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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시러큐스 핸콕 국제공항(SYRACUSE HANCOCK INTERNATIONAL 

AIRPORT)을 위한 6,240만 달러 규모의 현대화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발표  

  

활성화된 공항에 갖추어진 대형 터미널, 현대적인 발권 및 수하물 처리 절차, 새로운 공항 

외관, 승객 도착 구역 위의 유리로 된 보행자 교량 2 개 개조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전략인 “센트럴 뉴욕 

성장(CNY Rising)” 계획을 보완하는 투자  

  

여기에서 확인 가능한 활성화된 시러큐스 핸콕 국제공항(Syracuse Hancock 

International Airport)의 동영상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공사 전후 사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센트럴 뉴욕 지역에 거주하고 방문하는 여행객을 

위해 시러큐스 핸콕 국제공항(Syracuse Hancock International Airport)을 최신식 

게이트웨이로 전환하기 위한 6,24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개보수된 이 공항은 이 지역에 대한 뉴욕주의 기록적인 인프라 

투자가 지속된 공항입니다. 이 투자는 관광을 촉진시키고 실업을 줄이며, 세월의 흐름을 

견디어 낼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신식 공항은 지역의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새로운 시러큐스 핸콕 국제공항(Syracuse Hancock International Airport)은 

센트럴 뉴욕을 위한 밝은 미래로의 안내를 도울 것입니다. 이 공항은 우리가 이미 이 

지역에 설립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하여, 전 세계 관광객과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공항들이 필요한 개선 및 

서비스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로 변신해 가고 있습니다. 시러큐스 

국제공항(Syracuse International Airport) 현대화 공사의 완공으로 주민과 방문객이 

https://vimeo.com/298235604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Syracuse_International_Airport.pdf


체험하는 전반적인 여행 환경이 개선된 더 큰 규모의 터미널과 새로운 공항 외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뉴욕주 전 지역에서 

경제 개발과 관광산업 기회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공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주지사가 이 프로젝트를 처음 발표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재설계된 공항은 

더욱 현대적인 발권 및 수하물 처리 절차를 통해 원래의 구조보다 14,500 평방 피트 더 

큰 터미널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공항 외관으로 승객 도착 구역의 자연 

채광이 가능해졌으며, 터미널 전면을 따라 설치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캐노피가 

제거되었습니다. 승객 도착 구역 위의 유리로 된 보행자 다리 2 개를 개조하여, 항공권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설 필요없이 좀 더 효율적인 비행 경로가 있는 모바일 항공권을 

여행객에게 제공합니다. 테이스트 뉴욕 포장식품 키오스크(Taste NY grab-and-go 

kiosk)는 뉴욕의 식음료 생산업체를 홍보하고, 칩스, 사탕, 사과, 아이스크림, 음료수 

등과 같이 현지에서 제조되거나 재배된 스낵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여행객에게 

제공합니다.  

  

공항 외관의 경우 악천후를 견딜 수 있는 천공 강철판, 에너지 효율적인 창문, 새로운 

빗물 수집 시스템 등이 특징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적인 조명, 태양광 전지판, 추운 날씨에 대비하여 녹색 식물을 지붕에 심은 캐노피 

등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쪽에서 공항으로 진입하는 차량 운전자를 맞이하는 천공 

강철판에는 “SYR” 문자와 뉴욕주 지도의 윤곽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시러큐스 핸콕 국제공항(Syracuse Hancock International)의 재개발은 Cuomo 주지사의 

업스테이트 공항 경제 개발 및 활성화 대회(Upstate Airport Economic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competition)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엘마이라 코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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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Airport), 이타카 톰킨스 지역 공항(Ithaca Tompkins Regional Airport), 

올버니 국제공항(Albany International Airport), 플래츠버그 국제공항(Plattsburgh 

International Airport) 등도 이 사업의 일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 및 경제 개발 강화, 

운영 및 접근 개선, 환경 영향 감소, 여행객의 체험을 향상시키는 환경 개선 등을 

추구합니다.  

  

이 공항 프로젝트는 시러큐스 메츠(Syracuse Mets)가 최소한 25 년 동안 시러큐스를 

본거지로 삼으며, 센트럴 뉴욕 경제를 성장시키기위한 뉴욕주의 기록적인 대책을 

추가한다고 Cuomo 주지사가 발표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이 활동에는 

(1) 뉴욕주 박람회장(New York State Fairgrounds)의 현대화 공사, (2) 세계적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장소인 레이크뷰 원형 극장(Lakeview Amphitheater) 건설 공사, (3) 

오논다가 레이크(Onondaga Lake) 활성화 공사, (4) 다운타운 시러큐스 중심부-현재는 

매리어트 시러큐스 다운타운(Marriott Syracuse Downtown)으로 개명된 유서 깊은 호텔 

시러큐스(Hotel Syracuse)의 복원 프로젝트-에 대한 2,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syracuse-mets-commit-spend-least-25-years-syracuse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YSDOT)의 Paul A. 

Karas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센트럴 뉴욕에 대한 

공약으로 이 지역의 경제를 촉진하고 현지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했습니다. 시러큐스 

핸콕 국제공항(Syracuse Hancock International Airport)에 대한 투자는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센트럴 뉴욕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 농업부(State Agriculture)의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 프로그램이 우리 뉴욕 농장과 식음료 기업에 제공하는 

마케팅 기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지사님 5년 전에 이 프로그램을 만든 이후, 

테이스트 뉴욕(Taste NY) 프로그램은 더 많은 생산업체를 받아들이면서 성장하여, 

소비자가 맛있고 독특한 뉴욕 제품을 찾을 수 있는 장소의 수를 상당히 늘렸습니다. 

새롭게 재건축된 뉴욕주의 각 공항에 테이스트 뉴욕(Taste NY) 매장을 입주시킴으로써, 

우리는 지역 생산자들의 제품 판매를 폭 넓게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범위를 

넓히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David Valesk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핸콕 국제공항(Hancock 

International Airport)의 현대화로 승객이 체험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이 시설을 다른 

최신식 교통 허브와 긴밀히 연결합니다. 이 지역의 항공 운행 요구에 응답하여 투자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William B. Magnarelli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러큐스 공항(Syracuse 

airport)의 활성화 프로젝트는 우리 지역의 주요 교통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방문객이 

우리 도시와 지역에서 느끼는 첫 인상은 공항에서 받는 인상입니다. 센트럴 뉴욕을 위한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Pamela Hunt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러큐스 핸콕 

국제공항(Syracuse Hancock International Airport)의 개조 공사가 마침내 

완공되었습니다. 이는 시러큐스 시와 센트럴 뉴욕의 모든 주민을 위한 훌륭한 

투자였습니다. 우리 공항을 처음으로 이용하는 방문객의 경우 이제 편리한 편의 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공항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개조 공사로 핸콕 공항의 실용성과 공항 

외관이 개선되었습니다. 여행객이 전 세계로 여행하고 있기 때문에, 센트럴 뉴욕은 

심지어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것이 확실합니다.”  

  

Al Stirp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 개조된 시러큐스 핸콕 

국제공항(Syracuse Hancock International Airport)은 더욱 효율적인 탑승과 보다 

안전하고 보안이 철저한 시설을 통해, 주민 가족과 기업을 세계와 더 잘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21세기 시설은 우리 경제를 강화하고 관광산업을 촉진하며, 

향후 오랜 기간 여행객이 체험하는 여행 환경을 상당히 개선할 것입니다.”  



  

오논다가 카운티의 Joanie Mahoney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시러큐스와 센트럴 뉴욕을 위한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새롭게 개선된 

시러큐스 핸콕 국제공항(Syracuse Hancock International Airport)은 계속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업스테이트 바로 여기의 관광산업을 촉진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주지사님의 리더십 덕분에, 뉴욕은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시러큐스 시의 Ben Walsh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러큐스 공항의 현대화는 우리 

도시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에서 부상하는 리더로서의 시러큐스의 위상을 강화합니다. 새롭게 개보수된 공항은 

전 세계 여행객을 맞이하여, 뉴욕의 관광산업에 기여하고 시러큐스를 계속 발전시킬 

것입니다. 시러큐스 최고의 날이 앞으로 다가온다는 또 다른 표시입니다.”  

  

또한 오논다가 역사학회(Onondaga Historical Association)의 지원으로 설계된 새로운 

지역 항공 역사 박물관(Regional Aviation History Museum)이 교육용 디스플레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시각적 연대기, 공항의 과거와 함께 하는 역사적인 인물들을 

전시하면서 대중교통 센터(transit center) 내에서 오늘 개장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비용 6,240만 달러 중 3,580만 달러는 주정부가 제공했습니다. 1,490만 

달러는 연방 정부가 제공했으며, 1,170만 달러는 시러큐스 지역 공항청(Syracuse 

Regional Airport Authority)과 오논다가 카운티가 제공했습니다.  

  

1949년부터 상업 항공 운행을 개시한 시러큐스 핸콕 국제공항(Syracuse Hancock 

International Airport)은 매일 항공기 53 대의 도착과 53 대의 출발을 처리합니다. 연방 

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 공항은 2017년에 

탑승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센트럴 뉴욕 성장(CNY Rising) 계획 촉진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을 보완합니다. 뉴욕주는 이미 2012년부터 

글로벌 시장 기회 활용, 기업가 정신 강화, 포괄적 경제 창출 등 이 계획에 대한 준비 

작업을 위해 이 지역에 약 56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지고, 기업들은 

성장하고 투자하기 위한 근거지로 시러큐스, 오스위고 및 오번 같은 곳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가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투자는 민간 기업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이 지역의 계획은 제출된 대로 최대 5,9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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