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월 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전 지역 공항의 인프라 공사와 안전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2,050만 

달러에 대해 발표  

  

공항 안전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재정 지원  

  

소규모 공항을 지원하는 업스테이트 공항 경제 개발 및 활성화 경쟁에 대한 지원금 

1,000만 달러 포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항공 자본 보조금 프로그램(Aviation Capital Grant 

Program)에 따라 29 건의 공항 프로젝트에 2,050만 달러를 재정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안전을 보장하고 항공 관련 

시설을 현대화하며 민간 투자를 활용하고 항공 관련 고임금 일자리를 만들어서 유지하기 

위해 뉴욕 전 지역에서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 공항들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지원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공항들은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정문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및 방문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바탕으로, 

모든 이들에게 최고의 안전한 여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지역 관문들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주민과 방문객들을 위해 향상되고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면서, 우리의 공항을 현대화하고 최첨단 대중교통 허브로 탈바꿈시켜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 속에서 뉴욕의 경쟁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2017년 3월에 Cuomo 주지사는 211억 달러 규모의 5 개년 주정부 교통 계획(State 

Transportation Plan)에 포함된 기금의 활용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는 다음과 같은 보안 검사 강화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지상 작업 및 정비 장비 구입, (2) 터미널 현대화 및 확장, (3) 비행기 격납고 

시설의 건설.  

 

각 지역에서 재정 지원을 받은 공공 공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availability-20-million-airport-infrastructure-improvements-across-new#_blank


 

 

주도 지역: 260만 달러  

• 농장 구조물 및 장애물 철거를 위해 콜럼비아 카운티 공항(Columbia County 

Airport)에 249,723 달러 지원.  

• 비즈니스 항공 복합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스키넥터디 카운티 공항(Schenectady 

County Airport)에 1,485,000 달러 지원.  

• 격납고 건설 및 보안 개선을 위해 사우스 올버니 공항(South Albany Airport)에 

864,000 달러 지원.  

 

센트럴 뉴욕: 110만 달러  

• 터미널 빌딩을 건설하기 위해 오스위고 카운티 공항(Oswego County Airport)에 

1,080,000 달러 지원.  

 

핑거 레이크스: 500만 달러  

• 일반 항공 터미널 빌딩을 건설하기 위해 캐넌다이과 공항(Canandaigua Airport)에 

1,485,000 달러 지원.  

• 새로운 Jet-A 전용 연료 저장소를 건설하기 위해 핑거 레이크스 지역 공항(Finger 

Lakes Regional)에 662,474 달러 지원.  

• 지상 작업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제네시 카운티 공항(Genesee County Airport)에 

356,250 달러 지원.  

• 이착륙장 조명 개선 및 활주로 표시를 위해 레지데일 공항(Ledgedale Airport)에 

972,325 달러 지원.  

• 공항 위생 하수도 연장 공사를 위해 펜 얀-예이츠 카운티 공항(Penn Yan-Yates 

County Airport)에 421,200 달러 지원.  

• 18 유닛 T-격납고를 건설하기 위해 윌리엄슨-소더스 공항(Williamson-Sodus 

Airport)에 1,068,400 달러 지원.  

 

롱아일랜드: 200만 달러  

• 새로운 항공 교통 관제탑을 위해 프랜시스 에스 가브레스키 공항(Francis S. 

Gabreski Airport)에 995,000 달러 지원.  

• 800 킬로와트 디젤 발전기를 구입하기 위해 롱아일랜드 맥아더 공항(Long Island 

MacArthur Airport)에 960,000 달러 지원.  

• 크랙 실링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브룩헤이븐-칼라브로 공항(Brookhaven-Calabro 

Airport)에 54,722 달러 지원.  

 

미드 허드슨 밸리: 190만 달러  



 

 

• 새로운 기업용 벌크 격납고를 위해 오렌지 카운티 공항(Orange County Airport)에 

1,307,646 달러 지원.  

• 전용 연료 저장소를 교체하기 위해 설리번 카운티 국제공항(Sullivan County 

International Airport)에 485,100 달러 지원.  

• 정비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허드슨 밸리 지역 공항(Hudson Valley Regional 

Airport)에 70,470 달러 지원.  

 

모호크 밸리: 150만 달러  

• 공항 표지판 교체 프로젝트를 위해 풀턴 카운티 공항(Fulton County Airport for 

Airport Sign Replacement Project)에 27,000 달러 지원.  

• 커뮤니티 칼리지 항공학교 전용으로 격납고를 개조하기 위해 그리피스 

국제공항(Griffiss International Airport)에 1,500,000 달러 지원.  

 

노스 컨트리: 300만 달러  

• 타운의 격납고를 복구하기 위해 애디론댁 지역 공항(Adirondack Regional 

Airport)에 270,000 달러 지원.  

• 2 곳의 새로운 10 베이 T-격납고를 건설하기 위해 플로이드 베넷 기념 공항(Floyd 

Bennett Memorial Airport)에 893,700 달러 지원.  

• 연료 트럭을 구입하기 위해 마세나 국제공항(Massena International Airport)에 

180,000 달러 지원.  

• 다목적 공항 정비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포츠담 지역 공항(Potsdam Municipal 

Airport)에 154,800 달러 지원.  

• 항공 앰블런스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격납고를 건설하기 위해 워터타운 

국제공항(Watertown International Airport)에 1,500,000 달러 지원.  

 

서던 티어:50만 달러  

• 헬리콥터 정비 및 보관 격납고를 건설하기 위해 코닝-페인티드 포스트 

공항(Corning-Painted Post Airport)에 448,200 달러 지원.  

 

웨스턴 뉴욕: 300만 달러  

• 보안 점검 확장 프로젝트를 위해 버펄로 나아이가라 국제공항(Buffalo Niagara 

International Airport)에 1,500,000 달러 지원.  

• 벌크 격납고 문을 교체하기 위해 셔터쿼 카운티/제임스타운 공항(Chautauqua 

County/Jamestown Airport)에 271,800 달러 지원.  

• 보안 펜스 프로젝트를 위해 나이아가라 폴스 국제공항(Niagara Falls International 

Airport)에 507,246 달러 지원.  



 

 

• 제설 장비 구입을 위해 웰스빌 지역 공항(Wellsville Municipal Airport)에 257,365 

달러 지원.  

• 기존 벌크 격납고를 철거하고 공공 안전 격납고를 건설하기 위해 셔터쿼 

카운티/던커크 공항(Chautauqua County/Dunkirk Airport)에 466,620 달러 지원.  

 

뉴욕주 교통부(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계획된 개선 사항을 전달받는 

즉시 공항 프로젝트 후원자들과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Paul A. Karas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공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Cuomo 주지사님은 뉴욕주의 지역사회들이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정부 투자는 뉴욕 공항이 임무를 완수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는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일입니다.”  

 

뉴욕주 상원 교통위원회(Senate Committee on Transportation)의 위원장인 Joseph E. 

Robach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뉴욕주 전 지역의 

공항에서 21 세기 업그레이드 공사 및 필요한 안전 개선 공사 등을 완공하는 데 

중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여 비즈니스 및 레저를 위한 

최고의 여행 목적지로 향할 때 뉴욕의 공항들을 이용하는 것이 확고해지도록 보장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주에 있는 모든 지역을 여행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쉬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차세대 인력을 유치하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정과 사업체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 교통 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Transportation)의 위원장인 David 

F. Gantt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통 업그레이드는 취임 첫 날부터 이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공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의회가 주지사님과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든 여행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뉴욕의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 공항들을 

변모시켜서, 우리는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주변 지역사회의 지역 비즈니스를 

지원하며 향후 수십 년 동안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뉴욕의 항공 관련 입법 간부회의(Legislative Aviation Caucus)의 공동 의장인 Phil 

Boyl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통 허브에 투자하는 

중요성을 인지하여 여행객과 기업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이 지역 공항들을 재정 

지원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항공 여행의 미래에 투자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와 중소기업들은 항공편과 승객이 늘어나서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주들에 비해 뉴욕은 경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의 항공 관련 입법 간부회의(Legislative Aviation Caucus)의 공동 의장인 Donna 

Lupard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뉴욕의 공항, 특히 



 

 

업스테이트 지역을 위한 훌륭한 뉴스입니다. 소규모 공항 개선에 관한 뉴스는 간부회의 

위원들이 지지해온 일입니다. 저는 뉴욕의 공항과 항공 산업 전체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에 대해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자본 보조금 프로그램(capital grant 

program)은 뉴욕주로 더 많은 방문객들을 유치하면서, 모든 규모의 비즈니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21 세기의 혁신을 완료하는 데 공항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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