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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전역의 공항을 위한 2070만 달러의 지원금 제공 발표  

  

기금으로 현대화, 운영 개선, 안전 강화를 지원  

  

지역 비즈니스 개발 및 새로운 에너지 효율 기술 배치를 촉구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24개의 공용 공항의 전략적 인프라 강화를 위해 

2070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주 기금으로 안전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구하며, 기존 자원을 활용하고, 사업 개발을 추진하며, 이러한 시설에서 지속 

가능성과 복원력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 공항은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로 연결되는 

통로이며 전 세계의 관광객과 기업들을 반기는 곳입니다. 이번 투자는 뉴욕의 공항을 

세계적 수준의 시설로 전환함으로써 경제 개발과 성장을 더욱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뉴욕주 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이 관리하며 항공자본 투자 

프로그램(Aviation Capital Investment Program)을 통해 자금이 제공되는 프로젝트에는 

새로운 보안 및 접근 통제 개선, 새로운 자동 기후 모니터링 시스템 배치, 신규 및 기존의 

격납고와 항공기 주유 시설의 건설 및 보수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투자로 주변의 주들과 

비교할 때 경제적으로 더 경쟁력을 갖춘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주 교통국 Marie Therese Dominguez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안전을 

보완하고 지역사회를 강화하며 신규 및 기존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모든 교통 

인프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항공 보조금은 지역사회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에 특히 기여할 것입니다."  

  

상원 교통 위원회(Senate Transportation Committee)의 회장인 Tim Kenned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금으로 뉴욕주는 공항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기업, 관광객, 주민들이 더 많이 뉴욕을 찾고 전반적인 경제적 

성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Hochul 주지사가 이번 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한 

것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이러한 중요한 프로젝트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원 교통 위원회(Assembly Transportation Committee)의 회장인 William 

Magnarelli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 공항을 개조함으로써 관광객과 외부 

사업체를 유치하고 관광을 촉진하여 경제 개발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금으로 

공항들은 인프라, 기술, 보안, 안전 표준이 어느 때보다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항공자본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 프로젝트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주도 지역 - 160만 달러  

  

•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을 위해 100만 달러, 업그레이드된 정화조 건설, 올버니 

카운티의 사우스 올버니 공항(South Albany Airport)에서 악천후 시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시설 건설.  

• 사라토가 카운티 공항의 악천후 시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 장비 확보를 

위해 60만 달러.  

 
  

센트럴 뉴욕 - 240만 달러  

  

• 매디슨 카운티의 해밀턴 지방 공항(Hamilton Municipal Airport)에 기존의 노화된 

주유 시설을 안전하게 제거/폐기하고, 새로운 첨단 친환경 주유 시설 건설을 위한 

130만 달러.  

• 코트랜드 카운티 체이스 필드 공항(Chase Field Airport)의 기존 지하 연료 저장 

탱크를 재배치하고, 지상 연료 누출 오염 탱크에 단일 소스 대수층을 배치하기 

위한 110만 달러.  

 
 

핑거 레이크 - 290만 달러  

  

• 웨인 카운티 윌리엄슨 소더스 공항(Williamson-Sodus Airport)의 태양 발전 

시스템과 기타 지속 가능성 개선을 위한 건설에 60만 달러.  

• 제네시 카운티 공항(Genesee County Airport)의 악천후시 운영 유지를 위한 

서비스 장비 구입을 위한 40만 달러.  

• 예이츠 카운티 펜 얀 공항(Penn Yan Airport)의 주유 트럭 구입을 위한 40만 달러.  

• 와이오밍 카운티 페리 워쇼 공항(Perry Warsaw Airport)의 새로운 지상 유출 오염 

연료 저장소의 건설을 위한 60만 달러.  

• 온타리오 카운티 캐넌다이과 공항(Canandaigua Airport)의공항 입구 개조와 보안 

장벽/출입문의 재건을 위한 90만 달러.  

 
  

롱아일랜드 - 30만 달러  

  



• 서퍽 카운티 맥아더 공항(MacArthur Airport)의 공항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 

발전기 구매 및 설치와 격납고 1 소방 시스템의 개조를 위한 30만 달러.  

 
  

미드 허드슨 - 290만 달러  

  

•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공항(Westchester County Airport)의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신규 시설의 새로운 중앙 

항공기 제빙 램프 건설을 위한 150만 달러  

• 더치스 카운티 허드슨 밸리 지역 공항(Hudson Valley Regional Airport)의 운영을 

관리할 운영 지원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140만 달러.  

 
 

모호크 밸리 - 90만 달러  

  

• 옷세고 카운티의 알버트 S. 네이더 지역 공항(Albert S. Nader Regional Airport)의 

공항 운영 유지에 필요한 자동 기후 관찰 시스템을 재배치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90만 달러.  

 
  

노스 컨트리 520만 달러  

  

• 로렌스 카운티의 매세나 국제공항(Massena International Airport)의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 및 뉴욕주 전력청 운영을 위해 기존 공항 시설을 

재정비하기 위한 90만 달러.  

• 워런 카운티의 플로이드 베넷 메모리얼 공항(Floyd Bennett Memorial Airport)의 

새로운 격납고 건설을 위한 140만 달러.  

•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포츠담 지방 공항(Potsdam Municipal Airport)의 새로운 

출입문, 접근 통제 및 보안 카메라 시스템, 주차장 개조 등을 위한 50만 달러.  

• 제퍼슨 카운티의 워터타운 국제 공항(Watertown International Airport)에 기존의 

노화된 주유 시설을 안전하게 제거/폐기하고, 새로운 첨단 지상 주유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150만 달러.  

•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의 오그덴즈버그 국제 공항(Ogdensburg International 

Airport)의 비상 보조 발전기 구입, 보안, 접근, 통신 시스템의 개조, 안전 관련 

장비 등을 위한 90만 달러.  

 
  

서던 티어 - 310만 달러  

  

• 브룸 카운티 그레이터 빙엄턴 공항(Greater Binghamton Airport)의 절전형 조명 

설치와 매출 관리 시스템 교체를 위한 150만 달러.  



• 셔냉고 카운티의 루테넌 워렌 E. 이튼 공항(Lt. Warren E. Eaton Airport)의 고효율 

난방 및 LED 조명, 일반 격납고 개조 작업 등을 포함하여 에너지 효율적인 제트 

격납기 개조를 취한 20만 달러.  

• 스튜벤 카운티의 코닝 페인티드 포스트 공항(Corning-Painted Post Airport)의 

악천후시 운영 유지를 위한 서비스 장비 구입을 위한 10만 달러.  

• 셔멍 카운티의 엘미라 코닝 지역 공항(Elmira Corning Regional Airport)의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 시설에 기존 건물을 재선하여 해외 항공기를 유치하기 위한 

130만 달러.  

 
  

웨스턴 뉴욕 - 150만 달러  

  

• 앨러게니 카운티의 웰스빌 지방 공항(Wellsville Municipal Airport)의 서비스 및 

기타 공항 관련 장비 구입을 위한 20만 달러.  

• 이리 카운티의 버팔로 나이아가라 국제 공항(Buffalo Niagara International 

Airport)의 공항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 보조 발전기의 구매와 설치를 위한 

130만 달러.  

 

기금은 경쟁 청원 절차를 거쳐 프로젝트에 제공되며 경제적 혜택, 운영 효율성, 안전 

강화, 신규 또는 확장된 항공 관련 활동의 증가 가능성 등과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합니다. 선정 기준은 비용 효율적이며 온실 가스 방출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우선으로 합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지역 프로젝트 후원자와 협력하여 이러한 개선의 성과를 조속히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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