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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JFK 공항의 제트블루(JETBLUE) 터미널 5(TERMINAL 5)가 전기화를 

통해 주요한 공항 지속 가능성 이정표를 세웠다고 발표  

  

프로젝트에 따라 38개의 전기 충전 허브 설치  

  

항만청(Port Authority)의 파리 기후협정(Paris Climate Accords) 시행의 일환인 가스 

감축 이니셔티브  

  

이니셔티브는 제트블루(JetBlue)와 파트너십을 통해 항만청(Port Authority)이 확보한 

연방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자발적 공항 저배출(Voluntary 

Airport Low Emissions, VALE) 지원금을 통해 자금 확보  

  

프로젝트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기후 리더십과 지역사회 보호법 개선  

  

이니셔티브 동영상 보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John F. Kennedy 국제공항(John F.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 5번 터미널(Terminal 5)에 있는 전동 지상 서비스 장비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역 전체의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는 주요 단계이며, 

JFK가 세계로 연결되는 현대적 관문으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발전이었습니다.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은 제트블루(JetBlue) 

및 뉴욕뉴저지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제트블루(JetBlue)가 운영하는 터미널에 118개의 충전 포트 포함하여 38개의 충전 

허브를 설치했습니다. 제트블루(JetBlue) 터미널의 에어사이드 전기는 JFK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연방 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자발적 공항 

저배출(VALE) 프로그램으로, Cuomo 주지사가 올해 서명한 미국에서 가장 공격적인 

기후 변화법인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CLCPA)의 목표 달성을 한 단계 추진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뉴욕은 동급 최강의 기술 발전과 승객 편의 

시설을 통합하여 세계적 수준의 새로운 JFK 공항을 제공할 뿐 아니라 우리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JFK 공항 제트블루(JetBlue) 5번 

터미널(Terminal 5)에 전기화함으로써 우리는 미국을 선도하는 기후 목표를 발전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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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K가 세계의 현대적 관문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 전역의 공항 현대화를 포함한 

인프라에 대한 기록적인 투자로 뉴욕주를 변화시켰습니다. 제트블루(JetBlue) 5번 

터미널(Terminal 5)에 전기 충전소를 설치하면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청정 에너지 목표가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JFK 공항의 

현대화는 교통망을 개선하고 세계적 수준의 시설로서의 여행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충전 허브는 118개의 수하물 예인선 장치와 벨트 로더를 전력으로 전환하여 

제트블루(JetBlue)를 직접 지원합니다. 5번 터미널(Terminal 5)의 지상 지원 장비를 

가솔린에서 청정 전력으로 전환하면 연간 400만 파운드의 온실 가스 배출량이 줄어들며 

이는 이는 약 385대의 자동차가 도로를 운행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연간 200,000 

갤런의 연료를 줄여 에너지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고 공기와 소음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Cuomo 주지사가 항만당국과 제트블루(JetBlue)가 JFK에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연방 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자발적 공항 저배출(VALE) 

프로그램으로부터 4백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2017년 발표에 따른 

것입니다. 항만청(Port Authority) 최초로 적용받는 자발적 공항 저배출(VALE) 보조금은 

530만 달러의 총 프로젝트 비용에서 75 퍼센트에 해당합니다. 뉴욕 전력청(NYPA)은 이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해 2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제트블루(JetBlue)는 110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뉴욕뉴저지항만청(Port Authority of NY and NJ)의 Rick Cotton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8개의 고속 충전 허브를 설치하는 일은 이 지역의 공기 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JFK 공항에 현대적이고 첨단 기술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탄소 

배출량 감소에 대한 놀라운 진전을 계속 이루어가는 가운데, 뉴욕 전력청(NYPA) 및 

제트블루(JetBlue)와의 파트너십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뉴욕 전력청(NYPA)의 Gil C. Quiniones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전력청(NYPA)은 JFK 국제공항의 제트블루(JetBlue) 터미널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청(Port Authority) 및 제트블루(JetBlue)와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 전력청(NYPA)은 Cuomo 주지사의 지도하에 뉴욕주를 청정 에너지 

경제로 전환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공항 중 하나에서 실행된 

이러한 공공 민간 이니셔티브는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제트블루(JetBlue)의 Joanna Geraghty 사장 겸 최고 운영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트블루(JetBlue)는 지상 서비스 장비를 가능한 전기 동력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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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관리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전기 지상 서비스 

장비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줄이는 한편 지상 운영 승무원을 위한 더 안전하고 

조용한 장비를 포함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2018년 10월, 항만청(Port Authority)은 파리 기후 협정(Paris Climate Agreement)을 

수용하고 공격적인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한 최초의 대중 교통 기관이 되었습니다. 

또한 항만청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클린 더즌(clean dozen)"으로 알려진 

12가지 구체적인 실천 강령을 정했습니다. 현재까지 항만청(Port Authority)은 JFK, 

라구아디아(LaGuardia), 뉴어크 리버티(Newark Liberty) 등 소속 공항을 포함한 시설 

전반에서 전기 셔틀 버스 전면 이용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뉴욕 전력청(NYPA)와 

협력하여 JFK에서 지역사회 태양광 발전 계획을 마무리했습니다.  

  

2017년 1월에 처음 공개된 주지사의 JFK 비전 계획(JFK Vision Plan)은 통합 터미널 

레이아웃, 현대화된 공항 기반 인프라 등 동급 최강의 기술 혁신과 여객 편의 시설을 

통합을 비롯해 도로 및 택시 통행로, 에어트레인 JFK(AirTrain JFK) 시스템을 개선하여 

JFK를 세계적 수준의 21세기 교통 허브로 탈바꿈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게이트의 개수와 크기를 늘리고, 주차 공간을 개선하며, 다양한 에어사이드 택시 기능을 

추가하고, 에어트레인 JFK(AirTrain JFK)을 비롯한 게이트 및 도로 개선을 통해, 도로 

혼잡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지역 전체의 대기질이 개선될 것입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로 

인해 공항은 매년 1,500만 명의 승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JFK 비전 계획(JFK Vision Plan) 수행의 일환으로, 제트블루(JetBlue)와 JFK 밀레니엄 

파트너스(JFK Millennium Partners)는 30억 달러 규모이자 120만 제곱 피트 크기이며 

항공사의 기존 5 터미널(Terminal 5)에 연결되는 터미널을 공항 북쪽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 남쪽의 70억 달러 규모이자 290만 제곱 피트 크기인 새로운 

터미널이 2014년에 3 터미널(Terminal 3) 철거로 비워진 공간뿐만 아니라 기존의 1 

터미널과 2 터미널(Terminals 1 and 2)이 위치한 지역에 입주할 것입니다. 새로운 남쪽 

터미널은 루프트한자(Lufthansa), 에어 프랑스(Air France), 재팬 에어라인(Japan 

Airlines), 대한 항공(Korean Air Lines) 등 4개 국제 항공사의 컨소시엄인 터미널 원 

그룹(Terminal One Group)과 투자 및 개발 파트너인 칼라일 그룹(Carlyle Group), JLC 

인프라스트럭쳐(JLC Infrastructure), 율리코(Ullico)가 개발할 예정입니다.  

  

JFK 비전 계획(JFK Vision Plan)의 일환으로서, 재개발은 승객 혼잡을 줄이기 위해 

게이트의 개수와 크기를 늘리고 주차 수용 능력 및 일련의 항공기 유도로를 개선하며, 

늘어난 승객 수용량을 처리하기 위해 에어트레인 JFK 시스템(AirTrain JFK system)을 

업그레이드하고, 공항 내외부의 도로를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고속도로 개선에 15억 

달러를 투입할 것을 목표로 하며 여기에는 밴윅 익스프레스웨이(Van Wyck 

Expressway)와 큐 가든 인터체인지(Kew Garden Interchange)의 개선이 포함됩니다.  

  

뉴욕주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  

Andrew M. Cuomo 주지사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은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변화 방지 프로그램이며, 전력 발전과 대중교통, 건물, 산업, 농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 부문에서 완전한 탄소중립성 달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프로그램은 또한 2040년까지 무공해 전력 발전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는 

미국 최초입니다. 최근에 통과한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CPA)은 다음과 

같이 주지사의 야심 찬 그린 뉴딜 청정 에너지 목표 중 몇 가지를 지시합니다. (i) 

2035년까지 9기가와트의 해상 풍력 발전 설치, (ii) 2025년까지 6기가와트의 분산형 

태양광 발전 설치, 2030년까지 3기가와트의 에너지 저장소 설치.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CPA)은 또한 청정 에너지로 질서 있게 전환하거나 단순히 전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정 경제를 촉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주 전역 대규모 재생 

가능한 프로젝트 46개에 대한 29억 달러의 투자, 뉴욕 청정 에너지 부문 일자리 

150,000개 창출, 2012년 이래 분산형 태양광 부문의 1,700 퍼센트 성장을 비롯하여 전례 

없이 증가한 뉴욕의 청정 에너지에 기반합니다.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은 또한 

뉴욕주 기관 및 당국에 이해 당사자들과 협력할 것을 지시합니다. 이는 205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 수준의 85 퍼센트 줄일 계획을 만들고 빈곤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기 위해 청정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자원의 40 퍼센트에 투자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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