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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7월월월월 1일까지일까지일까지일까지 2억억억억 달러달러달러달러 규모의규모의규모의규모의 공항공항공항공항 재설계재설계재설계재설계 공모전공모전공모전공모전 신청을신청을신청을신청을 접수한다고접수한다고접수한다고접수한다고 

발표발표발표발표 

 

이이이이 자금으로자금으로자금으로자금으로 21세기세기세기세기 Upstate 상용상용상용상용 여객여객여객여객 및및및및 화물화물화물화물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공항을공항을공항을공항을 구상하는구상하는구상하는구상하는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투자투자투자투자 
가속화가속화가속화가속화 

 

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접수접수접수접수 마감은마감은마감은마감은 7월월월월 1일까지일까지일까지일까지 이며이며이며이며 적격적격적격적격 공항공항공항공항 신청신청신청신청 접수는접수는접수는접수는 여기를여기를여기를여기를 클릭클릭클릭클릭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새로운 2억 달러 규모의 Upstate 공항 경제 

개발 및 활성화 대회를 진행하는 중이며 오는 7월 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에는 Upstate 상업 여객 및 화물 서비스 공항에 대한 투자를 

촉진, 활성화 및 가속화하는 제안을 낼 것을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1억 9,0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이 계획은 LaGuardia 및 John F. Kennedy 공항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Master Plan Design Competition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Downstate의 혁신적인 

노력을 토대로 이뤄진 것입니다. 나머지 1,000만 달러는 주 전역에 걸쳐 작은 공항의 

안전, 인프라 및 경제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주지사의 Aviation Capital Grant 

Program을 통해 할당됩니다.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는 "우리의 Upstate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은 이 뉴욕주의 미래 경제적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Upstate 공항을 21세기의 교통 

허브로 바꿈으로써 이 시설을 통해 다음 세대가 지역 경제에 대한 경제적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정부는 뉴욕주 곳곳에 일자리와 기회를 낳는 똑똑한 투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심이 있다면 지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욕주 교통부가 관리하는 이 새로운 투자 기회는 예약된 상용 정기 항공 및/또는 화물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거나 앞으로 제공하기로 제안한 Upstate 공용 공항의 모든 

소유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주정부는 최소 5개 프로젝트에 최대 4,000만 달러의 

프로젝트 보조금을 교부할 것입니다. 이 대회에 대한 자금은 5개년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Capital Plan의 새로운 211억 달러가 포함됩니다. 뉴욕주 교통부는 7월 

1일까지 본 대회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신청에 관심이 있는 적격 대상자는 

여기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적격 사업 활동으로는 소매, 호텔 및 컨퍼런스 센터의 개발, 향상된 고속도로 및 공항 

교통 접근로, 강화된 보안 심사, 터미널 확장 및 재건, 활주로 확장 및 재건, 최첨단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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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홀과 통로, 항공 관련 기술 인큐베이터를 개발하는 관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투자 기회의 고려 대상이 되려면 적격 신청자는 제안된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범위, 일정 및 비용을 자세히 기술한 최초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프로젝트 제안은 업계 전문가 패널이 검토합니다. 고려 대상으로 채택된 

해당 프로젝트 제안은 추가 자금 지원에 대한 적용 여부를 개발하는 NYSDOT로부터 

컨설턴트 서비스 지원을 받게 됩니다. 

 

Matthew J. Driscoll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교통부교통부교통부교통부 국장국장국장국장은 "Upstate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Cuomo 주지사의 지도력과 비전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전 Upstate 

시장이었던 저는 경제 발전, 지역의 안정과 커뮤니티 관점에서 공항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Upstate 시가 세계적인 경쟁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뉴욕주의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Upstate 공항 경제 개발 및 활성화 대회 자금 조달에 대하여 채택된 제안은 설계 혁신, 

여객 편의 시설과 고객 경험 향상 제공, 화물 시설 증설, 개인의 참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장기 일자리 창출, 공항을 주변으로 한 경제적 기회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집니다. 

 

뉴욕주 교통부는 7월 1일까지 본 대회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신청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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