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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역사적인 TWA 비행 센터 (TWA FLIGHT CENTER)  

호텔의 기공식 발표 

 

노조 건설 일자리 및 호텔 일자리를 포함한 3,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환 프로젝트 

 

재사용되는 적응계획을 통해 유서깊은 사리넨 비행 센터 (Saarinen Flight Center)를 

보존하여 뉴욕주의 항공 아이콘으로 새롭게 탄생시킬 호텔 복합 단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한 렌더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뉴욕주를 기반으로 하는 호텔 투자회사인 MCR과 함께 

오늘, JFK 국제 공항 (JFK International Airport)에 전설적인 TWA 비행 센터 (TWA Flight 

Center) 재개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많은 찬사를 받은 이 전환 계획은 유서깊은 사리넨 

(Saarinen) 터미널을 세계적 수준의 주목할 만한 505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로 

탈바꿈시키는 한편, 매년 수백만 명의 여행객들에게 최첨단 숙박 시설 및 동급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2001년 이후 일반 대중에게 개방되고 있지 않은 이 

획기적인 시설은 Eero Saarinen의 국제적으로 경외받고 있는 이십세기 중반 현대 

(Midcentury Modern) 디자인을 보존하며 미국 최고의 국제 관문에 공항 내 호텔로 

제공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JFK 공항 (JFK Airport)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 

교통 허브 중 하나이며 뉴욕주 경제의 핵심 동력원입니다. TWA 비행 센터 (TWA Flight 

Center)를 새로운 최첨단 호텔로 탈바꿈시키는 것은 항공의 꽃으로서의 JFK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이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유지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기공식은 

뉴욕주 전 지역의 관문을 현대화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으로 개시됩니다. 우리는 성장을 

견인하며, 번창하는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 뉴욕주에 합당한 수준의 21세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JFK는 매년 5,600만 명이 넘는 승객들이 이용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국제 공항입니다. 

하지만 JFK는 공항 내 호텔이 없는 미국에서 몇 안되는 공항들 중의 한 곳입니다. 민간 

부문이 자금을 완전히 조달한, 업계의 판도를 바꾸는 26,500만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TWA 비행 센터 (TWA Flight Center)를 JFK 최초의 풀서비스 호텔로 

재개발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노조 건설 일자리 및 호텔 일자리를 포함하여 3,7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TWA_FlightCenter_JFKRenderings.pdf


낼 것입니다. 항만청위원회 (Port Authority’s Board of Commissioners)가 승인한 협약 

아래, MCR 개발 (MCR Development)과 JetBlue가 제휴관계를 통해 MCR과 JetBlue 

각각 95퍼센트와 5퍼센트의 시설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TWA 비행 센터 (TWA Flight 

Center)를 재개발할 것입니다. 이 재개발 프로젝트는 지난 7월에 Cuomo 주지사에 의해 

처음 발표되었으며 2018년 개관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 복원 계획에는 터미널의 상징적인 인테리어를 복원하며 복구하려는 Charles Eames, 

Raymond Loewy, Warren Platner의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또한 

제트 시대 (Jet Age) 발생지로서의 뉴욕주 , 유서깊은 Trans World Airlines (TWA)의 

역사, 이십세기 중반 현대 (Midcentury Modern) 디자인 운동 등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박물관이 포함될 것입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LEED) 디자인이 

특징인 이 호텔 복합 단지는 역사적인 랜드마크로 경의를 표하며 자리 매김하도록 

설계되어 터미널 양측면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모든 터미널의 호텔 투숙객 및 

승객들은 5번 터미널 (Terminal 5)에 직접 연결되는 Saarinen 승객 튜브 (Saarinen 

passenger tubes)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AirTrain을 통해 TWA 호텔 (TWA Hotel)에 

도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호텔에는 40,000평방 피트 규모의 회의 공간 및 이벤트 

공간, 승객들이 비행기 이착륙을 볼 수 있는 10,000평방 피트 규모의 전망대, 다시 문을 

연 Ambassador’s Club, Lisbon Lounge, Paris Cafe 등을 포함한 8곳의 음식료 매장이 

있습니다. 터너 건설 회사 (Turner Construction Company)가 공사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Pat Foye 항만청 (Port Authority)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F. 케네디 국제 

공항 (John F.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의 유명한 건축가인 Eero Saarinen의 

초현대적인 TWA 비행 센터 (TWA Flight Center)는 터미널 디자인으로 20세기 중반 제트 

시대 (jet-age)를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공항 내 호텔로 재사용되는 적응과정을 통해 

터미널을 재개발하려는 MCR의 계획은 21세기 관문인 이 현대식 공항에 여행객들이 

기대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항만청 (Port Authority)은 뉴욕주의 

공항들을 국내외 여행객들을 위한 최첨단 관문으로 재개발하려는 Andrew Cuomo 

주지사님의 변함없는 비전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TWA 비행 센터 (TWA Flight Center) 재개발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뉴욕주 기반의 호텔 

투자 회사인 MCR 개발 (MCR Development)의 Tyler Morse 최고 경영자 (Chief 

Executive Officer,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놀라운 건물에 대한 열정과 

Saarinen의 걸작을 보존하려는 우리의 계획을 위해 쇄도하는 지원에 힘입어 비행 

센터는 500개의 객실을 갖춘 환상적인 호텔로 탈바꿈하여 일반 대중에게 영구히 

재개관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 공항을 활성화시키려는 Cuomo 주지사님의 계획 

중 한가지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중 한 곳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는 일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Robin Hayes, JetBlue 사장 겸 최고 경영자 (Chief Executive Officer,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TWA 비행 센터 (TWA Flight Center) 현장이 제트 시대 (jet 



age)에 대한 흥분감으로 도취되어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새 생명을 가지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JetBlue는 우리 고객들이 이른 아침 JetBlue 항공편으로 100곳의 

목적지 중 한 곳에 도착하기 전에 저녁을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MCR 개발 (MCR Development)과 제휴관계를 맺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과 지원 덕분에, 선보이게 된 TWA 호텔 (TWA Hotel)은 퀸즈 

지역사회와 매년 케네디 공항 (Kennedy Airport)을 통과하는 수많은 여행객들에게 

커다란 뉴스입니다.” 

 

Melinda Katz 퀸즈 구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JFK 공항 (JFK Airport)의 상징적인 

TWA 비행 센터 호텔(TWA Flight Center Hotel)은 퀸즈 자치구에 대한 매우 귀중한 

투자이며, 국제 방문객과 뉴욕 주민들 모두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제트 

시대 (Jet Age)의 마법은 머지않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십세기 중반의 역사적인 

아이콘 중 하나로 다시 등장할 것이며, 객실과 40,000평방 피트의 이벤트 및 회의 

공간으로 가득찰 것입니다. 퀸즈는 Cuomo 주지사님의 공항 활성화에 대한 비전과 

리더십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이 호텔의 3,700개 상근직 일자리 및 건설 일자리가 

환영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Peter Ward, 미국 노동 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FL-CIO) 산하 뉴욕주 호텔 및 모텔 종사자 

협의회 (New York Hotel & Motel Trades Council)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2,000명의 회원들을 대표하여, 우리는 일등급 호텔로 탈바꿈한 후 도시의 서비스업 

(hospitality industry) 및 그 직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TWA 비행 센터 (TWA Flight 

Center)의 완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 총연맹 (Organized Labor)은 Cuomo 

주지사님과 강력한 제휴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주지사님의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뉴욕 주민들은 뉴욕주 역사의 이 상징적인 건물에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Gary LaBarbera, 대뉴욕 건축물 및 건설 종사자 협의회 (Buildings and Construction 

Trades Council of Greater New York)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TWA 비행 센터 

(TWA Flight Center)는 건설 노동자들에게 좋은 임금, 건강 보험, 퇴직소득을 보장하는 

직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뉴욕주에 새로운 일등급 호텔과 박물관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과 지원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항공의 역사에 

남는 이 기념비적인 상징물의 재개발을 기대합니다.” 

 

Richard T. Anderson, 뉴욕주 건축물 회의 (New York Building Congress)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건축물 회의 (New York Building Congress)는 TWA 비행 

센터 (TWA Flight Center)가 재사용되는 적응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그 공간을 

공항 내 호텔로 재개발하는 것은 JFK의 주요 결함을 바로 잡으며,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세대의 뉴욕 주민들과 전 세계의 방문객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구조물 중 하나를 재소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지역을 변화시킬 것이 

분명한 Cuomo 주지사님의 비전있는 주요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최신작입니다.” 

 



John Banks, 뉴욕 부동산 협회 (Real Estate Board of New York)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TWA 호텔 (TWA Hotel)과 같은 프로젝트는 뉴욕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번영해 가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 최첨단 호텔로 건축계의 보석같은 건축물이 

유지되며, 우리 항공의 역사가 존중되고, 뉴욕은 성장과 경제적 성공에 필요하며 보존에 

굉장히 민감한 개발의 최첨단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Cuomo 

주지사님의 헌신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Joe Sitt, 글로벌 게이트웨이 동맹 (Global Gateway Alliance)의 의장 겸 창립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등급 호텔들은 21세기 공항의 특징입니다. 너무나 오래 동안 

JFK는 이러한 편의 시설이 없는 극소수 주요 공항 중 한 곳이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이 프로젝트에 대한 공약 덕분에 이 문제는 해결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TWA 비행 센터 (TWA Flight Center)였던 이 새로운 호텔은 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JFK를 경쟁 공항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또한 매년 뉴욕 

주민들과 이 공항을 통과하는 수백만 명의 승객들 모두에게 상징적인 건축물로 재개관될 

것입니다.” 

 

Thomas J. Grech, 퀸즈 상공 회의소 (Queens Chamber of Commerce)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TWA 비행 센터 (TWA Flight Center)의 부흥과 해당 지역의 

퀸즈 주민들을 고용하려는 이 프로젝트의 공약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주요 투자 및 우리 지역 내 상업을 촉진하기 위한 헌신 덕분에, 퀸즈의 경제는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 놀라운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통찰력이 있는 프로젝트는 수천 명분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며 JFK 공항이 앞으로 

수년간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Bill Rudin, 보다 나은 뉴욕을 위한 협회 (Association for a Better New York)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TWA 비행 센터 (TWA Flight Center)의 활성화는 뉴욕주가 지체하지 

않고 스스로의 역사에 경의를 표할 수 있으며 일류 수준의 개발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재개발은 또한 21세기 여행객들의 필요에 맞게 교통 허브가 

갖추어지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발 걸음입니다. JFK 공항 직원, 뉴욕시 주민, 이 교통 

허브를 통과하는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은 매년 이 혁신적인 호텔과 이벤트 공간을 

이용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수년간 보다 나은 뉴욕을 만들기 

위해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될 이 프로젝트에 대한 Cuomo 주지사님과 MCR 개발 (MCR 

Development)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Joseph Addabbo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시도는 비전과 정책으로 

시작합니다. JFK 공항 (JFK Airport)은 교통 뿐만 아니라 이 공항에서 운영하는 소매점, 

레스토랑, 관광산업, 기타 모든 산업을 위한 우리 자치구와 제 선거구의 주요 허브입니다. 

공항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은 우리 경제, 관광 산업, 지역 일자리 증가에 셀 수 없이 많은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여행 목적지로서 이 호텔을 개발하며 뉴욕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갖도록 인도하는 데 힘써 주신 주지사님, Tyler Morse 최고 

경영자님, 그리고 관련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Leroy Comri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JFK는 중요한 교통 허브이며 퀸즈의 

상징적인 관문입니다. 또한 기념비적인 이 TWA 비행 센터 (TWA Flight Center)를 

활성화시켜 뉴욕시의 관광 시장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소수집단/여성 기업체 (Minority/Women Business Enterprises, 

M/WBE) 표준을 만들며, 현지 고용을 늘리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우리 경제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주지사님과 이 발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신 

관련 당사자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센터를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공사가 진행되어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James Sanders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덕분에, 

TWA 비행 센터 (TWA Flight Center)는 다시 한 번 뉴욕 주민들의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Saarinen이 설계한 최초의 중앙 홀을 보존하며 500개 이상의 객실, 

40,000평방 피트의 이벤트 공간, 10,000평방 피트 규모의 전망대를 만들 경우, 이 

랜드마크 현장은 21세기 여행객들의 필요를 마침내 충족시키며 퀸즈의 경제 엔진이 될 

것입니다.” 

 

Donovan Richards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JFK는 우리 지역사회의 가장 큰 자산 

중 한 곳입니다. 우리는 21세기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상징적인 TWA 비행 센터 (TWA Flight Center)를 세계 수준의 복합 단지로 

전환하려는 계획은 뉴욕주 전 지역에 21세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주지사님의 

비전을 실현하려는 또 다른 전진의 발 걸음입니다. 이것은 퀸즈 경제의 중요한 추진력이 

될 것이며 우리 지역의 성장세를 위한 상징물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TWA 비행 센터 (TWA Flight Center) 소개 

TWA 비행 센터 (TWA Flight Center)는 Saarinen의 사망 1년 후인 1962년에 매우 

엄청난 칭송을 받으며 개관했습니다. 그 이후 현대적인 항공기를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게 

된 2001년까지 JFK 국제 공항 (JFK International Airport)의 TWA 터미널로 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994년, 뉴욕시는 이 터미널을 역사적인 랜드마크로 지정했으며, 

2005년에는 국립공원관리청 (National Park Service)이 TWA 비행 센터 (TWA Flight 

Center)를 미국 국가사적지 등록 명부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에 

등재시켰습니다. 

 

TWA 호텔 (TWA Hotel)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www.twahotel.com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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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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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twahotel.com/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