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2월 2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공항 현대화와 운영 개선, 안전성 강화 프로젝트에 주 예산 2,300만 

달러 투입 발표  

  

자금은 지역 사업 개발과 역내 경제 경쟁성에 대한 중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신기술과 에너지 효율성 촉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360만 달러 규모의 인프라 자금이 주 전역의 31개 

공항의 안전성 개선, 시설 현대화, 운영 개선 및 지역 사업 개발을 위해 투입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지사의 주 항공 자본 기금 프로그램(State Aviation 

Capital Grant Program) 이니셔티브를 통해 자금을 동원하며, 업스테이트 전역의 공항 

현대화를 위해 2억 달러를 제공하는 주지사의 업스테이트 공항 경재 개발 및 재활성화 

공모(Upstate Airport Economic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Competition)가 이로 

인해 완료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공항은 우리 지역사회로 진입하는 첫 번째 

관문을 대표하며 관광산업과 사업 개발을 촉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공항은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해 중요하며, 우리 지역 공항의 현대화에 투자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일하며 놀고싶은, 활기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 프로젝트에는 새로운 길찾기 기술, 과 같은 새로운 승객 어메니티의 건설, 새로운 

비행기 격납고 및 연료 시설 건설, 안전 및 보안 강화, 주차 시설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공항 근처의 지역사회를 인근 주의 시설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인프라 투자는 새로운 사업체에게 뉴욕주를 더욱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 것이며,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뉴욕의 업스테이트 공항은 

지속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을 개선하고 고수익의 항공 관련 

일자리를 유지 및 창출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교통부(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계획된 개선 사항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 공항 프로젝트 후원자들과 

협력을 시작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 전역의 공항에 투자하여 시설을 

현대와하고 전반적인 이용 경험을 개선할 것입니다. 이 인프라 자금은 운영 및 안전 상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경제 개발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공항을 개선하고 관광을 늘리며 뉴욕주 전체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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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ras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경제가 탄력성 

있고 효율적인 공항 네트워크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규모 

공항 시설이 전국적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난 가운데, 주지사는 업스테이트 공항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지역사회가 글로벌 시장과 안전하게 연결되도록 보장했습니다.”  

  

뉴욕 항공 운영 연합(New York Aviation Management Association)의 Christina R. 

Callahan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항공 운영 연합(New York Aviation 

Management Association)과 그 회원들은 성장 친화적이며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Cuomo 주지사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우리 지역 공항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강화된 투자는 이러한 좋은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 새로운 자금으로 인해 주지사의 업스테이트 공항 경제 개발 및 재활성화 

공모(Upstate Airport Economic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Competition)가 

완료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2억 달러를 투자해 안전성 강화, 운영 및 접근 개선, 환경 

영향 감소, 더 나은 승객 경험 창출 등 비용 효율적인 전략을 이용해 공항을 

현대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개선 공사는 그레이터 로체스터 국제공항(Greater 

Rochester International Airport), 시라큐스 핸콕 국제공항(Syracuse Hancock 

International Airport), 엘미라 코닝 지역공항(Elmira Corning Regional 

Airport) 그리고 플래츠버그 국제공항(Plattsburgh International Airport) 등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자금은 이타카 톰킨스 지역공항(Ithaca Tompkins Regional 

Airport)과 올버니 국제공항(Albany International Airport)의 개선 공사에 

지원되었습니다.  

  

항공 자본 기금 프로그램(Aviation Capital Grant Program)을 통해 인프라 자금을 

지원받은 공항의 전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도 지역 - 360만 달러  

  

• 올버니 국제공항(Albany International Airport)의 광발전 태양광 집합체 

건설에 140만 달러  

• 스키넥터디 카운티 공항(Schenectady County Airport)의 새로운 항공기 

격납고 건설에 100만 달러  

• 사라토가 카운티 공항(Saratoga County Airport)의 새로운 제설 장비 창고 

시설 건설에 719,000달러  

• 콜럼비아 카운티 공항(Columbia County Airport)의 새로운 공항 연료 시설 

건설에 510,000달러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completion-794-million-modernization-greater-rochester-international#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completion-794-million-modernization-greater-rochester-international#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completion-624-million-modernization-syracuse-hancock-international#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completion-624-million-modernization-syracuse-hancock-international#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completion-615-million-modernization-elmira-corning-regional-airport#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completion-615-million-modernization-elmira-corning-regional-airport#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completion-429-million-modernization-plattsburgh-international-airport#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groundbreaking-247-million-expansion-ithaca-tompkins-regional-airport#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groundbreaking-247-million-expansion-ithaca-tompkins-regional-airport#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92-million-modernize-albany-international-airport#_blank


 

 

  

센트럴 뉴욕 지역 - 150만 달러  

  

• 코틀랜드 카운티의 체이스 필드 공항(Chase Field Airport)의 자동 

기상관측소(Automated Weather Observation Station, AWOS) 업그레이드 

및 새로운 보안 시스템 설치에 136,000달러  

• 오스위고 카운티 공항(Oswego County Airport)의 새로운 항공기 격납고 

건설에 865,000달러  

• 시라큐스 핸콕 국제공항(Syracuse Hancock International Airport)의 

새로운 비행장 창고 시설 건설에 338,000달러  

• 오논다가 카운티에 위치한 스캐니틀리스 애어로돔 공항(Skaneateles 

Aerodrome Airport)의 활주로 안전 개선에 211,000달러  

  

핑거 레이크스 지역 - 260만 달러  

  

• 제네시 카운티 공항(Genesee County Airport)의 새로운 항공기 격납고 

건설에 656,000달러  

• 펜 얀-예이츠 카운티 공항(Penn Yan-Yates County Airport)의 제빙 억제 

시스템 및 응급 장치 건설에 559,000달러  

• 그레이터 로체스터 국제공항(Greater Rochester International Airport)의 

최신 주차 유도 시스템 설치에 499,000달러  

• 리빙스턴 카운티에 위치한 댄스빌 뮤니시팔 공항(Dansville Municipal 

Airport)의 항공기 격납고 리노베이션에 369,000달러  

• 웨인 카운티에 위치한 윌리엄슨-소더스 공항(Williamson-Sodus Airport)의 

새로운 제트에이(Jet-A) 연료 탱크 및 연관 설비 설치에 336,000달러  

• 올리언스 카운티에 위치한 파인 힐 공항(Pine Hill Airport)에 항공기 격납고 

및 디스펜싱 시스템 설치에 204,000달러  

  

롱아일랜드 지역 - 230만 달러  

  

• 서퍽 카운티에 위치한 리퍼블릭 공항(Republic Airport)의 지상 인프라 

재생에 150만 달러  

• 서퍽 카운티에 위치한 롱아일랜드 맥아더 공항(Long Island McArthur 

Airport)의 공항 터미널과 대중교통 시설을 연결하는 막힌 보행자 통로 

건설에 800,000달러  

  

미드 허드슨 지역 - 270만 달러  

  

• 오렌지 카운티 공항(Orange County Airport)의 시영 수도 시스템 확대에 

150만 달러  



 

 

• 설리번 카운티 국제공항(Sullivan County International Airport)의 공항 

시설 현대화에 379,000달러  

• 웨스체스터 카운티 공항(Westchester County Airport)의 환경 복원 및 시설 

재배치에 772,000달러  

  

모호크 밸리 - 230만 달러  

  

• 오네이다 카운티에 위치한 그리피스 국제공항(Griffiss International 

Airport)의 시설 현대화에 150만 달러  

• 옷세고 카운티에 위치한 오네온타 뮤니시팔 공항(Oneonta Municipal 

Airport)의 새로운 항공기 연료 시설 건설에 800,000달러  

  

노스 컨트리 - 160만 달러  

  

• 워런 카운티에 위치한 플로이드 베넷 기념공항(Floyd Bennett Memorial 

Airport)의 제설 장치 구매에 576,000달러  

• 클린턴 카운티에 위치한 플래츠버그 국제공항(Plattsburgh International 

Airport)의 주차 시설 현대화에 507,000달러  

• 제퍼슨 카운티에 위치한 워터타운 국제공항(Watertown International 

Airport)의 새로운 제빙 장치에 536,000달러  

  

서던 티어 - 390만 달러  

  

• 이타카 톰킨스 국제공항(Ithaca Tompkins International Airport)의 새로운 

공용 차량 및 항공기 연료 시설 건설에 150만 달러  

• 셔멍 카운티에 위치한 엘미라-코닝 지역공항(Elmira-Corning Regional 

Airport)의 광발전 태양광 주차 시설 건설에 150만 달러  

• 브룸 카운티에 위치한 그레이터 빙엄턴 지역공항(Greater Binghamton 

Regional Airport)의 항공기 연료 시설 업그레이드 및 현대화에 

828,000달러  

• 스튜벤 카운티에 위치한 코닝-페인티드 포스트 공항(Corning-Painted Post 

Airport)의 항공기 연료 시설 업그레이드 및 현대화에 64,000달러  

  

웨스턴 뉴욕 - 310만 달러  

  

• 버팔로 나이아가라 국제공항(Buffalo Niagara International Airport)의 주차 

시설 개선에 150만 달러  

• 셔터쿼 카운티-제임스타운 공항(Chautauqua County-Jamestown 

Airport)의 항공기 격납고 및 기타 공항 시설 리노베이션에 902,000달러  



 

 

• 나이아가라 폴스 국제공항(Niagara Falls International Airport)의 제빙 

장치 구매에 672,000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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