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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 LGA)으로 향하는 교통을
완화하는 새로운 입체 교차로 고속도로 개통 발표

라구아디아 공항(LGA)으로 이동하는 여행객의 진입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입체 교차로 80 억 달러 규모의 공항 혁신 프로젝트의 또 다른 이정표
현지 주민이 공항 관련 업체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위해, 엘름코 유스 앤드
어덜트 액티비티스(Elmcor Youth and Adult Activities) 및 네이버후드 하우징
서비시스(Neighborhood Housing Services)와 협력하는 공항 기회 위원회(Council for
Airport Opportunity, CAO)를 확장하는 140 만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 발표
여기에서 확인 가능한 렌더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으로 향하는 여행객을
위해 진입을 개선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게 될 새로운 입체 교차로를 완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Grand Central Parkway) 동쪽 방면의 7 번
출구(Exit 7)에 위치한 새로운 입체 교차로가 개통을 맞이하여 이곳은 델타 항공(Delta)의
게이트가 있는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의 동쪽 측면으로 가는 차량의 주요
진입 지점이 될 것입니다. 이 입체 교차로 건설 공사는 2 년 이내에 완공되었으며, Cuomo
주지사가 2015 년에 발표한, 현재 진행 중인 80 억 달러 규모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 현대화 프로젝트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입체 교차로는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으로 향하는 여행객들에게 즉각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입체 교차로는 20 년 만에 미국 최초의 신공항을 건설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
게이트웨이를 만든다는 계획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연방 정부가 인프라에 대해
말만 앞세우고 있는 동안, 뉴욕주는 21 세기 경제에 적합한 교통망 구축에 있어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이 공항의 재개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데 주력할 수 있도록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 근처의 이스트
애머스트 및 코로나에 새로운 사무실을 짓기 위해, 엘름코 유스 앤드 어덜트
액티비티스(Elmcor Youth and Adult Activities) 및 네이버후드 하우징
서비시스(Neighborhood Housing Services)와 협력하여 공항 기회 위원회(Council for
Airport Opportunity)에 140 만 달러를 새롭게 재정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항 기회
위원회(Council for Airport Opportunity)는 소수계 및 소외된 주민을 비롯하여 퀸즈
주민에게 공항 관련 채용 및 직업 소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공항 교체 입차로(Flyover Highway Overpass)
매일 라구아디아 공항(LGA)으로 약 18,000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동쪽 방향의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 7 번 출구(Grand Central Parkway Exit 7) 입체 교차로는 공항으로
향하는 총 교통량의 20 퍼센트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진입로는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으로 현재 진입하는 4 곳의 진입로 중 한 곳입니다. 또한 현지 차량을
위한 나머지 진입로는 (1)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 서쪽 방면 7 번 출구(Grand Central
Parkway Westbound Exit 7), (2) 현지 교통 북쪽 방면의 94 번 스트리트(94th Street),
(3) 82 번 스트리트(82nd Street)에서 갈라지는 마린 터미널 드라이브(Marine Terminal
Drive) 등입니다.
새로운 입체 교차로는 델타 항공(Delta)의 게이트와 운영본부가 위치한 공항 동쪽
측면으로 이동하는 차량을 위해 보다 직접적인 경로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차량들이 길을 따라 다양한 교통 신호등을 만나는
동안, 미로와 같은 경로를 헤매다가 360 도 회전을 해야 했습니다. 터미널 B(Terminal
B)로 향하는 차량은 또한 다른 터미널로 향하는 교통 흐름에서 분리되어 항공기 도착
구역으로 새롭게 직접 연결되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의 80 억 달러 규모의 전반적인 현대화 프로젝트에는
주요 이정표인 입체 교차로가 포함됩니다. 지난 2 월에는 새로운 터미널 B 주차
시설(Terminal B garage)이 승객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버(Uber), 리프트(Lyft),
기타 차량 서비스 전용 구역을 갖추고 개장했습니다. 새로운 터미널 B(Terminal B)의 첫
번째 게이트는 올해 후반기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델타 항공(Delta)의 새로운 터미널
C(Terminal C)는 불과 1 년 전에 착공한 이후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54 년 된
구식 터미널인 터미널 B(Terminal B)를 대체할 새로운 터미널 B(Terminal B)는 2021 년
완공 예정입니다. 새로운 델타 항공 출발 및 도착장(Delta Arrivals and Departures
Hall)도 2021 년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계획된 26 개의 교량 및 입체 교차로는 15 개의 기존 교량을 대체하고, 공항 내
도로의 교통 신호를 상당히 제거합니다. 현대화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는 터미널
B(Terminal B), 터미널 C(Terminal C), 터미널 D(Terminal D) 등에서 이동하는 운전자를
위해 19 개의 교통 신호가 있었습니다. 근대화 프로젝트가 완공될 경우, 19 개의 교통

신호 중 3 개만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공항 내 도로 횡단시설은 교량으로
교통 흐름을 높여서 제거됩니다. 일부의 경우 3 단계가 높아집니다.
민간 건설 그룹인 스칸스카(Skanska)는 새로운 도로 및 교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칸스카(Skanska)의 이 부서는 퀸즈의 이스트 엘름허스트 근처에 7,000 명
이상의 사무직 및 육체 노동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항만청(Port Authority)은 총 80 억 달러 규모의 라구아디아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LaGuardia Airport modernization project)의 일환으로 새로운 도로 및 교량
건설에 6 억 2,500 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공항의 서쪽 절반 구역에서
작업하고 있는 라구아디아 게이트웨이 파트너스(LaGuardia Gateway Partners) 및 기존
터미널 B(Terminal B)와 터미널 C(Terminal C)를 대체하기 위해 공항의 동쪽 절반 구역
전체에서 진행 중인 델타 항공(Delta)의 재개발 공사 등이 포합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공항 위에 새로운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계획과 프로젝트들의 진행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 도로 및 교량,
주차 및 터미널 등을 위한 이정표적인 공사가 시작되어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터미널과 도로 및 교량에 대한 투자 이외에도, 항만청(Port Authority)은 현재 에어트레인
라구아디아(AirTrain LaGuardia)를 윌리츠 포인트에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Long Island
Rail Road) 및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의
지하철 7 호선을 연결시키기 위한 10 개년 자본 계획에 15 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에어트레인으로 미드타운 맨해튼에서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까지 30 분 내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을 2017 년에 2,950 만 명의 승객이 이용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상당한 승객 증가가 예상됩니다. 올해 3 월, 4 월, 5 월은 각각 진행
중인 공사에도 불구하고 공항 역사상 가장 높은 월간 승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공항 기회 위원회(Council for Airport Opportunity)
Cuomo 주지사는 엘름코 유스 앤드 어덜트 액티비티스(Elmcor Youth and Adult
Activities) 및 네이버후드 하우징 서비시스(Neighborhood Housing Services)와 협력하여,
지역 주민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항 기회 위원회(Council for Airport
Opportunity)를 위한 신규 파트너십 기금 140 만 달러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
•
•

공항 취업 기회를 통한 일자리 소개 지원
직업 개발, 기술 훈련 및 준비 프로그램
직업 상담, 면접 준비, 취업 성공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뉴욕뉴저지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은 지역 주민을 위한
직업 기술 훈련, 면접 준비, 고용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단체의
확장에 120 만 달러를 직접 투자할 예정입니다.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을 이용하는
항공사들 또한 공항 기회 위원회(CAO)의 기부금 20 만 달러를 통해 확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확장은 지난주 공항 기회 위원회(CAO)의 정기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공항과 인접해 있는 지역사회와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있는 두 단체인 엘름코 유스 앤드
어덜트 액티비티스(Elmcor Youth and Adult Activities) 및 네이버후드 하우징
서비시스(Neighborhood Housing Services)는 공항의 미래에 동참하고자 원하는 현지
구직자를 파악하여 추천하기 위해 공항 기회 위원회(CAO)와 제휴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위성 사무소가 엘름코(Elmcor)의 기존 공간인 노던 블러바드 107-20 번지(107-20
Northern Boulevard)에서 문을 엽니다. 이곳에서는 4 명의 전담 직원이 (1) 현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2) 향상된 직업 개발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3) 공항의 전체 고용주들뿐만 아니라 항공사들에게 자격을 갖춘 구직자를
추천하고, (4) 취업 소개를 통해 초기부터 구직자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관리합니다.
공항 기회 위원회(CAO)의 확장은 Cuomo 주지사가 진행 중인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의 80 억 달러 규모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재개발 공사 기간과 그
이후 기간에도 현지 주민이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입니다. 새로운 위성 사무소가 올가을에 개장할 경우, 지역 주민은 공항 기회
위원회(CAO)의 일자리 소개 및 취업 준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현지 지역사회
내에서 일주일에 5 일로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현재 인접 지역 주민은 일주일에 한 번
공항의 공항 기회 위원회(CAO)나 공항 기회 위원회(CAO)의 자메이카 소재 퀸즈 커리어
센터(Queens Career Center)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 기회 위원회(CAO)는 공항 취업 지원자를 모집하고 취업 준비 상담, 취업
오리엔테이션, 면접 기술 및 구직 기술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엘름코(Elmcor)와
네이버후드 하우징 서비시스(NHS)는 새로운 공항 기회 위원회(CAO) 사무소가
라구아디아 공항(LGA)에서 경제적 기회의 혜택을 얻으려는 모든 지역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현지 지역사회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항만청(Port Authority)의 Rick Cotton 상임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은 20 년 만에 미국에서 건설된
완전히 새로운 첫 공항이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은 승객이
당연히 기대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을 뉴욕에 제공할 것입니다. 이 복잡한 대책의
중요한 부분은 완전히 재건된 도로망을 통해 공항 진입 및 교통 흐름 개선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이 입체 교차로 개통은 그 목표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연방 하원의 민주당 간부회의(House Democratic Caucus) 의장인 Joe Crowley 연방
하원의원(민주당-퀸즈, 브롱크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구아디아 공항 재개발
프로그램(LaGuardia Airport Redevelopment program)은 퀸즈와 뉴욕 전 지역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줄 중요하고 야심에 찬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공항 기회 위원회(Council
for Airport Opportunity)의 확대와 여행객의 통행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교통
옵션에 대한 오늘의 발표는 이 프로그램을 위한 또 다른 유망한 발걸음을 보여줍니다. 이
새로운 입체 교차로는 여행객에게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으로 가는 더 직접적인
경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저와 같은 퀸즈 주민들의 최우선 과제인 공항 주변의 교통
체증을 완화할 것입니다. 공항 기회 위원회(CAO)의 확대는 퀸즈 바로 여기에서 새로운
고품질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이는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재개발 공사가 우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 가정의 삶의 질을 계속 향상시키는 것을 보장합니다. 오늘의
발표는 뉴욕 주민이 새롭게 개선된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이 우리 도시에 가져올
혜택에 흥분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 중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시킨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시 의회의 Francisco Moya 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의 새로운 진입로 개통은 이 시설을 현대화하고 뉴욕시에서
기대하는 기준에 맞추는 데 필요한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을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곳으로 만드는 일을 지지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엘름코(Elmcor)와 네이버후드 하우징 서비시스(NHS) 두
곳의 환상적인 지역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공항 주변 지역의 우선
과제를 정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주신 공항 기회 위원회(CAO)와 항만청(Port Authority)에
박수를 보냅니다. 개장 초기부터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은 이스트
엘름허스트 및 코로나 주민들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투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레이터 뉴욕 건축 및 건설업 위원회(Building and Construction Trades Council of
Greater NY)의 Gary LaBarbera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우리는 뉴욕주 전 지역에서 더 크고 보다 나은 건물들을 짓고 있습니다.
주지사님의 건축 비전 및 모든 단계에서 노동 조합을 지원하는 공약으로, Cuomo
주지사님은 미국의 나머지 지역들이 따라야하는 모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보다 우리 인프라를 재건한다는
주지사님의 공약에 대한 보다 나은 증거는 없습니다. 이는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최신
이정표입니다. 뉴욕시 건축업 위원회(NYC Building Trades)의 남녀 노동자들은 이
세계적인 수준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터미널 B(Terminal B)를 운영하고 재건하는 민간 기업인 라구아디아 게이트
파트너스(LaGuardia Gateway Partners)의 Stewart Steeves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구아디아 게이트웨이 파트너스(LaGuardia Gateway Partners)는 교통

흐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새로운 입체 교통로의 개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의 재개발 공사를 통해 이룩한 또 다른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재구성된 세계적인 수준의 터미널 B(Terminal B)를
건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을
통합한다는 주지사님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가운데,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과 항만청(Port Authority)의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스칸스카 USA 빌딩(Skanska USA Building)의 사장인 스칸스카 월시
조인트벤처(Skanska Walsh Joint Venture)의 Paul Hewins 집행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개통은 미국 항공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을 21 세기 공항으로 재개발한다는 Cuomo 주지사님의
비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터미널 C(Terminal
C)와 터미널 D(Terminal D)로 연결되는 직행 노선을 이용하게 되어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주변 지역사회는 스칸스카 월시(Skanska Walsh)가 앞으로 엘름잭 리틀
리그(Elmjack Little League)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약 200 만 달러로 혜택을 입게
됩니다. 이 리틀 리그는 애스토리아, 애머스트, 잭슨 하이트 등의 인접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델타 항공(Delta)의 Henry Kuykendall 공항 북동부 운영지부 수석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델타 항공(Delta)이 퀸즈에 완전히 새로운 보금자리를 가지기 위한 공사를
착공한 이후 1 년이 지나서, 앞으로 맞아하게 될 수많은 이정표 중 하나인 이 입체 교차로
진입로 개통을 여기에서 Cuomo 주지사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오늘의 개통은 델타 항공(Delta) 승객이 라구아디아 공항(LGA)을 보다
빨리 출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2019 년 말까지 비행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첫 콘코스가 개장하기를 고대합니다. 꾸준히 지원해주신 주지사님과 승객 여러분
그리고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공항 기회 뉴욕 및 뉴저지 협의회(Council for Airport Opportunity NY & NJ)의 Andrew
Campbell 상임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항 기회 위원회(CAO)는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 주변의 지역사회에 직접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엘름코(Elmcor) 및 네이버후드 하우징 서비시스(NHS)와
파트너가 됨으로써, 두 단체의 보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공항에서 더
많이 더 쉽게 일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요구를 인식하여 이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인식으로 이와 같이 주민들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신 Cuomo 주지사님, 항만청(Port Authority), 지방 정부의
선출직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엘름코(Elmcor)의 Saeeda Dunston 상임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활동하는
구역의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엘름코(Elmcor)는 지난 53 년간
퀸즈 지역사회에서 개발해 온 제휴관계를 가치있게 생각합니다. 뉴욕뉴저지항만청(Port

Authority of NY&NJ)이 재정 지원하는 엘름코(Elmcor) 및 네이버후드 하우징
서비시스(NHS)와의 이 강화된 파트너십은 자급 자족에 이르는 기술 개발을 통해 주민
개인과 주민 가정을 위한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조성한다는 우리의 사명과 진정으로
일치합니다. 경제 개발은 지난 수년간 현지 지역사회에서 우리 업무의 중요한 구성
요소였습니다. 우리는 공항 기회 위원회(CAO) 및 네이버후드 하우징
서비시스(NHS)와의 협력을 계속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Cuomo 주지사님, 지방
정부 선출직 공무원들, 항만청(Port Authority) 등의 지원으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 퀸즈의
주민은 자신의 뒷 마당인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 바로 여기의 취업 기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이버후드 하우징 서비시스(Neighborhood Housing Services)의 Yoselin GenaoEstrella 상임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퀸즈의 네이버후드 하우징
서비시스(Neighborhood Housing Services)는 공항 기회 위원회(Council for Airport
Opportunity) 및 엘름코(Elmcor)의 우리 동료들과 파트너가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 기회와 퀸즈 주민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합니다.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는 지역 고용 프로그램은 현지 인력을 위한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퀸즈 주민에 대한 선구적인 접근과 투자를 위해 지원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항만청(Port Authority)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일자리 기회,
일자리 개발, 훈련 프로그램 등을 쉽게 제공한다는 공동의 비전을 지속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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