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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새롭게 이름지은 이타카 톰킨스 국제공항(ITHACA TOMPKINS 

INTERNATIONAL AIRPORT, ITIA)에서 3,480만 달러 규모의 현대화 및 확장 공사 완료 

발표  

  

승객의 편의시설 및 보안 강화를 통한 편의성 향상 및 지역 사업 지원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전략인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사업을 보완하는 투자  

  

새 공항의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3,480만 달러 규모의 이타카 톰킨스 국제공항(Ithaca 

Tompkins International Airport) 현대화 및 확장 프로젝트 완공을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활성화된 이 시설은 승객들에게 새로운 여객 터미널 게이트와 탑승 교량이 있는 대형 

터미널, 향상된 보안 전략 등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서던 

티어(Southern Tier)의 여행을 쉽게 만들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항은 주 전역에서 지역으로 통하는 새로운 

관문이며, 지역 경제가 21세기 및 그 이후에도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공항을 최첨단 국제 교통 허브로 변모시킴으로써 우리는 관광 및 비즈니스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향후 수십 년간 서던 티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항 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여객 터미널 크기가 약 두 배 늘어났고 새로운 게이트와 

승객 탑승 교량을 추가되었습니다. 공항에는 충전소가 있는 넓은 대기실, 추가 좌석, 보다 

효율적인 승객 체크인 및 수하물 처리, 추가 좌석, 보안대 통과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식음료 코너, 추가적인 소매점 및 실내 어린이 놀이 공간 등 향상된 보안 대책과 현대적인 

승객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면 입구와 터미널 통로 위의 새로운 캐노피가 

설치되어 악천후로부터 여행객을 보호합니다.  

  

공항 프로젝트는 업스테이트 공항 경제 개발 및 활성화 대회(Upstate Airport Economic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Competition)의 일환으로 주정부 기금 1,420만 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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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받았습니다. 연방 기금 1,000만 달러와 톰킨스 카운티 자금 1,060만 달러로 나머지 

자금을 충당했습니다.  

  

리노베이션은 공항의 장기 경제적 활력을 개선할 뿐 아니라 승객 경험을 향상하고 

보안을 강화하며 국제 여행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United Airlines), 아메리칸 항공(American Airlines) 및 델타 

항공(Delta Airlines) 등 대형 항공사 3곳이 취항하며, 650개 이상의 글로벌 연결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타카 톰킨스 국제공항(Ithaca Tompkins International 

Airport)은 지난 12개월 동안 승객의 수가 10 퍼센트 증가하는 등 대규모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제는 공항의 현대화 및 확장에 따라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항 현대화는 글로벌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의 능력을 지원하고 현재 여행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시설 업그레이드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승객 대기 공간을 8,500 평방피트로 확장하여 승객의 보안 운영을 간소화하고 

효율성 향상. 보안 검사 포인트를 재배치 및 운송 보안 관리 사무소(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가 이전. 포스트 9/11 보안 요구 사항에 대한 민원에 

맞추어 수하물 검사 업데이트.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또 다른 승객 보안 검색 

레인이 추가. 직원 및 심사 작업을위한 별도의 운송 보안 관리 사무소(TSA) 공간 

추가.  

• 항공사 사무실 공간 구조 변경 및 터미널 동쪽 6,000 평방피트 규모의 추가 공간 

중 일부로 수하물 검사 공간 확장.  

• 비행기 탑승 브리지를 탑재한 네 개, 지상 탑승이 가능한 두 개를 포함해 여섯 개의 

새로운 여객 터미널 게이트. 과거 공항에는 탑승 브리지 게이트 한 개와 지상 탑승 

게이트 다섯 개가 있었습니다.  

• 항공기 탑승 및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 승객 탑승교 세 개 추가로, 공항 총 

탑승교 숫자를 다섯 개로 증가.  

• 주요 입구에 1,700 평방피트 크기의 공간 추가, 승객 순환을 개선하고 티켓 대기 

행렬에 공간을 더 제공하기 위한 티켓 카운터 확장.  

• 5,000 평방피트 크기의 새 연방 세관 시설(Customs Facility) 건설.  

• 초고속 와이파이, 블루투스 연결성 및 충전기와 콘센트가 달린 새롭고 현대적인 

좌석을 포함한 기술 업그레이드.  

• 보안 검색 전에 있는 카페 확장 및 4,000 평방피트 크기의 매점 공간 추가 등 식품 

서비스 강화.  

• 공항 제어 타워를 복제한 실내 놀이 공간, 올라가거나 미끄럼을 탈 수 있는 대형 

플라스틱 튜브, 대형 틱 택 토, 게임 및 교육 활동을 위한 인터랙티브 터치스크린 

키오스크, 거품 바닥 표면을 갖춘 실내 놀이 공간.  



 

 

• 입구와 터미널로 가는 통로에 새로운 반투명 곡선 탑 캐노피 구조, 버스, 택시, 

셔틀 승객 대기용 방한, 방습 정류장.  

• 태양 에너지 캐노피를 씌운 터미널 주차장용 주차 시스템.  

• 새로운 배관, 냉난방 환기(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HVAC), 화재 

보호, 기계, 전기 시스템.  

• 터미널 및 세관 시설에서 천연 가스 사용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지열 수자원 난방 

펌프 시스템.  

  

톰킨스 카운티는 공항 재개발의 일환으로 공항 부지에 53 에이커 규모의 공항 물류 

공원(Airport Logistics Park)을 개발 중입니다. 공원 시설에는 뉴욕주 교통부(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유지 보수 시설, 톰킨스 통합 지역 교통 사무실(Tompkins 

Consolidated Area Transit) 및 기타 미래의 임차인을 위한 공간이 포함됩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YSDOT)는 이타카의 

카유가 레이크 인렛(Cayuga Lake Inlet)에서 공항으로 유지 보수 시설을 이전하여, 7.6 

에이커 규모의 핵심 워터프론트 부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950만 달러 

규모의 시설이 내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카유가 레이크(Cayuga Lake) 부지 제한이 

풀리면 이타카에 새로운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비즈니스 및 관광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공항으로의 이주는 뉴욕주 교통부(NYSDOT)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고 이타카 시의 핵심 

워터프론트 부지 7.6 에이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부지는 카유가 워터프론트 

트레일(Cayuga Waterfront Trail)과 맞닿아 있으며, 카유가 레이크(Cayuga Lake)와 인기 

있는 이타카 파머스 마켓(Ithaca Farmer's Market) 의 바로 남쪽에 위치합니다. 이 부지는 

내년에 경매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기존 교통 유지 시설은 1956년에 만든 것으로 낙후되었으며 현재 운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15 에이커 규모의 공항 부지는 2020-21개의 겨울시즌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는 주, 미국연방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톰킨스 타운, 랜싱 타운 간 협력의 결과입니다.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Marie Therese Domingu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뉴욕주 전역의 공항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를 진행하여, 항공 여행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상업 성장을 촉진하며, 우리 

지역사회와 기업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현대화된 이타카 톰킨스 

국제공항(Ithaca Tompkins International Airport)은 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경험을 

제공하면서 지역 전체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Tom O'Mar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톰킨스 공항(Ithaca Tompkins 

Airport)의 확장 및 현대화는 이 지역을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지역 경제의 



 

 

기초를 강화합니다. 이 사업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서던 티어의 전체 인프라에 대한 

투자입니다."  

  

James L. Seward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타카 톰킨스 국제공항(Ithaca 

Tompkins International Airport)은 우리 지역 경제의 핵심이며, 이번 업그레이드는 시설의 

지역적 가치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대학, 관광 명소 및 기업들이 공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핵심 인프라 구성 요소에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댈 

여행자들은 이타카 톰킨스 국제공항(ITIA)에 내려올 때 중요한 곳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 프로젝트는 그 인상을 전달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Pam Helming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타카 톰킨스 국제공항(Ithaca 

Tompkins International Airport)의 확장과 현대화 사업의 완공은 우리 지역의 경제에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주정부에 의한 이러한 투자는 랜싱 타운과 

그레이터 이타카 지역사회에 사업 기회를 키울 기회를 주는 한편,우 이 공항을 이용하는 

많은 여행객들에게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공항 업그레이드는 

개선을 통해 또한 카유가 레이크(Cayuga Lake)에 대한 더 큰 환경 보호를 제공합니다. 

Mike Hall 공항 디렉터, 톰킨스 카운티 의회(Tompkins County Legislature), Ed LeVigne 

랜싱 타운 슈퍼바이저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원 교통위원회(Senate Committee on Transportation)의 위원장인 Tim Kenned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업스테이트 공항의 현대화 및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지해주신 Cuomo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새롭게 탄생한 세계적 수준의 이타카 

톰킨스 국제공항(Ithaca Tompkins International Airport)은 서던 티어 및 주 전역에서의 

경제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할 것입니다."  

  

Barbara Lifto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항 현대화는 엄청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것은 이타카, 서던 

티어, 뉴욕 주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중요한 공항 자금을 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어 매우 기뻤습니다. 공항 재활성화는 전 지역에서 주 및 지방 경제에 도움을 

주며 경제적, 관광업적 기회를 확장할 것입니다. Mike Hall 공항 이사, Martha Robertson 

톰킨스 카운티 의회 의장, 이것이 가능하도록 지역적으로 관여하신 많은 사람들, 주 

전역과 여기 서던 티어에서 인프라와 공항을 재활성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시는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하원 교통 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Transportation)의 William Magnarelli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이타카 톰킨스 국제 공항(Ithaca Tompkins International 

Airport)의 개조 및 확장 공사의 완공을 통해 이 지역은 더 많은 승객과 항공편을 유치 할 

수 있도록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더 나은 여행 경험을 창출하는 것은 경제적 

성장과 함께 서던 티어 주민들에게 더 많은 여행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타카 시장 Svante Myrick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타카 톰킨스 국제공항(Ithaca 

Tompkins International Airport)을 방문객과 지역 여행자들 모두에게 환영받는 세계적 

수준의 시설로 변화시키는데 지원을 보내주신 주정부와 주지사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톰킨스 카운티의 지도자들은 이타카 및 주변 지역으로 들어오는 관문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노력과 투자에 감사드립니다."  

  

톰킨스 카운티 의회(Tompkins County Legislature)의 Martha Robertson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터미널을 갖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는 관대한 

지원을 보내주신 주지사, 프로젝트를 시간과 예산 내에 완료해주신 노조원, 올 한 해 동안 

건설을 진행하면서도 공항을 운영해주신 Mike Hall 공항 매니저 및 그의 놀라운 

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새로운 터미널이 태양광 지원 지열 시스템을 

채택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톰킨스 

카운티의 헌신을 보여주는 21세기형 관문입니다."  

  

Mike Hall 공항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타카 톰킨스 국제공항(Ithaca 

Tompkins International Airport)을 지원해주신 Andrew Cuomo 주지사께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주정부 기금은 일련의 보조금으로 이어졌고, 이 시설을 진정한 

국제공항으로 변모시킬 수 있었습니다."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사업 촉진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의 종합 발전 계획인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사업을 보완합니다. 재능있는 인력과 성장하는 

사업체들을 유치하고 혁신을 추진하는 계획의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주정부에서는 

2012년부터이미 46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오늘날의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시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졌고, 기업들은 빙엄턴, 존슨 시티, 

코닝 등을 성장과 투자를 도모할 지역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주 정부가 조성한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의 5억 달러 규모 투자로 인해, 민간 

기업에서 25억 달러가 훨씬 넘는 투자를 하도록 장려하고, 제출된 해당 지역의 투자 

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 최대 10,2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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