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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6년 6월 8일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공항공항공항공항 인프라인프라인프라인프라 개선을개선을개선을개선을 위한위한위한위한 10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발표발표발표발표 
 

보조금으로보조금으로보조금으로보조금으로 전주전주전주전주 공항공항공항공항 투자를투자를투자를투자를 뒷받침뒷받침뒷받침뒷받침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의 공항 자본 프로젝트 개선을 위해 1000만 

달러가 교부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지사의 항공 자본 교부금 프로그램에 의거한 이 

보조금은 주 전역의 안전, 인프라 및 경제 개발 프로젝트들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우리 공항들은 뉴욕주의 관문으로서 주 전역의 커뮤니티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주요 동인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우리 공항들을 

수 백만 여행자를 위해 더 안전하고 접근성이 높게 만들어 앞으로 오랫 동안 생존 가능한 

교통 허브와 경제 엔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교통부교통부교통부교통부 장관장관장관장관 Matthew J. Driscoll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저는 공항 현대화를 

상위 경제개발 우선순위로 인정하신 Cuomo 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 투자는 공항 

인프라 및 안전을 향상시키고 공항 사용자들을 위해 더 좋은 경험을 창조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경쟁 소구 절차를 통해 20개 신청 공항에 1000만 달러를 교부하였습니다. 이 

투자로 기존 공항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고, 추가 격납고 공간을 건설하고, 향후의 승객 

수요를 수용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방항공청을 통한 가용 자금과 지역 기금을 

넘는 공항 니즈를 충족할 것입니다. 이 주 이니셔티브를 통해 민간 및 지역 기금으로 추가 

870만 달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수령 공항 및 교부금의 리스트: 
 

주도주도주도주도 지구지구지구지구 

• Albany International, Albany 카운티 - 터미널 램프 제빙 배수 시스템 

교체를 위한 $616,000 
 

• Columbia County Airport, Columbia 카운티 - 안전 관련 T-격납고 개선을 

위한 $463,503 
 

• Schenectady County Airport, Schenectady 카운티 – 관제탑 캡 장비 

업그레이드를 위한 $1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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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중부중부중부중부 지역지역지역지역 

• Chase Field, Cortland 카운티 - 신규 Jet-A 연료 시설 설치/기존 연료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490,500  
 

Finger Lakes 지역지역지역지역 

• Canandaigua Airport, Ontario 카운티 – 재래식 격납고 건설을 위한 
$720,000 
 

• Finger Lakes Regional Airport, Seneca 카운티 - 재래식 격납고 건설을 

위한 $720,000 
 

• Genesee County Airport, Genesee 카운티, 능력 증강 창고형 T-격납고 

건설을 위한 $498,750 
 

• Greater Rochester International Airport, Monroe 카운티 - 기존 격납고 및 

관련 항공기 파킹 에이프런의 재활을 위한 $428,000 
 

Long Island 지역지역지역지역  

• Francis S. Gabreski Airport, Suffolk 카운티 - 자가 추진 공항 마킹 차량 

구입을 위한 $70,000 
 

Mid-Hudson 지역지역지역지역 

• Dutchess County Airport, Dutchess 카운티 – 공항 터미널 건물 개조를 

위한 $889,650 
 

• Orange County Airport, Orange 카운티 – 기업 창고 격납고를 위한 
$882,000 
 

• Warwick Municipal Airport, Orange 카운티 - 활주로 가장자리 수리 및 

재포장을 위한 $23,400 
 

• Sky Acres Airport, Dutchess 카운티 - 셀프서비스 Jet-A 급유장 설치를 

위한 $139,875 
 

Mohawk Valley 지역지역지역지역 

• Fulton County Airport, Fulton 카운티 – 에너지 효율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시설 개선을 위한 $13,500 
 

• Griffiss International Airport, Oneida 카운티 – 공항 노즈 도킹 공간 확장을 

위한 $5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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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Country 지역지역지역지역 

• Adirondack Regional Airport, Franklin 카운티 - 15,000 갤런 Jet-A 탱크 및 

분배 시스템을 포함한 연료장 업그레이드를 위한 $258,300 
 

• Plattsburgh International Airport, Clinton 카운티 - 공항 노즈 도킹 공간 

재활을 위한 $760,000 
 

Southern Tier 지역지역지역지역 

• Elmira Corning Regional Airport, Chemung 카운티 – 기존 연료장 이전을 

위한 100만 달러 
 

• Ithaca-Tompkins Regional Airport, Tompkins 카운티 – 비행학교 건물 

건축을 위한 $619,935 
 

• Sidney Municipal Airport, Delaware 카운티 – 재래식 격납고 신축을 위한 
$675,000 

 
 

이 보조금은 2016-17 예산 합의에 포함된 신규 2억 달러 업스테이트 공항 경제개발 및 

재활성화 대회에 추가된 것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업스테이트 상업 승객 및 화물 

서비스 공항에 대한 투자를 진흥, 재활성화 및 가속화하기 위한 제안을 소구할 것입니다. 

주정부는 최소 5개 프로젝트에 최대 4000만 달러의 프로젝트 보조금을 교부할 것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Cuomo 지사의 LaGuardia 및 John F. Kennedy 공항을 위한 마스터플랜 

설계 공모의 성공뿐만 아니라 다운스테이트에서 이미 진행 중인 탈바꿈 노력의 성공을 

토대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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