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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아홉 개 업스테이트 공항을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키기 위한 2억 

3,000만 달러 발표  

  

주지사, 그레이터 빙엄턴 공항에서 빙엄턴, 올버니, 워터타운, 시러큐스, 로체스터, 

오그덴스버그, 사라토가 카운티, 설리번 카운티 및 애디론댁 공항에 대한 수상 발표  

  

업스테이트 공항 경제 개발 및 활성화 경진대회를 통해 수상 기금이 수여됨  

  

터미널 확장 및 재건, 개선된 보안 검색대, 활성화된 탑승 및 영업소 구역 및 새로운 

혁신에 대한 주정부 보조금  

  

여기에서 재건 프로젝트 렌더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업스테이트 뉴욕 전역의 공항을 재구상하고 더욱 

현대화하기 위한 활성화 프로젝트에 대해 아홉 개의 업스테이트 공항을 대상으로 수상 

기금 2억 3,000만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금은 21세기 공항 조성을 돕기 위해 

업스테이트 상용 승객 서비스 공항에 대한 투자를 촉진, 활성화 및 가속화 할 목적의 경쟁 

입찰 요청인 업스테이트 공항 경제 개발 및 활성화 경진대회(Upstate Airport Economic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Competition)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주지사는 오늘 오전 

그레이터 빙엄턴 공항(Greater Binghamton Airport)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 업스테이트 공항은 뉴욕 주민과 관광객을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제공하는 아름다운 

목적지로 연결시켜주는 지역 경제의 관문으로 지속적인 인상을 심어줍니다"라고 Hochul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 전역에 걸쳐 시설을 더욱 현대화 하는데 중요한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는 업스테이트 공항을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키고 관광객이 

기대하고 누릴 만한 21세기 교통 경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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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Revitalization Competition)는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 운영하였으며 업스테이트 상용 승객 서비스 공항과 상업용 항공기 

및/또는 기업용 제트기 대상 특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항에 개방되었습니다. 신청자는 

21세기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단일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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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지원을 신청하도록 장려받았습니다. 지원 대상 활동의 예에는 다음의 계획, 

설계 및 건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최첨단 탑승 콘코스 및 영업소 구역  

• 터미널 확장 또는 재건  

• 개선된 보안 검색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과 그 후에 개선된 거리두기로 승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기회  

• 비접촉식 기술의 새로운 혁신과 청결 및 소독에 대한 증가된 중점  

  

적격 공항에 의해 심사 대상으로 제출된 프로젝트는 설계의 혁신, 승객 편의시설 및 경험, 

운영적 효율성 및 공항 지역에 대한 경제적 효과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확립된 기준에 기초하여 평가되었습니다.  

  

Marie Therese Dominguez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의 공항은 사업, 여행 

및 관광산업에 대해 확장된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관문이며, 항공에 대한 투자가 

업스테이트 뉴욕 전역에 걸쳐 새로운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알고있는 Kathy Hochul 

주지사보다 더 이러한 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지하는 분은 없습니다. 주 전역에 걸쳐 

교통망을 계속 현대화해 나감에 따라 이러한 투자는 사람과 물류의 효율적인 흐름과 

업스테이트 지역사회 전역에 걸친 지속적인 경제적 활동이 보장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주 

전역에 걸친 승객 경험과 시설 운영을 상당히 개선시킬 것입니다."  

  

아래는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적인 상세 정보입니다:  

  

올버니(Albany) 국제 공항: 검문소 이전 및 이후의 향상된 승객 편의시설과 보안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승객 흐름을 제공해줄 공항 터미널 확장을 위한 6,000만 달러. 해당 

프로젝트는 검문소 이전의 회의를 위한 현대식 비즈니스 센터와 커뮤니티 모임 공간을 

조성하여 혼잡을 완화할 것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검문소에서의 보안 대기열을 확장할 

것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보안 이후의 추가 소매 공간, 아동 놀이 영역, 다감각 진정실, 

실외 녹지를 조성하여 승객들이 여정에 대비하는 장소를 확장할 것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또한 개선된 실내 공기의 질 및 여과를 위해 해당 시설의 난방, 환기 및 

에어컨(HVAC) 시스템을 개선할 것입니다.  

  

그레이터 빙엄턴/에드윈 에이 링크 필드 공항: 두 개의 프로젝트에 조달될 3,200만 달러.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 군데의 개조된 시설에 두 가지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일반 항공 

터미널을 이전하여 승객 터미널과 통합시키는 공사를 수반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또한 

뉴욕의 야심 찬 기후 목표를 향한 전진의 일환으로 빗물 수집 및 태양광 패널의 향후 

설치의 수용하기 위해 설계된 새로운 공항 캐노피의 신설을 포함합니다. 발권 로비 및 

출국 수하물 보관소, 출발 로비 및 라운지, 수화물 인수 및 기타 다목적 시설의 개선 또한 

실시될 것입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터미널 남쪽에 3,000평방 피트의 일반 항공 관세 



및 국경보호 시설을 건축하여 사용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공항으로의 지정이 

유지되도록 할 것입니다.  

  

워터타운(Watertown) 국제 공항: 승객에게 현대식의 편안한 시설 제공의 일환으로 

공항의 20,000평방 피트 터미널의 재건축 및 확장을 위한 2,800만 달러. 해당 프로젝트는 

또한 TSA 심사 및 수하물 처리 구역 개선, 여객기 정보 디스플레이 및 시각적 호출 

시스템의 설치, 추가적 수하물 처리 공간의 건축, 현대식 좌석이 있는 새로운 대기실의 

건축, 충전소, 자연광 및 비행장 전망, 그리고 비 여행 대중을 대상으로 한 식당 및 교실 

공간을 위한 유연적인 공간의 건축을 포함합니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추가 

항공기 종류가 수용되고 고객 탑승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제트 브리지가 건축될 

예정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공항에서의 현재 및 향후 항공사를 수용할 일환으로 추가 

발권 카운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도착하는 승객을 위한 전용 렌터카 카운터의 설치를 

포함합니다.  

  

사라토가 카운티(Saratoga County) 공항: 최고급 사용자 경험과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설계 요소를 제공하는 현대식 편의 시설과 함께, 새로운 최첨단의 에너지 

효율적인 터미널 건물의 건설을 위한 2,700만 달러. 신규 건물의 1층은 두 군데의 넓은 

승객 대기 구역, 다중매체 회의실, 그리고 야외 정원으로 개방되는 카페 및 아이스크림 

카운터를 제공하게 됩니다. 로비 구역에는 사라토가 자동차 박물관의 자동차 전시 

구역이 있으며 건물 2층에는 식당 구역과 현지 예술가들을 위한 전시 구역 뿐만 아니라 

비행사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건물의 격납고 부분은 사라토가 카운티의 수 많은 말과 

농업 헛간의 모습과 일치하도록 오래되고 재활용된 나무로 마무리 처리될 것이며 격납고 

지붕의 맨 위에 있는 태양광판은 공항의 전반적인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러큐스 핸콕(Syracuse Hancock) 국제 공항: 두 개의 프로젝트를 위한 2,000만 달러. 

첫 번째 프로젝트는 공항의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 연방 검사소(FIS)에 필수적인 

개선을 하여 해당 시설이 최신의 CBP 표준을 충족하는 것을 보장하며 공항으로 하여금 

국제지명을 보존하고 국제 여객들과 화물 운영을 둘 다 처리하는 능력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또한 시간당 200명의 승객을 처리하고 제트 브리지를 교체하고 

추가 대기실 및 탑승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국제적 운영을 위한 최신 FIS 장비를 설치할 

것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또한 길 안내 조명 조절 시스템의 설치와 청각 장애 승객을 

위한 지원을 수반합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전반적인 교통량의 40 퍼센트를 수용하게 

될, 터미널의 이 부분을 개선하고 현대화 함으로써 북쪽 콘코스를 개선하고 확장할 

예정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개선된 승객 흐름을 위해 콘코스에 약 4,700평방 피트를 

증축하고 추가 좌석 구역 및 영업소 공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해당 설계는 개선된 공기 

질을 위한 최적의 자연적 환기를 지원하고 높은 태양 반사율 지수 자재 및 역동적인 창문 

패널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촉진하며 현지 및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통해 지속 가능성 

조치를 통합합니다.  

  



설리번 카운티(Sullivan County) 국제 공항: 내부 공간을 재구성하고 승객을 위한 추가 

공간, 새로운 비행사 라운지 및 캣츠킬 마운튼 환경의 보다 나은 전망을 조성하기 위한 

1,850만 달러. 해당 프로젝트는 또한 공항의 HVAC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개선된 

단열과 건물에 대해 유지 가능성 있는 전기의 원천을 제공할 태양광 패널의 터미널 

건물을 구비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는 주차 구역에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할 것입니다.  

  

오그덴스버그(Ogdensburg) 국제 공항: 외부 개선 뿐만 아닌 터미널 건물의 개조 및 

확장을 위한 1,800만 달러. 해당 프로젝트는 혁신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 

업그레이드 된 보안 문과 스프링클러, 새로운 승객 정보 디스플레이 시스템, 향상된 

Wifi를 설치할 것입니다. 이는 또한 공항의 주변 지역사회 및 특징을 반영하는 설계 

테마를 활용합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터미널 확장 부분은 체크인, 발권 및 수화물 

내리기를 위한 로비의 확장, TSA 검색대의 확장, 영업소 공간의 확장, 대형 지역사회 

행사를 위한 새로운 공간 만들기를 수반합니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는 외부 개선의 

일환으로 입구 캐노피를 연장시키고, 긴 보도 가장자리에서의 드롭오프 및 픽업 구역을 

만들고 주차 구역에 태양광 패널과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할 것입니다.  

  

프레드릭 더글라스 - 그레이터 로체스터 국제공항 (Frederick Douglass - Greater 

Rochester International Airport): 두 프로젝트를 위한 1,800만 달러. 첫 번째 

프로젝트는 더욱 환영적이고 용이하도록 입구, 발권 구역 및 수하물 찾는 곳을 

추가적으로 현대화 하기 위한 터미널 건물의 활성화를 포함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이러한 구역을 자연광, LED 조명 설비, 디지털 길 안내 기능이 있는 새로운 표지판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주차, 컨세션, 항공 활동, 공항의 기타 구역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시키는 새롭고 사용자 친화적인 휴대용 앱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공항의 퇴역 군인 구역을 최신 조명, 새로운 가구 및 

디스플레이 케이스를 갖춘 현대식 모임 센터로 전환시켜 개조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명망이 높은 노예 폐지론자인 프레드릭 더글라스를 기리기 위한 일환으로 해당 

프로젝트는 공항의 따온 이름을 홍보하기 위해 새로운 외부 환영 표지판을 만들고 

더글라스의 업적과 유산을 나타낼 터미널 내 새로운 전시를 구축할 것입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화물 건물 및 수화물 벨트에 대한 HVAC 개선 및 개조를 하여 공항 운영의 

개선에 초점을 맞춥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또한 공항의 전방 입구를 단장하는 캐노피를 

확장하고 빗물 수집을 인프라에 적용합니다.  

  

애디론댁(Adirondack) 지역 공항: 터미널 건물의 활성화를 위한 850만 달러. 해당 

프로젝트는 사람들의 개선된 흐름을 위해 접수 구역을 확장할 재구성을 할 것입니다. 

이는 공간을 밝히기 위한 LED 조명과 보다 수월한 게이트로의 새로운 길 찾기 표지판을 

들여올 것입니다. 보안 이후 해당 구역은 재구성되어 승객들에게 추가 공간을 제공할 

것이며 자연광이 더 들어오게 하고 비행장과 주변 애디론댁 피크의 전망을 제공하는 

대형 창문이 있는 외벽이 건축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는 카페와 각종 HVAC 

개선의 이전과 확장을 수반합니다.  

  



업스테이트 공항 경제 개발 및 활성화 이니셔티브(Upstate Airport Economic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Initiative)의 보조금은 항공자본 투자 프로그램(Aviation 

Capital Investment Program)을 통해 주 전지역에 걸친 공항에 대한 뉴욕의 지속적인 

투자를 보완합니다. 2021년 10월, Hochul 주지사는 24개 공용 공항의 전략적인 인프라 

개선을 위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70만 달러가 수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 뉴욕주 

교통국(NYSDO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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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는 주변 지역사회로 하여금 이웃 주들을 상대로 경제적 

경쟁성을 갖추도록 하며 뉴욕주 교통부(NYSDOT)는 지역 프로젝트 후원자와 협력하여 

이러한 개선의 성과를 조속히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이 투자를 통해 공항을 현대화하고 

접근성 및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이러한 업스테이트 중심지를 통과하는 방문객을 위한 

여행 절차를 최종적으로 간소화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우리의 교통 부문의 개선에 

대해 명백한 의무를 계속 보여주고 있으며 이 2,300만 달러의 공약은 주요 교통 통행로에 

초점을 맞춘 집단적 비전의 또 다른 예입니다."  

  

Fred Aksha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현대화 노력은 서던 티어 

로의/부터의 여행객 및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 지방 빙엄턴 공항을 경쟁적으로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그레이터 빙엄턴 공항(Greater Binghamton Airport)과 

이러한 보조금의 확보에 일조한 모든 이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William Magnarelli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 공항을 현대화함으로써 

관광객과 외부 사업체를 유치하여 우리 업스테이트 도시는 계속 경제 개발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금으로 공항들은 오늘날의 인프라 및 안전 표준을 어느 때보다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Donna Lupard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업스테이트 

전역, 특히 제 집 근처의 그레이터 빙엄턴 공항에 대한 환영의 소식입니다. 카운티 행정관 

Garnar와 그의 팀이 새로운 운송업체와 새로운 승객들을 유치하여 우리 공항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은 데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업스테이트 공항이 

세계로 연결된 최고의 관문으로서의 잠재력이 있음을 믿은 Hochul 주지사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생기 넘치는 코로나 이후 경제로의 회복에 혜택을 

가져올 것입니다."  

  

Ben Walsh 시러큐스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러큐스와 센트럴 뉴욕이 계속 

경제적 성장을 경험함에 따라 우리의 강력한 교통 인프라는 본 지역의 전략적 장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시러큐스 핸콕 국제 공항(Syracuse Hancock International 

Airport)은 시러큐스에서 일어나는 부흥을 반영합니다. 최첨단이며 밝은 미래를 위해 

갖추어져 있습니다. 공항 시설을 보다 현대화하고, 승객 및 화물에 대한 국제적 기능을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207-million-state-funding-airports-across-new-york-state&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eccd681987c9454703e208da96635c78%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8765086874611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FqlOgVY6kRYfuK9jD1VSlUNS%2FRDUhTrig5yRV%2B7wZ0U%3D&reserved=0


개선하며 모든 여행객을 위해 보다 나은 공항으로 만들기 위해 이러한 새로운 투자의 

유치에 대해 Hochul 주지사께 감사를 전합니다."  

  

먼로 카운티 (Monroe County) 행정관 Adam Bell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레드릭 

더글라스 그레이터 로체스터 국제공항(Frederick Douglass Greater Rochester 

International Airport)의 이러한 개선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를 출입하는 모든 이의 경험을 

향상시킴으로써 사업과 관광의 세계적 무대에서 보다 경쟁적인 먼로 카운티가 될 

것입니다. 로체스터 시와 먼로 카운티를 위해 노력해주신 우리 공항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러한 역사적인 투자와 더불어 먼로 카운티의 주민과 경제적 관심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신 Kathy Hochul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Jason Garnar 브룸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 터미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 줌으로써 그레이터 빙엄턴 공항(Greater Binghamton Airport)아 

보다 현대화되고 여행객 친화적으로 되어 승객들을 다시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BGM의 비행은 언제나 편리하며 즐거웠습니다. 뉴욕주의 이 수상 기금은 이 

사명에 기반하며 승객들은 계속해서 돌아오게 되는 경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브룸 

카운티에 대한 지속적으로 의무를 다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William Johnson 제퍼슨 카운티(Jefferson County)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터타운(Watertown) 국제 공항이 뉴욕주로부터 2,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수여 

받는다는 발표에 놀라움을 표합니다. 이는 제퍼슨 카운티(Jefferson County)를 대신한 

3년간 노력의 일환이며 상용 서비스의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우리의 공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Joshua Potosek 카운티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에 대한 교통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설리번 

카운티(Sullivan County) 공항에 대한 이 역사적인 투자는 최근의 투자 및 개발을 

기반으로 한 구축을 가능케 하며 향후 몇 십년간 우리의 공항이 확실히 번창할 수 있도록 

합니다."  

  

Jordanna Mallach 해리츠타운 타운 수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기회에 대해 매우 기쁘며 이 수상 기금에 대해 뉴욕주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지역사회에 걸쳐 타운으로서 에너지 효율성으로 나아 가기 위한 목표를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연방 기금으로 인해 우리 공항을 통한 상용 여행이 점차 

증가했으며 이러한 개조를 통해 우리 승객들이 애디론댁스(Adirondacks)를 출입할 때 

증가된 편이와 보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Ed McAndrew 설리번 카운티(Sullivan County) 공공 사업부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리번 카운티는 설리번 카운티 국제공항 터미널 건물의 현대화 및 개건을 

위해 공항 경제 개발 및 활성화 경진대회 (Airport Economic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Competition)를 통해 1,850만 달러의 기금 수상자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카운티는 이 지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추가 사용자를 유치하고 



공항 개발을 증가할 의도로 공항의 다양한 양상을 적극적으로 개선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예측한 터미널 개선은 또한 기술적으로 첨단화된 HVAC, 태양광 패널 및 EV 

충전소의 사용을 통한 카운티의 강력한 지속 가능성에 건축 인프라를 맞출 수 있습니다."  

  

Joel Barrett 워터타운(Watertown) 수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터타운(Watertown) 국제공항은 노스 컨트리(North Country)에 적정가격의 항공 

여행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새로운 기금은 노스 컨트리(North Country)의 

지역 경제적 생존 가능성을 향상시키는데 크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teve Lawrence 오그덴스버그 교량 및 항만청(Ogdensburg Bridge and Port 

Authority)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비행장과 터미널에 이미 투자된 

2,600만 달러를 기반으로 구축될 것입니다. 이 기음은 OBPA로 하여금 뉴욕 북부의 경제 

개발을 계속 이끌어 나가고 OGS의 성장을 촉진하고 방문객을 위한 환영 공간을 

조성하고 오그덴스버그(Ogdensburg)에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새로운 OGS에 도착하는 여행객들은 따뜻한 환영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뉴욕주의 노스 컨트리(North Country)의 긍정적인 첫 인상과 유일한 관문의 경험을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 기금을 전달한 모든 

이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Vernon "Sam" Burns 오그덴스버그 교량 및 항만청(Ogdensburg Bridge and Port 

Authority) 이사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Hochul 주지사의 발표와 OGS에 

대한 지원은 우리 공항과 지역의 추가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시킬 것이며 공항이 보다 

경쟁력 있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여행객과 사업체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작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OBPA는 이 기금을 확보하는데 지원을 해주신 Hochul 주지사,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Greg Lancette, 중앙 및 북부 

뉴욕 건설 무역의 회장, 그리고 다른 많은 공무원들과 이해 관계자들에게 한없는 감사를 

표합니다."  

  

Jason Terreri 시러큐스 지역 공항청(Syracuse Regional Airport Authority)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러큐스 지역 공항청은 2,000만 달러의 기금 수여에 대해 대단한 

감사를 표합니다. 펜데믹 이후의 여행 증가는 거의 모든 예측을 벗어났으며 이 보조금이 

조달된 프로젝트는 시러큐스 핸콕 (Syracuse Hancock) 국제공항으로 하여금 센트럴 

뉴욕 및 이외 지역으로의 국제적인 관문이 될 뿐만 아니라 본 지역의 향후 성장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입지를 굳혔습니다."  

  

라과디아(LaGuardia) 및 John F. Kennedy(존에프케네디) 공항을 최첨단 여행 센터로 

현대화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프로젝트에 더하여, 본 이니셔티브는 뉴욕주의 

초기 업스테이트 공항 경제 개발 및 활성화 경진대회(Upstate Airport Economic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Competition)의 성공을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2016년에 

발표된 이 초기 경진대회는 2억 달러의 기금을 수여함으로써 다음의 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연방 및 지방 자원으로 추가적인 1억 5,000만 달러를 활용하였습니다:  

  



• 2018년 10월에 완공된 플래츠버그 국제 공항(Plattsburgh International 

Airport).  

• 2019년 12월에 완공된 이타카 톰킨스 국제공항(Ithaca Tompkins 

International Airport).  

• 2018년 10월에 완공된 시러큐스 핸콕 국제 공항(Syracuse Hancock 

International Airport).  

• 2018년 10월에 완공된 그레이터 로체스터 국제공항 (Greater Rochester 

International Airport).  

• 2018년 10월에 완공된 엘마이라 코닝 지역 공항(Elmira Corning Regional 

Airport).  

• 2020년 6월에 완공된 올버니 국제 공항(Albany International Airport).  

  
  

트위터(Twitter)에서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OT) 계정 @NYSDOT를 

팔로우하시고, 페이스북(Facebook) 주소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 교통부 소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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