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6월 1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노르웨이 항공(NORWEGIAN) 최초의 대서양 횡단 항공기가 스튜어트 

국제공항(STEWART INTERNATIONAL AIRPORT)에 도착한다고 발표 

 

이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왕복 직항 항공편을 제공하게 된 오렌지 카운티 공항 

 

7 월 출항 예정인 아일랜드, 노던 아일랜드, 노르웨이 왕복 노선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출발한 노르웨이 

항공(Norwegian) 최초의 대서양 횡단 항공기가 오늘 밤 8시 스튜어트 국제공항(Stewart 

International Airport)에 도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노르웨이 항공(Norwegian) 과의 

제휴관계를 통해, 에든버러 왕복 직항 항공편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선은 

오렌지 카운티의 스튜어트 공항(Stewart Airport)에서 제공하는 5 가지 항공노선 중 첫 

번째 노선입니다. 노던 아일랜드의 벨파스트, 아일랜드의 더블린 및 섀넌, 노르웨이의 

베르겐 왕복 노선 항공편은 7월부터 출항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모든 곳에서 발견되는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는 관광 명소와 여행지 등을 방문하는 연간 수백만 명의 방문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뉴욕은 관련 일자리 증가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보다 강하고 더욱 

실용적인 관광 산업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튜어트 국제공항(Stewart International 

Airport)이 노르웨이 항공(Norwegian)과 제휴관계를 맺은 것을 계기로 삼아, 저희는 

관광객과 기업 양쪽 모두를 업스테이트에 유치하고 뉴욕주 전 지역의 공항에서 교통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Cuomo 주지사가 처음으로 발표한 노르웨이 항공(Norwegian) 및 스튜어트 

국제공항(Stewart International Airport) 사이의 제휴관계로 230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연간 경제 활동 효과가 3,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 항공편 출항 외에도 보잉 737-맥스(Boeing 737-MAX) 기종 2 대가 스튜어트 

공항(Stewart Airport)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노르웨이 항공(Norwegian)은 또한 이 

공항에서 해당 항공사의 조종사와 승무원들을 위한 운영 기지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스튜어트 공항의 노르웨이 항공(Norwegian) 왕복 운항편은 다음 일정에 따라 운영될 

예정입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ew-stewart-international-airport-partnership-norwegian


•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6월 15일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여름 시즌 동안 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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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시작되는 

겨울 시즌 중엔 주 6회 운항으로 전환.  

• 아일랜드, 섀넌: 7월 2일부터 시작되는 주 2회 운항 서비스.  

• 노르웨이, 베르겐: 7월 2일부터 시작되는 주 2회 운항 서비스. 

 

스튜어트 국제공항(Stewart International Airport) 외에도 노르웨이 항공(Norwegian)은 

뉴욕시 소재 존 에프 케네디 국제공항(John F.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을 왕복하는 

항공 운항편을 제공합니다. 

 

스튜어트 공항(Stewart Airport) 행 노르웨이 항공(Norwegian) 운항편은 업스테이트 

뉴욕의 관광 명소와 여행지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부터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전 지역의 관광산업에 전례 없는 투자를 하여 

역사적인 수준의 관광객 유치와 그들이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따른 관광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2016년, 뉴욕주는 650억 달러 이상을 소비한 2억 3,900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수준의 관광객을 맞이하였으며, 3년 연속 총 1,000억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은 뉴욕주에서 4번째로 큰 고용주이며, 매년 910,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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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있고, 노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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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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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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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 항공(Norwegian)의 Thomas Ramdahl 최고 상업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 년 전, 노르웨이 항공(Norwegian)의 저가 장거리 항공편은 대서양 횡단 여행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저희는 스튜어트 국제공항(Stewart International Airport)에서 유럽의 

여러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기대해 온 항공편으로 다시 한 번 길을 열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욕에서 출발하는 두 곳의 목적지에 대한 항공편을 통해 저희는 더 

많은 관광객을 이 지역으로 유치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 냄으로써 미국의 

성장에 대한 공약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oward Zemsky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mpire State Development, ESD) 사장 

겸 최고경영자 및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아래, 

세계적 수준의 관광 명소와 여행지가 있는 우리 주를 방문객들이 점점 더 많이 방문함에 

따라 관광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르웨이 항공(Norwegian)과 

스튜어트 국제공항(Stewart International Airport)이 제휴한 덕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방문하실 새로운 국제 방문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Pat Foye 항만청(Port Authority)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노르웨이 

항공(Norwegian) 첫 비행은 스튜어트 국제공항(Stewart International Airport)과 미드 

허드슨 밸리 지역의 일자리, 관광산업, 경제 발전 등의 측면에서 혁신적인 새로운 시대의 

출범을 의미합니다. 이 공항을 거쳐 국제적인 도시들로 향하는 새로운 연결 노선은 

고객과 공항 및 이 지역의 성장에 놀라운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Bill Larki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스튜어트 국제공항(Stewart 

International Airport)에게는 홈런을 친 것과 같은 경사이며 뉴욕주의 모든 주민을 위한 

커다란 승리입니다. 허드슨 밸리 바로 이곳에 자리 잡게 된 노르웨이 항공(Norwegian)은 

우리 경제 발전 계획과 관광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스튜어트(Stewart)를 국제 항공 노선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노고에 대한 보상을 오늘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협력과 팀워크을 통해 저희는 향후 

더 긍정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Steven M. Neuhaus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노르웨이 항공(Norwegian)이 자리 잡게 될 경우 약 230 개의 일자리와 3,500만 

달러의 경제 활동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오렌지 카운티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르웨이 항공(Norwegian Air)은 경쟁력 있는 

가격대로 비행의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며 스튜어트 공항(Stewart Airport)을 여행객들을 

위한 진정한 국제 여행지로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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