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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30 번째 시정 제안서를 2017년 시정보고에서 발표: 4,500만 달러 규모의 

시러큐스 핸콕 국제 공항 (SYRACUSE HANCOCK INTERNATIONAL AIRPORT) 활성화 

 
공항 재설계를 촉진하기 위해서 업스테이트 공항 경제 개발 및 활성화 경쟁 기금 (Upstate 

Airport Economic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Competition Funding)으로 

3,500만 달러를 수여하는 주지사 

 
850개 이상의 건설 일자리를 만들어 낼 공항 재개발 프로젝트 (Airport Redevelopment 

Project) 
 

새로운 지역 항공 역사 박물관 (Regional Aviation History Museum), 유리로 만든 

보행자 전용 다리, 추운 날씨를 대비한 지붕형 옥상 녹화 시스템 (Green Roof)이 포함되는 

재설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새 공항의 렌더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시러큐스 핸콕 국제 공항 (Syracuse Hancock 

International Airport)이 4,510 만 달러 규모의 공항 개조 기금를 초과한 35,800만 달러를 

지원받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투자는 오래된 이 시설을 21세기 여행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최신식 교통 허브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이 공항의 노후화된 인프라의 

정비에는 그랜드 홀, 음식, 음료, 구내 소매점 영업 구역, 외부 외관의 대규모 재설계가 

포함됩니다. 또한 전세계 여행객들에게 환영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지역 항공 

역사 박물관 (Regional Aviation History Museum), 유리로 만든 보행자 전용 다리, 

환경친화적인 지붕이 새로운 바닥재 및 가구를 사용하여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850개 이상의 건설직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센트럴 뉴욕은 이 지역 관광 명소의 현관 역할을 

하며 21세기에 이 지역이 경쟁력을 가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공항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 투자는 센트럴 뉴욕을 

왕래하는 여행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러큐스 핸콕 국제 공항 (Syracuse Hancock 

International Airport)을 개조함으로써 새로운 활력을 북돋아 주는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업스테이트 공항 경쟁 대회 (Upstate Airport Competition)를 통해, 우리는 뉴욕주 전 

지역의 도시들에서 최첨단 비행 경험을 불러 일으키며 새로운 경제 기회로 더 많은 

사업을 유치하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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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의 세계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뉴욕주는 우리 주로 통하는 

게이트웨이들을 반드시 재설계해서 재개발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의 오늘 발표는 

2억 달러 규모의 상금이 걸린 작년에 처음 시작된 업스테이트 공항 경제 개발 및 활성화 

대회 (Upstate Airport Economic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Competition) 두 번째 

라운드의 일환이었습니다.  

 

시러큐스 핸콕 국제 공항 (Syracuse Hancock International Airport)의 개조 

시러큐스 핸콕 국제 공항 (Syracuse Hancock International Airport)은 7,500 개가 넘는 

일자리를 지원하며 센트럴 뉴욕 전 지역에 약 59,700만 달러 규모의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 최신 투자로 경제적 기회가 늘어나며 새로운 기업 및 방문객을 

유치하게 되고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한 나머지 기금은 공항, 카운티, 연방 정부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러큐스 핸콕 국제 공항 (Syracuse Hancock International Airport) 시설 및 

인프라를 개조, 복구, 활성화하여 세계적 수준의 여객 수송 센터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재설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터미널 건물의 대규모 재설계로 여행객들에게 새로운 바닥재와 가구를 갖춘 

보다 넓은 공항 시설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지역 항공 역사 박물관 (Regional Aviation History Museum)은 교육용 

디스플레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시각적 연대기, 공항의 과거와 함께 하는 

역사적인 인물들을 전시하기 위한 전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오논다가 역사학회 

(Onondaga Historical Association)의 도움으로 설계된 대중 교통 센터에 자리잡을 

것입니다. 

 새로운 외부 외관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승객들이 내리는 구역에 자연 채광을 

제공하며 친환경 지붕형 옥상 녹화 시스템 차양(green roof canopy)을 특징으로 

합니다. 

 승객이 내리는 구역 위에 유리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보행자 전용 다리는 모바일 

비행기 표를 사용하여 발권을 기다리는 줄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항공기에 연결하는 

보다 효율적인 경로를 승객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이 공항 외관에는 악천후를 견딜 수 있는 천공이 된 코르틴 강 패널 (Corten Steel 

panels), 에너지 효율적인 창문, 새로운 빗물 수집 시스템 등이 갖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공항은 또한 친환경 관습을 촉진하는 동시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적인 조명과 추운 날씨를 대비한 지붕형 옥상 녹화 시스템 

(green roof)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활성화와 관련된 건설 프로젝트는 센트럴 뉴욕에 총 869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새로운 시러큐스 핸콕 국제 공항 (Syracuse Hancock 

International Airport)은 2019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atthew J. Driscoll 뉴욕주 교통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투자는 안전과 보안을 개선하며 시러큐스 핸콕 국제 

공항 (Syracuse Hancock International Airport)을 현대 교통 허브로 만들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수많은 주요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처럼, 이 계획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항공 교통 수단에 의존하는 

사업체를 유치해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업스테이트 공항 경제 개발 및 활성화 (Upstate Airport Economic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대회의 일환으로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5,800만 달러 규모의 공항 개조 

기금이 필요한 엘마이라 코닝 지역 공항 (Elmira Corning Regional Airport)에 4,000만 

달러를 수여했으며, 6,340만 달러로 공항 개조를 시작하려는 그레이터 로체스터 

국제공항 (Greater Rochester International Airport)에 3,980만 달러를 수여했습니다. 

 

이 대회에는 뉴욕주 전 지역에 걸쳐 더 작은 규모의 공항의 안전성, 인프라, 경제 개발 

프로젝트들을 지원하는 주지사의 항공 자본 지원금 프로그램 (Aviation Capital Grant 

Program)을 통해 할당되는 1,000만 달러를 합산하여 공항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기 위해 

19,000만 달러의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이미 다운스테이트에서 진행 

중인 혁신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Cuomo 주지사의 라구아디아 공항 및 존 F. 케네디 

공항 마스터 플랜 디자인 대회 (Master Plan Design Competition for LaGuardia and John 

F. Kennedy Airports)의 성공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Central NY Rising 가속화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만들어 내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Central NY Rising” 계획을 보완합니다. 뉴욕주에서는 이미 2012년부터 

글로벌 시장 기회의 활용, 기업가 정신의 강화 및 포괄적 경제 창출 등 이 계획에 대한 

준비 작업을 위해서 이 지역에 거의 3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지고, 기업들은 

성장하고 투자하기 위한 근거지로 시러큐스, 오스위고 및 오번 같은 곳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뉴욕주가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Central NY Rising 계획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투자는 민간 사업체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제출된 이 지역의 계획에서는 최대 5,9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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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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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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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