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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스튜어트 국제공항 (STEWART INTERNATIONAL AIRPORT)과 

노르웨이 항공 (NORWEGIAN) 사이의 새로운 협력관계에 대해 발표 

 

230개의 일자리 창출 및 3,600만 달러의 경제 활동 효과 유발 추정 

  

이제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행 대서양 횡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렌지 카운티 

공항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3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3,600만 달러의 

경제 활동 효과를 유발할 오렌지 카운티의 스튜어트 국제공항 (Stewart International 

Airport)과 노르웨이 항공 (Norwegian)과의 협력관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이 공항은 아일랜드의 벨파스트, 북아일랜드, 더블린, 섀넌과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로 

출항하는 대서양 횡단 항공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흥분되는 협력관계는 스튜어트 공항 (Stewart 

Airport)과 그 주변 지역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만들어 낼 것이며 뉴욕주 전 지역의 

공항들을 21세기의 상업 활동 허브로 바꾸려는 우리 노력의 성공을 입증해 줄 

것입니다. 뉴욕주의 공항들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일자리, 기업, 

경제적 기회를 유치하여 미래 세대를 위해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새로운 국제 노선의 출항 이외에도, 노르웨이 항공 (Norwegian)은 조종사와 기내 

승무원을 위해 스튜어트 공항 (Stewart)에 운영 본부를 설립하며 보잉 737-MAX 항공기 

(Boeing 737-MAX aircraft)를 이 공항에서 출항시킬 예정입니다. 추정되는 총 경제적인 

효과는 230개의 일자리, 1,300만 달러 규모의 총 임금, 3,600만 달러의 전체 경제 활동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Pat Foye 항만청 (Port Authority)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서비스는 

스튜어트 국제공항 (Stewart International Airport)의 커다란 이정표입니다. 새로운 

목적지와의 연결성은 우리 공항이 더욱 성장하며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스튜어트 공항 (Stewart)은 2016년에 275,000명이 넘는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2017년의 예상치는 약 40만명이고 2018년에는 최대 70만명에 달하게 됩니다. 

 

스튜어트 국제공항 (Stewart International Airport)은 맨해튼에서 불과 50 마일 떨어져 

있고, 북부 뉴저지에서 1시간 거리 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허드슨 밸리에서 두 번째로 

큰 고용주인 스튜어트 공항 (Stewart)은 약 2,7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45,000만 달러 규모의 경제 활동 효과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 공항은 또한 편도에 단지 

18달러로 공항에서 항만청 버스 터미널 (Port Authority Bus Terminal)까지 운행하는 추가 

버스 직행 노선을 추가하여 맨해튼까지의 연결 교통수단을 늘릴 예정입니다. 

 

6월부터 노르웨이 항공 (Norwegian)은 스튜어트 공항 (Stewart)에서 다음 일정에 따라 

운영될 예정입니다. 

 

·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6월 15일부터 시작하여 10월 28일까지 여름 시즌에는 

매일 운항, 10월 29일부터 시작되는 겨울 시즌에는 주 3회 운항 

·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7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여름 시즌에는 주 3회 운항, 

10월 29일부터 시작되는 겨울 시즌에는 주 2회 운항 

· 아일랜드, 더블린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일일 운항 서비스, 10월 29일의 겨울 

시즌 중엔 주 3회 운항으로 전환 

· 아일랜드, 새넌 7월 2일부터 시작되는 주 2회 운항 서비스. 

 

스튜어트 공항 (Stewart)의 항공편 외에도, 노르웨이 항공 (Norwegian)은 6월에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 (Newark Liberty International Airport)에서 바르셀로나 행 항공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공항에 대한 투자를 자신의 행정부의 특징으로 삼았으며 이는 항만청 

(Port Authority)이 공유하는 공약입니다. 2007년에 스튜어트 공항 (Stewart)을 인수한 

이후, 이 기관은 공항 및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17,900만 달러를 투자해 왔습니다. 

 

작년에 얼리전트 항공사 (Allegiant Airlines)는 스튜어트 공항 (Stewart)에서 머틀 비치로 

시즌별 운항 서비스를 시작했고 양쪽 공항에서 항공편 시즌을 확장하면서 올해는 

항공편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화물 작업 운영면에서, 스튜어트 국제공항 (Stewart 

International Airport)은 2016년 공항에서 처리한 톤수가 23.7 퍼센트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로 페덱스 (FedEx)의 출하량이 급증한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디에이치엘 

(DHL)은 개보수 공사에 거의 50만 달러를 투자했고 스튜어트 공항 (Stewart)에서 3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면서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스튜어트 공항 (Stewart)에서 대량의 교통량을 차지하는 스튜어트 공항 (Stewart)의 일반 

항공 부문 - 민간 항공기, 법인 항공기,전세기 등 - 또한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플라이트 서포트 (Signature Flight Support)사는 기존의 모든 

일자리를 보존하면서 공항에서 고정 업무 운영부문을 인수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