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3월 30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주 관광산업 지원을 위한 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회복 프로그램 

신청 접수 시작 발표  

  

일자리 성장 촉진을 위한 1억 달러 규모의 관광 복직 보조금 프로그램  

  

대형 행사 지원을 위한 2,500만 달러 규모의 Meet in New York 보조금 프로그램  

  

주지사가 추진하는 4억 5,000만 달러 규모의 "관광 회복, 일자리 창출" 회복 패키지의 

일환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관광산업 및 호스피탈리티 산업을 지원하고 

재활성화하기 위한 두 개의 관광 보조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억 달러 

규모의 관광 복직(Tourism Return-to-Work) 보조금 프로그램과 2,500만 달러 규모의 밋 

인 뉴욕(Meet in New York) 보조금 프로그램은 원래주지사의 "관광 회복, 일자리 

창출(Bring Back Tourism, Bring Back Jobs)"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11월 

발표되었습니다. 관광 기업, 컨벤션 및 컨퍼런스 센터, 허가를 받은 숙박 시설 등이 

프로그램 신청 자격이 있으며, 두 프로그램 모두 현재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으로 뉴욕주 기업 커뮤니티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히 관광 및 호스피탈리티 부문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기업이 다시 직원을 고용하고 지역사회에 새롭고 세계적인 컨벤션과 행사를 

유치하여, 주 전역의 경제적 원동력인 관광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뉴욕은 

지구에서 가장 흥미롭고 활기차며 즐거운 곳이며, 우리는 전 세계로부터 방문객을 

초청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뉴욕주의 관광 및 호스피탈리티 산업, 인력은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팬데믹 이전, 산업은 뉴욕주 전역에서 일자리 열 개 중 하나를 담당했습니다. 

뉴욕의 관광업 종사자들이 다시 업무로 복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Hochul 

주지사는 1억 달러 규모의 관광 복직 보조금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고난을 겪고 있는 관광 기업이 직원을 재고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2,500만 달러 규모의 밋 인 뉴욕 보조금 프로그램은 컨퍼런스 공간 및 파트너 호텔의 

행사 기반 비용을 지원하여 행사, 회의, 무역 쇼 등의 개최를 통한 출장을 장려합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major-450-million-bring-back-tourism-bring-back-jobs-inclusive&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57d9909974e642c0215e08da126cb23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4255530098164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SzLQtjPvq%2FMLcFyCUnpTrXV8b7%2FDyTn%2BZ1rZVWweqzE%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major-450-million-bring-back-tourism-bring-back-jobs-inclusive&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57d9909974e642c0215e08da126cb23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4255530098164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SzLQtjPvq%2FMLcFyCUnpTrXV8b7%2FDyTn%2BZ1rZVWweqzE%3D&reserved=0


관광 복직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 대상 기업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신규 

전일제 일자리의 경우 각 5,000 달러, 신규 비정규 일자리의 경우 각 2,500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최소 두 개의 정규직을 신설했고, 

보조금은 최소 10,000 달러, 최대 200,000 달러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자는 여기에서 

필수 자격 스크리닝을 완료해야 하며, 과거 신청 대상이었던 신청자들은 직접 신청 

링크를 받게 됩니다.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장을 장려하고 새로운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2,500만 달러 규모의 밋 인 뉴욕 보조금 

프로그램은 회의 공간 임대료 및 단체실 비용을 통해 양질의 행사를 유치하는 경우 

컨퍼런스 시설 및 허가 숙박 시설에 할인된 비용만큼을 보전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보조금은 비용 보전을 기본으로 제공되며, 행사 규모, 할인 비용 등의 요인에 

따라 책정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전에 예정되지 않았던 신규 행사에만 

적용됩니다. 신청자는 여기에서 필수 자격 스크리닝을 완료해야 하며, 과거 신청 

대상이었던 신청자들은 직접 신청 링크를 받게 됩니다. 신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부커미셔너이자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pe Knigh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광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관광은 중소기업과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필수적인 관광 산업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보조금은 새로운 행사를 유치해 뉴욕주로 새로운 

청중을 초정하고 관광 부문에서 뉴욕 주민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Ross D. Levi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부대표 겸 관광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관광 회복,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은 인력 재고용을 비롯해 회의, 

컨퍼런스, 전시와 같은 대규모 행사 촉진을 통해 뉴욕주 관광산업의 회복을 지원합니다. 

지역 및 지방 마케팅 조직, 주 전역의 시설 및 관광명소 등 우리 관광산업 파트너와 

협력하여, 우리는 관광 산업을 부흥하는 한편, 기업과 방문객 모두에게 뉴욕 보다 나은 

곳을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관광 촉진 및 뉴욕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아이 러브 뉴욕(I LOVE 

NY),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관광국(Division of 

Tourism) 등의 노력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국내외 방문객을 새로 유치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2월, Hochul 주지사는 뉴욕 최초의 글로벌 소비자 대상 관광 광고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에서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아이 

러브 뉴욕은 뉴욕주와 뉴욕시 여행 상품을 만들고 홍보하기 위해 국제 여행 사업자들과 

제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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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esd.ny.gov%2Ftourism-return-work-grant-program&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57d9909974e642c0215e08da126cb23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4255530098164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27qtjUELvNJYbjypOKdRFvwWetuC2d7y0p5dUauaAPk%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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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progress-historic-commitment-revitalize-new-york-states-tourism&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57d9909974e642c0215e08da126cb23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4255530098164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tYU%2B07Ov2N7Xac0wxkC8Zo8Bpw8pJIhQL%2BNE3fyGvjE%3D&reserved=0


José M. Serrano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광산업, 전 세계의 방문객은 뉴욕을 

독특한 곳으로 만들어 줍니다. Hochul 주지사의 프로그램은 관광 인력을 돕고 관광 

생태계의 기업을 지원하고 더욱 많은 방문객과 행사를 우리 도시로 유치합니다. 뉴욕을 

활기차게 만드는 주의 관광산업과 기업, 사람들을 위해 헌신해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Daniel O'Donnel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활기 넘치는 관광 산업은 뉴욕주의 

근간입니다. 우리 뉴욕주의 모든 지역에서 방문객들은 놀라운 예술, 문화, 야외 활동, 

뉴욕을 경험하며, 이때 지역 레스토랑, 시설, 상점, 호텔, 공연 등도 혜택을 받습니다. 

이번 팬데믹은 관광산업에 수 많은 도전을 가져왔고, 저는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뉴욕주와 모든 주민을 위해 관광업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사회의 개선과 회복을 위해 

관광업 부문을 지원해주시고 관광업이 뉴욕주의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향후 뉴욕주 휴가를 계획하려면 www.iloveny.com을 방문하십시오. 뉴욕시 관광 명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iloveny.com/ny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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