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1월 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엘마이라 코닝 지역 공항(ELMIRA CORNING REGIONAL 

AIRPORT)의 6,150만 달러 규모 현대화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발표  

  

확장된 터미널, 개선된 수하물 처리 시설, 강화된 보안, 새로운 식음료 옵션 등을 갖춘 

새롭게 개보수된 공항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사업을 보완하는 투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공사 전후 사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더욱 쉽게 여행할 수 있고 서던 티어 전 지역의 

경제적인 기회를 촉진하는 21 세기 게이트웨이로 엘마이라 코닝 지역 공항(Elmira 

Corning Regional Airport)을 전환하기 위한 6,15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설계된 공항은 약 60 퍼센트 확장된 터미널 건평, 차량 300 대 규모의 

추가 주차 공간, 새로운 식음료 옵션, 탑승하기 위해 여행객들이 활주로를 걸어서 

통과하여 비행기에 닿을 필요가 없도록 준비한 추가적인 탑승교 등을 갖춘 더욱 커진 

터미널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지역 전체의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종합적인 대책인 Cuomo 주지사의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사업을 계속 지원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항은 우리 지역의 현관입니다. 새로운 엘마이라 

코닝 지역 공항(Elmira Corning Regional Airport)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방문객과 주민 

모두를 따뜻하게 환영하는 최신식 시설을 제공합니다. 관광객에게 좋은 첫인상을 주는 

데 공항보다 나은 곳은 없습니다. 이 활성화된 공항은 이 지역이 제공하는 관광산업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기회를 관광객들이 둘러볼 수 있도록 서던 티어의 모든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늘의 개관식에 참석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마이라 코닝 

지역 공항(Elmira Corning Regional Airport)을 현대화하기 위한 이 중대한 투자로 터미널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Elmira_Airport_Photos_v2.pdf


 

 

공간을 확장하고 여행객이 체험하는 전반적인 여행 환경을 개선합니다. 이 공항은 

소규모의 오래된 공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 방안으로 승객을 위한 녹지 공간과 

식음료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경제를 촉진하고 이 지역에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 공항의 개조 프로젝트로 서던 티어에서 우리의 경제 개발 활동을 지속합니다.”  

  

현대화 프로젝트가 완료됨에 따라, 터미널의 건평이 55,000 평방 피트에서 88,000 평방 

피트로 늘어났습니다. 테이스트 뉴욕 포장식품 키오스크(Taste NY grab-and-go kiosk)는 

뉴욕의 식음료 생산업체를 홍보하여 메이플 나무, 꿀, 콩코드 포도 생산품과 같은 선물 

품목 외에도 현지에서 생산한 스낵, 커피, 차, 유제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여행객에게 제공합니다. 12월에 문을 여는 완전히 새로운 테이스트 뉴욕 바(Taste NY 

Bar)는 뉴욕주 수제 주류 제품을 교대로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이 공항은 이제 또한 승객 구역을 더 잘 감시하기 위한 최첨단 카메라를 포함하여 강화된 

보안 조치뿐만 아니라 늘어난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건축 및 재생 가능한 에너지 기술로 지어진 새로운 안뜰 세 곳이 이 지역의 

경관을 보여줍니다. 검색대를 통과한 곳에 위치한 안뜰의 경우, 여행객이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 둘러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곳은 보안이 철저한 레스토랑을 지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뜰은 수하물을 찾으면서 TSA 차선으로 가는 도중에 볼 수 

있습니다. 비행 정보를 표시하고 여행객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에너지 효율적인 조명 및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유리도 설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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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업스테이트 뉴욕 공항들의 

현대화 공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엘마이라 코닝 지역 공항(Elmira Corning 

Regional Airport)에 대한 이 투자 덕분에 향후 오랜 기간 이 지역 경제의 행운이 지속되며 

서던 티어 부흥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6,150만 달러입니다. 이중 4,000만 달러는 뉴욕주가, 1,500만 

달러는 연방 정부가 지원했으며 현지 기관에서 추가로 650만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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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mas O'Mar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마이라 코닝 지역 

공항(Elmira Corning Regional Airport)은 우리 지역 항공 산업의 초석입니다. 지역 경제 

및 현지 지역사회 전체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엘마이라 코닝 지역 공항(Elmira Corning Regional Airport)은 일자리를 만들고 서던 

티어를 더욱 경쟁력있게 만들며, 이 지역 전체 지역사회에 경제 성장과 기타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지역 항공 인프라의 주요 개보수 공사는 서던 티어를 위한 

다수의 중요한 단기 및 장기적 수익 창출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셔멍 카운티의 Thomas Santulli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우리 공항 터미널에 투자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설이 우리 지역의 관문이 되어, 우리 비즈니스 환경과 관광산업 인프라를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현지 지역사회는 서던 티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이고 

아름다운 시설에 대해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1960년에 건설된, 원래 비좁았던 이 공항은 노후되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승객이 식품이나 음료를 살 수 있는 곳을 포함하여 기본적인 승객 편의 시설이 

부족했습니다. 공항의 탑승교 2 대는 너무 낮아서 대형 항공기를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승객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활주로를 걸어서 지나가야 했습니다.  

  

이 공항의 재개발 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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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러큐스 핸콕 국제공항(Syracuse Hanc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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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omo 주지사의 업스테이트 공항 사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셔멍 카운티는 

전체 시설을 완벽하고 현대적인 외관으로 만들기 위해 공항의 타워를 재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월말에 완공될 예정인 이 프로젝트는 연방 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이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엘마이라 코닝 지역 공항(Elmira Corning Regional Airport)에서는 비행기가 매일 평균 8 

회 도착하고 8 회 출발합니다. 이 공항에서 운항하고 있는 항공사는 델타 항공(Delta), 

얼리전트 항공(Allegiant), 유나이티드 항공(United) 등입니다. 이 공항에서는 2017년에 

126,427 명이 탑승했으며 2018년에는 14만 명이 넘게 탑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사업 촉진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서던티어 지역의 종합 발전 

계획인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사업을 보완합니다. 재능 있는 인력을 

유치하고, 기업을 성장시키며, 혁신을 추진하면서, 이 계획을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주에서는 이미 2012년 이래로 이 지역에 62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시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졌고, 

기업들은 빙엄턴, 존슨시티, 코닝 등을 성장과 투자를 도모할 지역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는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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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으로 “서던 티어 부흥 (Southern Tier Soaring)”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규모 투자는 25억 달러를 훨씬 넘는 민간 사업체의 투자를 불러올 

것이며 이 투자금들이 발표되면 이 지역에 최대 10,2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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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s://esd.ny.gov/southern-tier-soaring-uri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it.cwnls.com/app/itpage.nsf/unsubscribe.xsp?action=unsubscribe&id=1100PRES9EA1A3DA93ED839085258339005F77DC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