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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17년의 32번째 시정 제안 발표: 플래츠버그 국제공항에 대한 3,800만 

달러 규모 재생 프로젝트 

 

주지사가 공항 재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업스테이트 공항 경제 개발 및 활성화 

경진대회 상금으로 3,800만 달러 수여 

 

재구성에는 새로운 항공화물 수취 및 배포 센터와 일반 항공 세관 시설의 설치가 포함됨 

 

이 프로젝트는 노스 컨트리 지역에서 825개의 새로운 건설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 

 

새 공항의 렌더링은 여기에서 제공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플래츠버그 국제공항이 (Plattsburgh International 

Airport) 노스 컨트리 항공 관문의 공항에 대한 4,300만 달러 규모 재단장 공사를 

개시하기 위한 업스테이트 공항 경제 개발 및 활성화 경진대회의 2차 라운드를 통해 

3,800만 달러를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활용이 저조한 종전의 군사 시설을 

취득해서, 그것을 최첨단 교통 및 경제 개발 허브로 변모시키게 될 이 프로젝트는 진행 

기간 내내 825개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통 인프라는 우리 경제의 기반이며, 플래츠버그 

국제공항에 대한 이 중요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우리는 향후 세대들을 위해서 노스 

컨트리의 장기적 경제 번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지역이 21세기에 번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교통 허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구축하고, 우리의 업스테이트 경제를 그 어느 때보다 더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중요한 프로젝트들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오늘 날의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뉴욕은 우리 주에 대한 관문을 

재구성하고 재구축해야 하며, 그 물리적 특성과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재생된 

플래츠버그 국제공항은 노스 컨트리를 위한 핵심적 경제 추진체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공항의 4,300만 달러 규모 재구성 작업이 수용 역량을 증대하고,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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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 및 영업점을 추가함으로써 이용객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 계획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구성요소들은 플래츠버그와 전체 노스 컨트리 지역 및 그 

주변에서 성장하는 교통 장비 및 항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현대화하는 조치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새로운 항공화물 수취 및 배포 센터의 건설을 통해서 기존 제조사들이 그들 자신의 

원자재를 운송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새로운 기업들을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일반 항공 세관 시설의 설치는 국제적인 연결성을 확대하고, 

외국 항공기들이 노스 컨트리 공항을 운영 기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새롭고 

다양한 시설은 이용객들과 직원들 모두에 대해 이동성도 향상시켜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2016년에 처음으로 2억 달러 규모의 업스테이트 공항 경제 개발 및 

활성화 경진대회를 개시했습니다. 1차 라운드에서는, 공항의 5,800만 달러 규모 전환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4,000만 달러가 엘마이라 코닝 지역 공항에 수여되었고, 

6,340만 달러 규모 전환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3,980만 달러가 그레이터 로체스터 

국제공항에 수여되었습니다. 

 

이 경진대회에는 뉴욕주 전 지역에 걸쳐 더 작은 규모의 공항들의 안전성, 인프라 및 경제 

개발 프로젝트들을 지원하는 주지사의 항공 자본 보조금 프로그램(Aviation Capital 

Grant Program)을 통해서 할당된 1,000만 달러에 추가해서, 공항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기 

위한 1억 9,000만 달러의 자금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이미 

다운스테이트에서 진행 중인 변혁 노력뿐만 아니라, 라과디아 (LaGuardia) 및 존 F. 

케네디 (John F. Kennedy) 공항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마스터 플랜 디자인 경진대회의 

성공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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