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3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전 지역의 공항 인프라 개선을 위해 2,000 만 달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발표 

 

업스테이트 공항들을 현대화하고 뉴욕주의 경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보조금  
 

공항 안전성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비즈니스 개발 지원 제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안전 개선책을 지원하고 운영을 현대화하여 뉴욕주 

소재 공항들의 경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2,00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뉴욕주 

보조금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공항 자본 보조금 프로그램 

(Airport Capital Grant Program)에 따라 제공되는 이 보조금은 211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5개년 뉴욕주 교통 계획 (State Transportation Plan)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공항 자본 보조금 프로그램 (Airport Capital Grant Program)은 (i) 안전을 향상시키고 (ii) 

운영을 현대화하며 (iii) 일반 및 비즈니스 관련 항공 능력을 증진시키는 뉴욕주 전 지역의 

프로젝트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조금으로 뉴욕주는 우리 지역사회의 

관문이자 우리 교통 인프라의 필수적인 부분인 공항들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현대화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우리의 미래 성장 및 번영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뉴욕주가 항상 발전할 수 있는 또 한가지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항 자본 보조금 프로그램은 현재의 뉴욕주 공항시스템 계획 (State Airport System 

Plan)에 기재된 공공 공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들은 경쟁력 있는 요청 

절차를 통해 선정되며, 주변 지역사회 및 기업에 대한 경제적 이익, 지역 경제 개발 계획 

준수, 운영 효율성 개선 등을 포함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될 것입니다. 자격을 갖춘 

프로젝트 활동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i) 안전 표지 및 간판, (ii) 방해물 제거, (iii) 

항법시설 지원, (iv) 활주로, 유도로, 시설의 건설 및 보존, (v) 격납고 건설 및 기타 사업 

개발 기회, (vi) 경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타 프로젝트들. 사용가능한 총 금액 중 

1,000만 달러 이상이 업스테이트 공항의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Matthew J. Driscoll 뉴욕주 교통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공항 인프라를 개선하고 미래의 승객 요구를 

https://www.dot.ny.gov/divisions/operating/opdm/aviation/sasp
https://www.dot.ny.gov/divisions/operating/opdm/aviation/sasp


수용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발수를 보냅니다. 이 투자는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의 

공항들을 의지하는 지역사회 및 기업에 혜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상원 교통위원회 (Senate Transportation Committee) 위원장 Joseph Robach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원 교통위원회 (Senate Transportation Committee) 

위원장으로서, 저는 Cuomo 주지사님과 교통부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안전 

개선 및 뉴욕주 전 지역의 공항 운영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0만 달러를 뉴욕주 

보조금으로 할당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조금은 뉴욕주 

공항들의 경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뉴욕 주민들과 우리의 위대한 주를 방문하는 

분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주의 

공항을 개선하는 일은 뉴욕주를 위해 21세기 교통 인프라를 보장하는 다음 단계의 

일입니다.” 

 

입법부 항공 법안 당직자회의 (Legislative Aviation Caucus) 공동 의장인 Phil Boyl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법부 항공 법안 당직자회의 (Legislative Aviation 

Caucus) 위원장 겸 상무부, 경제 개발부, 중소기업 위원회 (Commerce, Economic 

Development, and Small Business Committee)의 위원장으로서, 저는 공항 현대화가 

핵심 경제 발전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뉴욕주 보조금에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는 지방 및 지역 공항에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일자리를 만들어내어 뉴욕주 전 지역의 주민들에게 더 많은 교통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입법부 항공 법안 당직자회의 (Legislative Aviation Caucus) 공동 의장인 Donna 

Lupard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항 자본 보조금 프로그램 (Airport 

Capital Grant Program)은 소규모 공항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촉매제로서 공항은 운영 현대화, 안전성 향상, 전반적인 탑승 경험 

개선을 위해 정기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입법부 항공 법안 당직자회의 

(Legislative Aviation Caucus)의 공동 의장으로서 저는 뉴욕주 공항에 대한 공약에 대해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 향후 몇년 동안 이 공약이 지켜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2017년 5월 2일부터 

이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안내 및 신청은 

https://www.dot.ny.gov/aviationgrants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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