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7월 1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플래츠버그 국제공항(PLATTSBURGH INTERNATIONAL 

AIRPORT)에 베이퍼 스톤 레일 시스템 확장(VAPOR STONE RAIL SYSTEMS) 예정 

발표  

  

회사는 뉴욕주가 노스 컨트리 교통 시설에 역사적으로 투자함에 기반하여 일자리 50개 

이상 창출할 계획  

  

3,810만 달러 규모의 플래츠버그 국제공항(Plattsburgh International Airport) 변화, 

올해 가을 완공 예정  

  

건설 사진 여기에서 확인 가능, 드론 사진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웹텍 코퍼레이션(Wabtec Corporation)의 지부인 

베이퍼 스톤 레일 시스템(Vapor Stone Rail Systems)이 클린턴 카운티 플래츠버그 

타운에 회사를 확장하고 일자리 52개를 창출할 예정임을 발표했습니다. 대중 교통 관련 

부품으로 알려진 해당 회사는 1998년 이래 플래츠버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공항 

시설에 인접한 60,000제곱피트 규모의 제조 및 창고 공간을 임대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는 3,810만 달러 규모의 주지사 공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플래츠버그 

국제공항(Plattsburgh International Airport)을 현대식 교통 및 경제 개발 중심지로 

탈바꿈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주지사의 업스테이트 공항 경제 개발 및 활성화 

경진대회(Upstate Airport Economic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Competition)의 

일환인 공항 프로젝트로 뉴욕 전역의 수송 관문을 재구상 및 재건설한다는 뉴욕주의 

공약을 이룰 것이며 올해 가을에 완공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플래츠버그 국제공항(Plattsburgh International 

Airport)은 빠른 속도로 21세기 교통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거주자 및 방문자들이 

이동하는 방법을 변화시는 동시에 이 지역 전역에서 새 사업 기회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노스 컨트리 시설 확장에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 교육에도 투자한 베이퍼 스톤 레일 

시스템(Vapor Stone Rail Systems)에 찬사를 보냅니다. 회사는 이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보수가 좋은 직업을 갖도록 도울 것입니다.”  

https://esd.ny.gov/sites/default/files/Plattsburgh-International-Airport-images.pdf
https://www.youtube.com/watch?v=xxjoEfdv9So&feature=youtu.be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presents-32nd-proposal-2017-state-state-38-million-revitalization-plattsburgh


  

베이퍼 스톤 레일 시스템(Vapor Stone Rail Systems)은 기계, 회사 이전 비용, 직원 

교육에 약 250만 달러를 투자하여 현재 건설 중인 60,000제곱피트 규모의 새 시설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새 건물은 플래츠버그 국제공항(Plattsburgh International Airport)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와 플래츠버그 기반 개발 공사(Plattsburgh-based Development 

Corporation) 사이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지원 받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는 또한 성과 기반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 세금 

공제(Excelsior Jobs Program tax credits)로 700,000달러까지 제공하여 정규 일자리 

최소 52개를 창출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또한 플래츠버그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 약 100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3,810만 달러 규모의 공항 변화는 업스테이트 공항 경제 개발 및 활성화 

경진대회(Upstate Airport Economic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Competition)의 

제 2 라운드 중 처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2017 시정 보고에서 이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요소는 시설을 현대화하여 

플래츠버그와 그 주변, 노스 컨트리 전체에서 성장하는 교통 설비 및 항공우주 산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3월에 작업팀은 현장 건물 여덟 개를 헐고 탑승 브리지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터미널 건물과 일반 항공 및 화물 세관 시설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경공업 건물 네 곳, 

비행기 격납고 두 곳, 주요 터미널 주차장 개조에 더해 렌트카 시설에서 개조가 

진행중이며 터미널 안에 상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는 800개 이상의 

건설직을 지원할 것이며 올 가을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웹텍 코퍼레이션(Wabtec Corporation)은 철도 및 교통 산업에 부가 가치 기술 기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베이퍼 스톤 레일 시스템(Vapor Stone Rail 

Systems)은 베이퍼 레일(Vapor Rail)과 스톤 에어(Stone Air)의 합병으로 생겼으며 도시 

열차용 도어 시스템 디자인, 개발, 프로토타이핑, 제조, 유통, 통근자 및 여객 열차용 

에어컨 시스템 액세서리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는 지금까지 200,000개 

이상의 열차 및 도시 열차용 도어를 생산했고 세계적으로 대중 교통에 사용되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가 플래츠버그 

국제공항(Plattsburgh International Airport) 및 지역에서 성장하는 수송 체계에 

전략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베이퍼 스톤 레일 시스템(Vapor Stone Rail Systems) 같은 

회사들이 확장하고 노스 컨트리에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Paul A. Karas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요 수송 인프라 강화를 통해 민간 경제 투자를 활용하는 Cuomo 

주지사님의 선견지명 있는 전략은 다시 한 번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플래츠버그에서 사업 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형태입니다. 플래츠버그 

국제공항(Plattsburgh International Airport)이 주요 수송 및 경제 중심지로 변화함으로써 

노스 컨트리 내 사업체 확장 또는 이전을 계속해서 장려할 것입니다.”  

  

웹텍(Wabtec)의 Raymond T. Betler 회장 겸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확장에 투자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러한 시설들에서 상품을 만들어 전 세계 우리 

고객들에게 계속해서 제공하길 고대합니다.”  

  

개발 공사(The Development Corporation, TDC)의 Paul A. Grasso, Jr. 사장 겸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발 공사(The Development Corporation)는 플래츠버그 

국제공항(Plattsburgh International Airport)의 결정적 순간을 함께 하고 베이퍼 스톤 

레일(Vapor Stone Rail)을 개발 공사(TDC)의 세입자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설계가 잘 된 공항 산업 단지는 경제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베이퍼 

스톤 레일(Vapor Stone Rail)은 중심 세입자로 들어와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어떻게 지역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러한 파트너십으로 보수가 좋은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산업 과세 기준을 올릴 것입니다.”  

  

Garry Douglas 노스 컨트리 지역경제개발협의체(North Country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공동 의장 겸 노스 컨트리 상공 회의소(North Country Chamber 

of Commerce)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웹텍(Wabtec)과 베이퍼 스톤(Vapor Stone) 

지부는 우리 회사가 약 20년 전에 플래츠버그에 차린 첫 수송 장비 회사이며 전 공군 

기지(Air Force Base)에서 사업을 시작한 첫 주요 제조업입니다. 이제 특히 플래츠버그 

국제공항(Plattsburgh International Airport)에 크게 투자해주신 Andrew Cuomo 

주지사님의 지원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세계 정상급 회사를 크게 확장할 수 있었고 

50개가 넘는 수송 장비 및 항공우주 산업 회사 클러스터를 보강할 수 있었습니다. 

웹텍(Wabtec)의 노력과 자신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수년 동안 그들과 함께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노스 컨트리에 비범한 투자를 하여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Betty Littl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가 플래츠버그 국제공항(Plattsburgh 

International Airport)에 투자한 것은 매우 이로우며 민간 부문 투자와 일자리 성장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과 행정부, 상원 및 의회 동료들은 캐나다와 우리의 

국경 간 거래가 노스 컨트리와 미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더 크고 좋고 

효과적인 공항만이 이러한 원동력을 강화합니다. 전에 많이 경험했듯, 미국 정부와 민간 

부문 간 파트너십이 노스 컨트리에서 잘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멋진 발표에 

동참하게 되어 기쁩니다.”  

  

Billy Jones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베이퍼 스톤 레일 

시스템(Vapor Stone Rail Systems)은 노스 컨트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확장 계획으로 회사는 인력을 50퍼센트 이상 높이고 안전 조치를 강화하며 시설을 



업그레이드하여 지역 전역에서 제조업 및 항공우주 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이 프로젝트로 정규직 52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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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Revitalization Competition)는 신나는 개발 기회를 많이 만들어 플래츠버그와 주변 

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 및 일자리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이는 앞으로 노스 컨트리 거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클린턴 카운티 의회(Clinton County Legislature)의 Harry McManus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플래츠버그 국제공항(Plattsburgh International Airport)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아 기쁩니다. 새 경제 중심지에서 베이퍼 스톤 레일 시스템(Vapor Stone Rail 

Systems)이 확장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공항이 이 기금을 받은 것은 클린턴 카운티를 

고려한 Cuomo 주지사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공공-민간 투자 및 파트너십으로 이제 노스 

컨트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투자와 지원을 해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플래츠버그 타운의 Michael Cashman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이퍼 

스톤 레일 시스템(Vapor Stone Rail Systems)은 지난 20년간 우리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회사의 확장과 일자리 창출 계획을 환영합니다. 타운은 2018년이 또 

하나의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길 고대합니다. 사업체들이 계속 성장하고 새 사업체가 우리 

지역에서 성공 가능성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플래츠버그 국제공항(Plattsburgh 

International Airport) 발전은 우리를 고취시킵니다. 우리 타운에서 항공우주 산업, 수송, 

제조업 클러스터에 투자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Cuomo 주지사님의 

파트너십 덕분에 플래츠버그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업스테이트 공항 경제 개발 및 활성화 경진대회(Upstate Airport 

Economic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Competition)에서는 엘마이라 코닝 지역 

공항(Elmira Corning Regional Airport), 그레이터 로체스터 국제공항(Greater Rochester 

International Airport), 플래츠버그 국제공항(Plattsburgh International Airport), 시러큐스 

핸콕 국제공항(Syracuse Hancock International Airport), 이타카 톰킨스 지역 공항(Ithaca 

Tompkins Regional Airport)이 기금을 받았습니다. 이 공항들에 의해 개발된 이 대담한 

계획들과 설계들은 안전을 강화하고, 운영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보다 나은 이용객 경험을 만들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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