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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를뉴욕주를뉴욕주를뉴욕주를 전세계전세계전세계전세계 관광지로관광지로관광지로관광지로 홍보하기홍보하기홍보하기홍보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CHINA SOUTHERN AIRLINES과의과의과의과의 제휴제휴제휴제휴 발표발표발표발표 

 

중국중국중국중국 최대의최대의최대의최대의 항공사항공사항공사항공사 파트너파트너파트너파트너, 1020억억억억 달러달러달러달러 규모의규모의규모의규모의 중국중국중국중국 관광관광관광관광 산업에산업에산업에산업에 뉴욕주를뉴욕주를뉴욕주를뉴욕주를 소개소개소개소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아시아 최대 항공사인 China Southern Airlines와 I LOVE NEW 

YORK이 뉴욕주를 세계적 관광 및 사업의 장소로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파트너십을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홍보 행사는 오늘 China Southern Airlines가 중국 광저우에서 미국 동부로 최초의 

직항 노선 개시를 기념하면서 개시되었습니다. 이번 제휴는 2회 관광 서미트에서 주지사가 발표한 

글로벌 관광 운동의 성과입니다. 

 

Cuomo 주지사는 “I LOVE NEW YORK는 China Southern Airlines와 제휴하여 세계에서 가장 멋진 

관광지인 뉴욕주를 홍보하기 위한 큰 걸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사와 

협력함으로써 거대한 중국 시장이 뉴욕의 매력을 즐길 수 있게 함으로써 뉴욕주로 향하는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뉴욕은 뉴욕시와 뉴욕주 북부 지역에서 기록적 차원의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으며 저희 행정부는 관광객의 지출과 기업의 투자로 지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기운을 이어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파트너십은 China Southern Airlines의 주요 영업 직원을 상대로 한 뉴욕주 관광 명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여행사들이 뉴욕주 휴가 여행 옵션을 제공하도록 하며, China Southern 

Airline의 마케팅 파트너와 공동 프로모션을 수립하며, 뉴욕주를 알리려는 홍보를 위한 협력 등 

다각적 마케팅 접근방법으로 구성됩니다. 

 

China Southern Airlines의 Si Xianmin 회장은 “뉴욕시로의 직항 경로를 개시하고 고층 건물의 밀집 

장소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움과 천연자원이 풍부한 장소, 다양한 요리와 친절한 사람들의 

고향인 뉴욕에서 중국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주지사와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CEO 겸 국장인 Kenneth Adams씨는 “China Southern Airlines와의 

이 새로운 마케팅 파트너십은 뉴욕주 전역에서 관광을 홍보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뉴욕주에는 구경할 것도 할 일도 많으므로 중국 관광객들이 뉴욕주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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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가 새로운 글로벌 관광 운동을 발표한 후 I LOVE NEW YORK는 중국에서의 소개와 

제휴를 포함할 수 있도록 글로벌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관광국은 올해 초 중국에 

사무소를 마련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의 글로벌 관광 운동 담당자가 관광 서미트에 참여했습니다. I 

LOVE NEW YORK은 중국에서도: 베이징, 샹하이, 광저우 및 청두 등 네 곳의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소들은 다른 20여 개 도시에서 무역, 미디어,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소비자들 사이의 인식을 형성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권장하며, 뉴욕주가 가진 최고의 매력을 

소개합니다. 

 

지난 달 관광국은 또한 “Becoming China Ready” 워크샵을 열어 중국 관광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워크샵이 Albany, Utica, Rochester에서 열려 민간 부문, 정부 기관, 기타 관광 및 

접대 기관을 상대로 중국 시장을 이해하고 홍보할 방법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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