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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요 "관광 회복, 일자리 창출(BRING BACK
TOURISM, BRING BACK JOBS)"을 포함한 회복 패키지 발표

국경 재개와 동시에 발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1억 달러 일시불 지급
관광 고용주들에게 직원을 다시 고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1억 달러 보조금 지급
컨벤션 센터 및 호텔 행사 유치에 2천 5백만 달러, 글로벌 및 국내 마케팅 노력에 2천
5백만 달러 추가
2억 달러 구제 프로그램으로 핀데믹 직전 또는 팬데믹 기간 중에 성공적인 중소기업
복구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 마련 약속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국경 재개와 함께 뉴욕주의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관광
업계 종사자들을 지원하고, 주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팬데믹 이전 또는 팬데믹
동안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관광
회복, 일자리 창출(Bring Back Tourism, Bring Back Jobs)"을 포함한 회복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자연사 박물관(Museum of Natural History)에서 I LOVE NY, NY
Forever, 관광 및 기업 단체, 관광 산업 종사자들을 대표하는 노동 단체와 함께 이와
같은 회복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패키지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국내외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대변합니다.
"우리 관광 산업은 뉴욕을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핵심적인 산업입니다. 뉴욕은
관광산업과 근로자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이 전염병에서 회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Hochul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4억 5천만 달러 규모에 이르는 회복
패키지는 관광 산업 종사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과 행사장들이 문을 다시 열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뉴욕이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으며 우리는 언제든지 방문객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가 뉴욕주의 관광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심각했습니다. 2019년 관광
산업은 10개의 일자리 중 1개를 지원하고 1,0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작년 해외 방문객 수는 2019년 대비 86% 감소했으며, 국내 방문은
37% 감소하여 직접 지출은 거의 55% 감소했으며 경제적 영향은 거의 50%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Hochul 주지사는 오늘 팬데믹 이전에 뉴욕의 세 번째로 큰 산업이었던,
매우 중요한 관광 및 숙박 서비스 부문에서 실업 노동자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이러한 중요한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장려하며 주 정부의 여행 및
숙박 업계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1억 달러 규모의 관광 업계 종사자 회복 기금
이 회복 패키지의 첫 번째 부분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관광 및 숙박 업계 부문의
뉴욕 시민들을 지원합니다. 이 업계에 종사하는 뉴욕 시민들은 이러한 혜택이 끝나기
전 지난 주 연방 실업 보험에 가입되어 아직 수입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는 관광 산업 분야에서
36,000명에 달하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에게 2,750달러의 일회성 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격을 갖춘 뉴욕 시민들은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직접 연락을 받을
것입니다.
미국 노동부 장관인 Marty Wals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지도 아래
움직이고 있는 뉴욕은 일하는 미국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구호 자금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입니다. 뉴욕의 전향적인 접근 방식은 좋은 보수와 중산층 일자리를 다시
불러올 것이고,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는데 필수적인 산업을 되살릴 것입니다."
1억 달러 규모의 관광 복직 보조금 프로그램
이 패키지의 두 번째 부분은 고용과 수익 손실을 입은 관광 업계 사업자들에게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도록 장려하고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자격을 갖춘 관광 업계 사업자들은 노무비를 상쇄하기 위해 고용된 순수 신규 정규직
직원 1인당 최대 5,000달러 또는 순수 신규 임시직 직원 1인당 2,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수당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고용주들은 6개월 이상 직원 수를
계속 늘린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고용 증가는 특정 개인 직원이 아닌 총 고용한
직원 수에 기초할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인력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이
우선적으로 지급 대상이 됩니다. 프로그램 관련 이메일 경고 등록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00만 달러 규모의 Meet in New York 보조금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비즈니스 중심 여행을 창출하고 지원하기 위한 장소와 이벤트에
초점을 맞춥니다. 방문에 대한 이러한 전체론적인 접근 방식은 비즈니스 및 컨벤션
여행객들이 하룻밤 숙박, 음식 및 활동에 지출하는 습관을 인식합니다. Meet in New
York 프로그램은 컨벤션 센터와 회의 공간이 더 많은 행사, 여행자 지출 및 일자리를
뉴욕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자격을 갖춘
장소 및 파트너 이벤트 호텔은 비즈니스를 유치하기 위해 예약 수수료 또는 객실
블록에 대한 할인을 회의 주최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할인의 일부를
상환하는 데 보조금이 사용됩니다. 자격을 갖춘 기업 및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00만 달러 규모의 I LOVE NY 글로벌 마케팅 캠페인
이 소비자 대상 글로벌 관광 홍보 캠페인은 국내 및 해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초대를 확대하여 I LOVE NY의 현재 마케팅 활동을 국내외 추가 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캠페인에는 뉴욕을 세계 최고의 여행지로 홍보하는 방송과 디지털
요소가 포함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방문객들은 그 일부가 되어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 또는 팬데믹 동안 사업을 시작한 기업들을 위한 2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
소기업에 대한 뉴욕주의 약속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Hochul 주지사는 팬데믹
직전이나 팬데믹 기간 동안 사업을 시작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2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뉴욕주 입법회기가 시작되는 2022년 1월 법안을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향적 이니셔티브는 8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팬데믹 중소기업 회복 보조금 프로그램(Pandemic Small Business Recovery Grant
Program)의 기존 자금을 활용하여 기존 주 및 연방 프로그램을 통해 구제 대상이 아닌
신생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규모 기업 간의 포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팬데믹 중소기업 회복 보조금 프로그램(Pandemic Small Business Recovery Grant
Program)은 지금까지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뉴욕주 전역에 걸쳐 거의 2만 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억 2천 5백만 달러 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19,000명
이상의 지급 대상자는 직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이었고, 보조금 수혜자의 83%는
소수 및 여성 소유 기업이었으며, 지원된 평균 보조금은 거의 17,000달러였습니다. 이
법안은 이전에 주정부 및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팬데믹 구제 대상이 아니었던
소기업 및 소규모 기업을 포함하도록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뉴욕 노동부 커미셔너인 Roberta Reard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광 산업은 뉴욕
주의 중요한 경제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뉴욕을 방문하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번 팬데믹이 우리 관광산업에 끼친 어려움을 인식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 포괄적인 이니셔티브는 우리 관광 산업을 되살리고
공중 보건 위기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은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최고 운영 책임자 및 부 실행 커미셔너인 Kevin Youn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광은 뉴욕주의 다양한 경제의 핵심 부분입니다. 관광은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놀라운 볼거리, 이벤트, 경험을 전 세계의 방문객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한 산업에 걸쳐 일자리와 기업을 지원합니다. 우리 경제 미래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관광 업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며, 이러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산업을 소생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뉴욕주 개발공사 부사장 겸 관광청의 Ross D. Levi 관광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가 관광 산업과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조합입니다.
Hochul 주지사가 오늘 발표한 이러한 전체적인 노력은 잊지 못할 휴가를 찾는 해외
여행객에서부터 중요한 산업 행사에 참석하는 사업가들까지 모든 종류의 방문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관광
산업을 지원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고객 서비스와 비교할 수 없는 게스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주 예술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 실무 책임자인 Mara
Manu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YSCA는 뉴욕의 국제 관광을 활성화하려는 Hochul
주지사의 약속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의 뛰어난 예술 및 문화 조직, 기관 및 모든
종류의 공간은 열려 있으며 세계를 다시 한 번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
관광의 복귀는 역량을 재건하고 다년간의 회복 과정을 안전하게 시작하며 우리 경제를
강화함에 따라 뉴욕의 비할 데 없는 예술 및 문화 부문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예술이 번성할 때 뉴욕이 활기를 되찾습니다!"
뉴욕주 예술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의 Katherine Nicholls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0개월간 폐쇄된 후
주 이사회가 재개됨에 따라 오랫동안 기다려온 오늘 이정표를 축하드립니다. 뉴욕은
예술의 대명사이며 뉴욕의 상징적인 명소, 문화적 중심지, 주요 거리 비즈니스를 다시
찾는 관광객을 환영하는 것은 우리 주의 사려 깊은 건강 및 안전 프로토콜의
결과입니다. 뉴욕을 방문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흥미롭고
다양한 예술 풍경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촉진할 뉴욕주의
대응적인 지도력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뉴욕주 관광 자문위원회(New York State Tourism Advisory Council)의 Cristyne
Nicholas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국경이 다시 국제 방문객들에게
개방됨에 따라 주지사가 오늘 발표한 지원 패키지는 관광 산업이 뉴욕 경제의 중요한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님이 관광
산업을 이해하고 좋은 시기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새로운 열정으로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우리와 함께해주셔서 다행입니다."

José M. Serrano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관광 산업에 대한 상당한
투자는 레스토랑, 호텔, 공연 예술, 문화 기관을 포함한 수많은 다른 부문에 필수적인
생명선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해외 여행객들이 뉴욕주에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문자들은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우리는 이 중요한 시기 동안 근로자들과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번창하는 관광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Anna M. Kapla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뉴욕의 관광 산업은
주 전역에 걸쳐 매년 80만 개 이상의 일자리와 수백억 달러의 경제 활동을 차지하는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는 분야였지만, 전례 없는 국경 폐쇄와 여행 중단으로 업계
전체와 종사자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혔습니다. 국경이 다시 개방되고 사람들이 다시
안전하게 여행한다고 느끼기 시작하면서, 관광 산업은 다시 일어서고 방문객들에게
그들의 문을 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규모 기업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구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이 중요한 산업이 미국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력이 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다시 한 번 확보하도록 보장한 Kathy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내고, 모든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절실히 필요한 팬데믹 회복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그녀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주정부의 8억 달러 규모의 팬데믹
중소기업 회복 보조금(Pandemic Small Business Recovery Grant) 프로그램은 주
전역의 수천 개 기업에 생명줄이 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우리 지역사회의 일부 신생
중소기업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고 받을 만한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Hochul 주지사와 함께 이 상식적인 조치가 주 입법부에서 긴급히
통과되어 우리 주의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중요한 보조금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Daniel O'Donnel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활기 넘치는 관광 산업은 뉴욕의
팬데믹 회복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광, 공원, 예술, 스포츠 개발 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Tourism, Parks, Arts, and Sports Development) 의장으로서, 저는
관광이 박물관, 극장, 호텔, 식당, 그리고 교통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지역 경제의 모든
측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광 회복(Bring Back Tourism)"
회복 패키지는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패키지는 전체 산업에 대한 안전한 복귀를
가속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공하는 동시에 근로자와 기업에 절실히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향후 몇 년 동안 우리 관광산업을 재건하고 활성화하는 데
앞장선 Hochul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Charles D. Fal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부터 계속
회복함에 따라, 어떤 산업도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창의적이고 상식적인
해결책을 통해 스태튼아일랜드와 우리 관광산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Manhattan Borough의 Gale A. Brewer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예술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뉴욕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동인이며, 저는 뉴욕시의 핵심 부문 중 하나에서 보여준 리더십, 파트너십, 그리고
투자에 대해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 정부의 투자는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과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컨벤션 센터와
컨퍼런스 센터를 위한 인센티브 자금을 제공하며, 최고의 휴가 목적지와 관련하여
뉴욕의 브랜드와 센터를 홍보하기 위한 세계적인 캠페인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뉴욕 경제 회복의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소매, 도매 및 백화점 연합(Retail, Wholesale and Department Store Union,
RWDSU)의 Stuart Appelbaum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RWDSU
회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주의 지속적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 시간 부족
또는 완전 고용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의 우리 회원들은 특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관광 감소의 영향을 받은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주의
재개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32BJ SEIU의 Kyle Bragg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광은 뉴욕의 중요한 경제
원동력이며, 팬데믹 기간 동안 큰 타격을 입은 근로자들에 의해 추진됩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부문에 대한 주지사의 노력과 그 중심에 있는 근로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 노력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발표는 우리의 경제 회복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고 열심히 일하는 뉴욕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안도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 호텔업 위원회(NY Hotel Trades Council)의 Rich Maroko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뉴욕주가 폐쇄되었을 때, 거의 2년
후에도 수천 명의 관광 산업 근로자들이 실업과 연방 정부의 혜택의 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님과 주정부가
근로자들을 재취업시키고 관광산업을 재개하기 위해 제공할 수억 달러의 지원금
덕분에, 이 근로자들은 마침내 이번 휴가철에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실직 상태인 수만 명의 뉴욕 시민들의 재정적인 고통을 덜어주는 동시에 관광 산업의
적극적인 고용과 성장을 위한 길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Brooklyn Botanic Garden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Adrian Benep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의 문화 기관들은 오랫동안 전 세계, 국가, 지역의 관광객들을
뉴욕시로 불러들이는 창조적인 중력의 일부였습니다. 이 방문객들은 같은 기관을
포함하여 수십만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며 조세 기준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재개된 후 그리고 팬데믹이 점차 사그러든 이후 현지 방문객들과 회원들이 회복되고
있지만 우리는 지난 여름 뉴욕시 외부에서 유입되는 많은 방문객들을 실제로
놓쳤습니다. 관광 산업이 회복되도록 돕고, 방문객들을 뉴욕시로 돌아오게 하고,
Brooklyn Botanic Garden과 같은 곳의 문화(및 원예적 아름다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브루클린에 양질의 일자리를 보존하고 확장시키기 위해 대규모의 역동적으로
민감한 계획을 보여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상공회의소(The Staten Island Chamber of Commerce)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Linda Brau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은 뉴욕시의 경제를, 특히
우리의 관광업과 숙박업계를 곤두박질치게 했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상공회의소(The Staten Island Chamber of Commerce)는 새로운 관광 기금을 약속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관광 지출의 증가와 이 부문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도시 회복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NYC & Company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Fred Dix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빠른 회복을 위해 새로운 자원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과 이벤트 산업에 집중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가 방문객들과 행사들을 우리 주와
도시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일자리, 지출, 세금 징수 및 경제 부양책이
뒤따를 것입니다. 뉴욕시의 관광 및 숙박 커뮤니티를 대표하여, 우리는 방문객 경제의
완전한 복귀를 보장하여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주와 더욱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뉴욕 주 숙박 및 여행 협회(New York State Hospitality & Tourism Association)의
Mark Dorr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광업계가 오늘 또는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해외 여행객들을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업계는 3대 산업인 관광산업에 대한
Hochul 주지사의 주정부 재정 지원에 대한 발표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로자를
다시 복귀시키는 호텔에 대한 전담 자금 지원 혜택에서부터 회의 기획자가 컨벤션
비즈니스 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팬데믹으로 인해 파괴된 산업에 필요한 지원입니다. 세계 최고의 관광지를 계속해서
재건하고자 하는 Hochul 주지사의 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퀸즈 상공회의소(Queens Chamber of Commerce)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Thomas J.
Grec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20개월간 황폐화된 이래, Hochul 주지사 님께서
발표한 프로그램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 일을
성사시키려는 그녀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Times Square Alliance 사장인 Tom Harr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가 타임스퀘어와 뉴욕시로 돌아온 것을 환영하게 되어 기쁩니다. 관광객들은 매주
타임스퀘어를 방문하고 있는 160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Visa
자료에 따르면, 해외 여행객들은 타임스퀘어에서 6억 3,100만 달러를 소비했고,
우리의 사업체들은 해외 여행객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Albany가 지난 1년 반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 및 비즈니스 여행 관련 산업과 함께 여기 타임스퀘어에서 널리 퍼져 있는
관광 관련 비즈니스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러한 지원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대뉴욕 상공회의소(Greater New York Chamber of Commerce)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Mark Jaff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관광 및 경제 회복 정책이
이러한 목표를 지향합니다. 뉴욕시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공 보건과 안전을 위해 폐쇄했어야 했던 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관광 기반 비즈니스(예: 레스토랑, 소매 호텔, 엔터테인먼트, 문화 기관 및
컨벤션 센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절실히 필요한 새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우리는 단지 중단에서 벗어날 때 기꺼이 직장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급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관광 부문의 고용을 늘릴 수 있을
뿐입니다. 이 패키지는 틀림없이 우리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Hochul 주지사님과 협력하여 뉴욕을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로 비즈니스를 위해
개방된" 글로벌 시장으로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발표된 이 회복 패키지는
틀림없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대표하는 많은 기업 및
시민 지도자들의 생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lliance for Downtown New York의 Jessica Lappin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박물관과 브로드웨이 쇼, 레스토랑 및 영업점에서 먹고 쇼핑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독특한 비즈니스와 문화적 보석에 투자하고
관광을 되살리는 것이 우리의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뉴욕시 관광산업협회(New York State Tourism Industry Association)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Robert Provos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미래의 성공을
장려하면서 현재의 요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는 중소기업 생존과 여전히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면서 단체 및 국제 여행의 복귀를
촉진할 것입니다. 보다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지원 계획은 상상하기 어려우며, 우리는
Hochul 주지사님의 선견지명과 비전에 감사해야 합니다."
뉴욕시 숙박연맹(NYC Hospitality Alliance) 실무 책임자인 Andrew Rigi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레스토랑과 유흥업계는 전 세계 지역의 맛과 문화를 대표하는
요리와 장면을 제공합니다. 불행히도 관광객들에게 많이 의존하는 이러한 소규모
사업체들 중 상당수가 팬데믹 기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와 경제 회복에 대해 지원해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이러한 투자와 지원은 식당, 술집, 유흥업계, 문화 스포츠 및
일자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시 대중교통노조(Transport Workers Union Local 100)의 Tony Utano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극장으로 가는
지하철이나 버스 여행, 2층 타임스퀘어 투어, 또는 센트럴 파크를 가로지르는 마차
여행 등, 우리는 다시 한번 뉴욕이라는 위대한 도시를 뽐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뉴욕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뉴욕과 관련된 세상을 움직입니다."

맨해튼 상공회의소(The Manhattan Chamber of Commerce)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Jessica Walk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회복의 중요한
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뉴욕 시민들의 중소기업과 일자리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서의 우리의 입지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려 깊은 로드맵을 제시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The Partnership for New York City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Kathryn Wyld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님은 팬데믹 기간 동안 관광 중단으로 인해 가장 큰
손실을 입은 소매, 음식 서비스, 숙박, 엔터테인먼트 부문뿐만 아니라 문화 기관에
대한 추가 투자를 적절하게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은 도시 경제의 9%를
차지하지만 도시 내 일자리의 20%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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