에 6억 달러 이하의 고정 금액을 투입해 왔습니다. 보다 많은
비행장 공간을 제공하는 새로운 통합 공항 설계 작업의 일환으로, 델타 프로젝트(Delta
project)를 포함한 모든 새로운 공항 터미널 시설은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Grand
Central Parkway)에 더 가까이 위치하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을 최첨단 운송 허브로 변모시키는
것이야말로 뉴욕주 전역의 경제 성장과 힘의 핵심입니다. 이번 조치로 뉴욕주에 걸맞은
경제 엔진과 세계적 수준의 공항인 새로운 라과디아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델타 항공의 작업은 올 늦여름 시작됩니다. 델타 항공 시설 재개발은 2016년 6월
시작된, 도로 전반을 새로 구성하는 건설작업과 신규 공항의 서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라과디아 게이트웨이 파트너스(LaGuardia Gateway Partners) 여객터미널 콘코스에
대한 전반적인 라과디아 공항 프로젝트(LaGuardia Airport Project)의 일부입니다.
델타 항공(Delta Airlines)의 Ed Bastian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델타 항공의
라과디아 공항 새 임대 계약이 승인됨에 따라, 이제 올 늦여름 역사적인 최첨단 시설

공사 작업이 시작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허브 중 하나에서 델타
항공의 뉴욕주에 대한 수년간의 투자를 바탕으로, 우리 고객과 임직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성과입니다. 라과디아를 뉴욕 여행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세계적 수준의
공항으로 변모시키는 데 지속적인 협력을 해 주신 뉴욕뉴저지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에 감사드립니다.”
Pat Foye 항만청(Port Authority)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항만청의
조치로 현대적이고 통합된 고객 친화적 라과디아 공항에 대한 Cuomo 주지사님의
혁신적인 비전을 계속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의 고객께 21세기에 걸맞은
경험을 선사하는 것 외에도, 델타 항공과의 이번 계약은 이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건설 일자리와 장기 정규직 공항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델타 프로젝트의 80% 이상이 민간 투자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항만청은 신규
변전소, 주차장 확장, 새 도로 및 추가 지원 인프라 비용을 포함하여, 새 델타 시설에 6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기술을 자랑할 새로운 시설은 델타의 전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크기의 게이트 37개, 중앙 집중식 체크인 로비가 연결된 콘코스 4개, 보안 검색대 및
수하물 찾는 곳으로 구성됩니다. 프로젝트의 렌더링은 여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행장에서 항공기는 향상된 유도로를 통해 기동성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활주로를
오가는 항공기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지연을 줄입니다. 아울러 신규 델타 시설은 기존
시설보다 30% 더 많은 양보 공간(concessions space)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콘코스, 더
큰 게이트 구역 및 더 많은 좌석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비행장을 조망할 수있는
스카이 데크(Sky Deck)가 있는, 지역에서 영감을 얻은 음식, 신흥 뉴욕 예술가들의 작품
및 기타 독특한 편의시설을 갖춘 Delta Sky Club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울러, 새 터미널 시설은 주차장과 공항의 새 센트럴 홀, 하차/픽업 구역, 보안 검색대로
직접 갈 수 있는 가장자리의 체크인 우회로 사이를 직접 연결하는 접근로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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