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OMO 주지사는 항공 및 철도 안전,
만 달러 발표
안전 보안 및 경제 개발 프로젝트에 2,600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국가 자금 2,680만 달러가 철도 및 항공 안전, 보안 및 경제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쓰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금은 주 전체 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투자에 약 3,600만 달러를 생성할 것입니다.
“뉴욕은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관광의 목적지입니다. 이 자금은 우리 주로 혹은 주
안에서의 이동이 안전하고 더 편리하고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교통 인프라에 투자함으로써, 더 나은 또한 뉴욕에 걸쳐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철도 및 항공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는 국가의 여객 및 화물 철도 지원 프로그램에서 1,780만 달러의 자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안전 및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65 마일의 철도 및 잠금을 수리 및 교환하고 철도 건널목 및 교량을
회복하고 새로운 연결을 구성할 것입니다.
국가는 또한 주지사의 항공 자본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26개의 항공 프로젝트에 900만 달러를
수여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택시 차선 스트라이핑 및 표시, 활주로와 비행장 유지 보수, 자동
기상 관측소의 설치를 포함하여 공항의 안전과 보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 기금이 혜택을 줄
다른 공항 관련 개선 사항은 신규 및 기존 공항 터미널 및 항공기 격납고의 건설 및 재활을
포함합니다.
“취임 이후, Cuomo 주지사는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주의 경제 발전 청사진의 초석을
다졌습니다.”라고 교통국 국장 Joan McDonald가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시장에서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철도 및 공항 인프라의 갱신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입니다.”
오늘 할당된 자금은 국가의 2014-15 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자금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는 경쟁
권유 과정을 통해 선정 및 프로젝트의 자격, 국가 철도 및 항공 계획, 지역 경제 혜택 및 추가 투자를
활용 할 수 있는 기능과의 일관성을 포함하여 설정된 기준에 따라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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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및 화물 철도 지원 프로그램 수상 – 1,790만
만 달러
North Country/Mohawk Valley
• Oneida 카운티, Utica의 Adirondack 철도 보존회는 Adirondack 경치 철도를 위해 Utica에
있는 시설 수리 및 보수를 위해 791,000 달러를 받았습니다;
• Genesee 카운티, Batavia의 Mohawk, Adirondack and Northern Railroad Corp.는 Lyons
폭포와 Rome Branch 라인에서 배수구 및 교량을 복구하기 위해 567,000 달러를 받았습니다.
두 철도 횡단도 복원될 것입니다.
Mid-Hudson 지역
• Kennett Square, Pa., Middletown & New Jersey Railroad LLC은 Orange 카운티의 철도 노선
복원을 위해 19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Central New York
• Otsego 카운티, Cooperstown의 Syracuse, Binghamton and New York Railroad Corp.는
Renwick Avenue 교량의 복원을 위해 262,600 달러를 받았습니다 ;
• Otsego 카운티의 Cooperstown의 New York, Susquehanna and Western Railroad Co.은 노선,
잠금, 표면을 개선하기 위해 23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Finger Lakes 및 Western New York
• Genesee 카운티 Batavia의 Depew, Lancaster & Western Railroad Co.는 Batavia 엔진
하우스를 제 2 기관차를 수용하는 곳까지 연장하고 이동 창고까지 포장 및 보안을 추가하기
위해 145,000달러를 받았습니다;
• Livingston 카운티 Lakeville의 Livonia, Avon and Lakeville Railroad Corporation는 Livingston
카운티 Avon의 Spring Street 철도 교량을 교체하기 위해 707,658 달러를 받았습니다;
• Genesee 카운티 Batavia의 Falls Road Railroad Co.는 Monroe, Orleans와 Niagara 카운티의
배수구 및 교량을 복구하기 위해 466,000 달러를 받았습니다;
• Cattaraugus 카운티 Salamanca의 Chautauqua, Cattaraugus, Allegany and Steuben South Tier
확장 철도 당국은 Cattaraugus 카운티의 철도 트랙을 복구하기 위해 19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 Norfolk, Va.의 Norfolk Southern Railway는 Buffalo의 Bison 야적장의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연결과 복선 건설을 위해 33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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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ern Tier
• Otsego 카운티 Cooperstown의 Central New York Railroad는 Delaware와 Broome 카운티의
철도 트랙 복구를 위해 31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뉴욕시
• Queens 카운티 Jamaica의 Long Island Rail Road는 Cypress길 철도 다리를 재건하기 위해
230 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항공 자본 보조금 프로그램 수상 - 9백만
백만 달러
North Country
• Saratoga 카운티 Queensbury의 Floyd Bennett Memorial 공항은 10,000 갤런 탱크의
항공급유설비와 유출 억제지역의 개선을 위해 550,000달러를 받았습니다;
• Essex County North Elba의 Lake Placid공항은 기존의 five-만 격납고에 five-만 격납고를
추가하기 위해 391,000달러를 받았습니다;
• Franklin 카운티 Malone의 Dufort 공항은 자가 항공 급유 설비 설치를 위해 234,000달러를
받았습니다;
• Massena, St. Lawrence County의 Massena 국제공항은, 터미널 주차장의 확장 및 도로
재포장을 위해 32만4천달러를 받았습니다;
• Hounsfield, Jefferson County의 Watertown국제공항은, 보안시스템강화를 위해
32만1천달러를 받았습니다.

수도권
• Colonie, Albany County의 Albany국제공항은 급유설비보안과 안전개선을 위해 241,902
달러를 받았습니다;
• Milton, Saratoga County의 Saratoga County공항은 여섯단위의 격납고 건설을 위해
630,000달러를 받았습니다.

Mid-Hudson 지역
• Bethel, Sullivan County의 Sullivan County 국제공항은, 추가적인 기업 대량 격납고 건설을
위해 891,000 달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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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warsing, Ulster County 의 Joseph Y. Resnick 공항은 고정시설운영사업과 격납고 유지를
위해399,600달러를 받았습니다;
• Montgomery, Orange County의 Orange County공항은 유도로의 표시 및 선 재표시를 위해
15,200달러를 받았습니다;
• Wallkill, Orange County의 Randall공항은 터미널건물 구조 개선을 위해 238,500 달러를
받았습니다;
• Warwick, Orange County의 Warwick Municipal공항은 연료분배시스템 향상을 위해 22,500
달러를 받았습니다.

Central New York
• Eaton and Madison, Madison County의 Hamilton Municipal공항은 터미널 격납고 재건을
위해 477,000 달러를 받았습니다;
• Skaneateles, Onondaga County의 Skaneateles비행장은 안전개선과 자동 기상 관측 장치
설치를 위해 178,200달러를 받았습니다.

Finger Lakes 지역
• Canandaigua, Ontario County의 Canandaigua공항은 위생하수구 확장을 위하여 525,000
달러를 받았습니다;
• North Dansville, Livingston County의 Dansville Municipal 공항은 격납고 문 복원을 위해
444,600 달러를 받았습니다 ;
• Seneca Falls, Seneca County의 Finger Lakes 지역공항은 제설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157,500달러를 받았습니다;
• Milo, Orange County의 Penn Yann-Yates County공항은 8,400평방피트의 8개만 격납고
건설을 위해 485,100달러를 받았습니다;
• Barre, Orleans County의 Pine Hill공항은 제설장비와 활주로 유지장치 구매를 위해
42,000달러를 받았습니다.

Southern Tier
• Big Flats, Chemung County의 Elmira Corning 지역공항은 터미널 확장과 일반 항공터미널
주차장재건을 위해 929,000 달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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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rnellsville, Steuben County의 Hornell 지방 공항은 저장탱크와 연료장비교체를 위해
172,784 달러를 받았습니다;
• Lansing, Tompkins County의 Ithaca Tompkins지역공항은 충돌, 화재 및 구조건물의 지붕
교체를 위해 120,000 달러를 받았습니다.

Western New York
• Cheektowaga, Erie County의 Buffalo Niagara국제공항은 항공화물조명의 다이오드 발광
조명설치를 위해 328,000 달러를 받았습니다;
• LeRoy, Genesee County의 LeRoy 공항은 격납고와 항공관제 사무실 공간 재건을 위해
596,300달러를 받았습니다;
• Wellsville, Alleghany County의 Wellsville공항은 격납고 복구를 위해 89,000 달러를
받았습니다.

Long Island
• East Farmingdale, Suffolk County의 Republic 공항은 에너지 효율적인 조명 시스템을 지닌
주요 터미널 건물의 개조를 위해 169,000 달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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