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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항공 여객량이 증가함에 따라 뉴욕 스튜어트 국제 공항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세 가지 주요 항만청 이니셔티브를 발표  

  

항만청, 뉴욕 스튜어트로 항공사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발표  

  

새로운 로고 출시 및 코로나19 이전의 연결 복구와 국내 및 국제 항공 서비스를 확대를 

위한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 발표  

  

미드 허드슨 지역의 관광 재개 준비 과정에서 이니셔티브 마련  

  

SWF, 해외여행객 추가 수용을 위한 신규 현대적인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 건설 완료  

  

아메리칸 항공은 뉴욕 스튜어트에서 필라델피아까지 서비스 확장, 앨리거언트는, 

조지아주 사바나, 플로리다주 데스틴에 두 개의 새로운 노선 추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한 전례 없는 최저치에서 항공 

여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뉴욕 스튜어트 국제공항(New York Stewart International 

Airport)과 주변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뉴욕뉴저지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의 세 가지 주요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항만청(Port 

Authority, PA)은 신규 항공사 인센티브 프로그램, 항공 업계 전반의 관심을 스튜어트 

SWF로 끌어들이기 위한 신공항 마케팅 캠페인, 2018년 1월 Cuomo 주지사가 처음으로 

발표한 새로운 연방 검사소 준공을 발표했습니다. 미드 허드슨 지역의 중심 위치와 

뉴욕시로의 접근을 고려할 때, 뉴욕 스튜어트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규제가 뉴욕 

전역과 그 밖의 지역에 완화됨에 따라 국제 비즈니스 및 레저 여행객을 비롯한 중요한 

항공 여행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판데믹과 계속 싸우면서, 뉴욕주는 

여행, 관광과 경제 발전의 기회를 늘려 판데믹 이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뉴욕 

스튜어트 국제공항은 미드 허드슨 지역으로 가는 중요한 관문이며, 승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인센티브, 마케팅, 건설 이니셔티브는 해외 및 국내 여행객에게 공항을 

홍보할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관광과 항공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드 허드슨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재개하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항만청은 국내 및 국제 항공사와의 수십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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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열어 잠재적인 항로를 논의하고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항만 

당국은 스톰 킹 아트 센터(Storm King Art Center), 리조트 월드 캐츠킬(Resorts World 

Catskills), 우드버리 커먼 프리미엄 아울렛(Woodbury Common Premium Outlets), 

레고랜드 뉴욕 리조트(LEGOLAND New York Resort) 등 지역의 관광 및 항공 서비스 

성장을 위해 잠재적인 파트너십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뉴욕뉴저지항만청의 Kevin O'Toole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스튜어트 공항을 

재활성화하는 것은 전체 지역에 활력을 주고자 하는 항만청 임무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공항의 위치와 시장에서의 포지셔닝은 특별하며 국제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뉴욕 

스튜어트 공항은 뉴욕과 뉴저지 대도시 지역의 중요한 저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뉴욕뉴저지항만청 전무 이사 Rick Cott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행 및 관광 산업은 

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뉴욕 스튜어트 공항의 재시작이 지역 

성장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항공사들이 뉴욕 스튜어트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 사업체들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공항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욕 스튜어트 공항을 재개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지사는 또한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운영할 최첨단 연방 검사소(Federal 

Inspection Station)의 완성을 발표했습니다. 연방 검사소는 현대식 기준을 충족하며 

SWF를 통해 노선 및 운항 항공사와 항공편 수가 증가함에 따라 향상된 고객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공항 개선은 2019년 항만청이 뉴욕 스튜어트 공항에 대해 요약한 

5가지 전략 계획에 대한 기관 노력의 일부입니다.  

  

CBP 뉴욕 현장 사무국 국장 대행인 Marty C. Rayb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스튜어트 국제 공항에 신설된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을 통해 이제 시간당 최대 

400명의 공항 도착 승객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행자의 경험을 크게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경과 우리 시민들을 안전히 지키는 CBP의 

역량을 높일 것입니다."  

  

허드슨 밸리 관광 사장 Amanda Dan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슨 밸리 관광(Hudson 

Valley Tourism)을 대표하여 뉴욕 스튜어트 공항과 협력해 이 지역에 항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 지역이 다시 개방되고 여행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는 억눌려있던 여행 수요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허드슨 밸리 지역은 

방문객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이며,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뉴욕 스튜어트 공항을 이용한 

여행이 끝이 없는 경험으로 가는 편리한 관문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는 

뉴욕 스튜어트 공항의 항공 여행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오렌지 카운티 행정책임자인 

Steve Neuhaus와 PANYNJ 팀과 함께 계속 성실히 전략적으로 일할 것입니다."  

  

새로운 항공사 인센티브 프로그램(Air Carrier Incentive Program)  

뉴욕 스튜어트 공항의 항공 서비스를 장려하고 확대하기 위해, 항만청은 업데이트된 

SWF용 항공 운송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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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트 공항에서 서비스하지 않는 목적지까지 직항 항공 서비스를 새로 시작하는 

항공사에 대해 24개월 동안 공항 이용료 면제 및 마케팅 지원을 제공합니다. 뉴욕 

스튜어트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항공사의 위험을 줄이고 항공사의 초기 비용 부담을 

지연시킬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수요가 코로나19 유행병으로부터 회복됨에 

따라 국내 및 국제 항공사를 유치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뉴욕 스튜어트 공항은 초기 신규 항공편에 있어 긍정적인 신호를 보았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최근 허드슨 밸리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허브 간 노선의 여행자를 

위한 서비스를 확장했습니다. 올여름 초에 시작되는 조지아주 사바나, 플로리다주 

데스틴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 비치, 푼타 고르다, 올랜도,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트 클리어워터 등 SWF의 6개 직항지로 Allegiant 항공의 

네트워크를 확장할 것입니다. 항공사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항공 여행이 시작됨에 따라 

국제 시장에 대한 강한 집중과 함께 이러한 모멘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뉴욕 스튜어트 인터내셔널(New York Stewart International)을 위한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  

항만청은 올여름에도 항공사 경영진과 노선 운영자를 대상으로 기업 간 통합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옴니채널 캠페인에는 통신사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혜택과 SWF의 고유한 비즈니스 기회가 포함됩니다. 이 캠페인은 무역 간행물, 고객 관계 

관리 도구, 디지털 미디어, 검색, 소셜 미디어 및 직접 홍보 등의 채널을 통해 배포되어 

의사 결정자에게 다가가고 여행 마켓플레이스의 여러 부문에 뉴욕 스튜어트의 매력을 

호소합니다.  

  

캠페인 영상에는 뉴욕 사과 국가의 중심부에 있는 공항의 위치와 뉴욕시와의 근접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로고가 포함됩니다. 이 위치는 뉴욕 스튜어트 공항을 저가 여행의 주요 

경쟁자로 만들고 있으며, 특히 판데믹 기간에 교외 및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 명소를 

소개하고 국제 항공편의 운영을 개선할 새로운 연방 검사소도 강조할 것입니다.  

  

새로운 연방 검사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2018년 시정연설에서 뉴욕 스튜어트 공항의 현대화와 

확장을 요청했습니다.  

  

그 이후로 뉴욕주와 항만청은 이 공항에 3천 7백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여기에는 21세기 

연방 기준에 부합하는 영구 연방 검사소 건설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설은 기존 터미널에 거의 2만 평방피트에 이르는 공간을 추가했습니다. 이 추가 공간을 

통해 세관 및 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시간당 최대 400명의 

국제선 승객을 효율적으로 검문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신규 항만청 건설과 마찬가지로, 

연방 검사소는 기관의 지속 가능한 건축 지침을 포함합니다. 현재 연방 검사소가 

완공됨에 따라 항만청은 새로운 항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주요 건설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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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공항이 임시 연방 검사소를 이용했는데, 이 경우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이동식 

벽을 조립하고 국제 여행객을 처리하기 위해 살균 구역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임시 연방 

검사소는 국내선 항공편을 다루는 공항의 능력을 제한했고 국제선 및 국내선 승객들에게 

수준 이하의 여행 경험을 남겼습니다. 영구 시설의 개장은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미드 

허드슨 밸리 지역의 관광 및 경제 성장을 견인하면서 국제 항공 활동과 승객의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공항의 잠재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 스튜어트 공항의 미래  

오늘 발표는 2019년 뉴욕 스튜어트가 제시한 5개 전략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주요 

단계를 나타냅니다. 이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운 항공사를 유치 및 보유하고 새로운 시장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항공사 인센티브 프로그램 현대화  

• 지역 및 주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활용하고 관광 및 무역 기관과 협력하여 공항을 

경제 활동의 동력으로 홍보  

• 국제 시장과 미드 허드슨 지역 모두에서 공항의 가시성을 높이고 공항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숙련된 마케팅 회사를 고용  

• 미드 허드슨 지역의 주요 사업 및 관광 명소와 공동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여 

SWF를 홍보, 또한  

• 퓨처 스튜어트 파트너(Future Stewart Partners)와의 새로운 계약에 따라, 샤를 

드골 공항을 포함한 파리 공항 운영사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룹 Groupe 

Aeroports de Paris와 AvPORTS Management의 합작으로 현대적 조율 프로그램 

구축 및 뉴욕 스튜어트 공항에 새로운 항공 서비스 유치를 위한 항만청과의 

협력을 확대.  

  

James Skofis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튜어트 공항에서 항공편과 승객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받고 다시 여행을 계획하는 시점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스튜어트 공항이 미드 

허드슨에 위치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편리를 더해주며 공항 서비스에 대한 추가 투자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Jonathan G. Jacobson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튜어트 공항은 우리 지역에서 전 

세계로 오가는 관문으로서 항상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든 한 해가 지난 

후 여행자들이 하늘로 돌아오면서 항만청이 스튜어트 공항에 허드슨 밸리의 항공 여행의 

주 허브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오렌지 카운티 Steven M. Neuhaus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허드슨 밸리는 연중무휴의 여행지이며, 레고랜드(LEGOLAND)가 몇 주 안에 

개장 예정이니만큼 우리 지역에 더 많은 방문객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플로리다, 힐튼 헤드/사바나, 필라델피아와 같은 지역으로 가는 저렴하고 접근하기 쉬운 

항공편을 원하는 허드슨 밸리와 뉴욕시 거주민들은 번거로움 없이 스튜어트 공항에 



 

 

주차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스튜어트 공항은 드나들기 편리하며, 다시 한번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뉴버그 타운 수퍼바이저인 Gil Piaquadi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튜어트 국제 공항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구현해 주신 Cuomo 주지사에 감사드립니다. 공항이 

잘 운영되면 지역 전체가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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