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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1,048 억 달러의 역사적 매출을 기록한 뉴욕주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 발표
2 억 3,900 만 명의 관광객이 뉴욕주를 방문하여 3 년 연속 1,000 억 달러 이상의

경제효과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관광산업이 2016 년 총 관광객 수, 경제효과
및 직접지출 신기록을 세웠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작년, 2 억 3,900 만 명의 관광객이
뉴욕주를 방문하여 3 년 연속 1,000 억 달러를 초과하여 1,048 억 달러의 경제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은 사상 최고치인 648 억 달러의 직접지출을
창출하였습니다. 각 수치는 주정부의 호황을 누리는 뉴욕주 관광산업에 대한 전례없는
투자로 2015 년에 비해 약 3% 증가하였음을 나타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풍요로운 문화, 다채로운 역사,
아름다운 경치, 야외활동 기회는 그 무엇보다 뛰어납니다. 유례없는 1,048 억 달러
경제효과 창출로 뉴욕주의 관광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해졌으며, 뉴욕주 곳곳에
위치한 세계 최고 관광지의 성공을 위해 계속해서 투자해 나감으로써, 점점 더 많은
관광객들이 뉴욕주의 모든 것을 경험하려 방문할 것입니다.”
관광 통계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여행 데이터 기업인 Tourism Economics 가 전 세계
정부, 대학, 공공 및 민간 부문 조직이 활용하는 뉴욕주의 계획 영향 분석(Impact Analysis
for Planning, IMPLAN) 입출력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해 제공하였습니다. 상기 모델은
GDP, 고용, 임금 및 세금 발생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반의 판매 흐름을 따릅니다.
경제 효과: 1,048 억 달러
뉴욕주 전역 관광산업의 경제 총생산은 3 년 연속 1,000 억 달러를 돌파하여 기록적인
1,048 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2011 년 대비 약 180 억 달러 증가한 수치입니다.
직접지출: 648 억 달러
2016 년 뉴욕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648 억 달러의 직접지출을 창출하였으며, 이는
2015 년 대비 약 3%, 2011 년 대비 약 110 억 달러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정부 및 지자체 세금: 82 억 달러
뉴욕주 관광산업은 2016 년 주정부 및 지자체 세금으로 82 억 달러를 창출하였으며, 이는
2015 년 대비 약 3% 증가한 수치이고 각 가구 평균 1,133 달러의 세금을 절약하였습니다.
고용: 914,000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에 따르면, 관광산업은 914,000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뉴욕주에서 4 번째로 큰 민간 부문 고용주입니다. 또한
관광산업은 약 210 억 달러의 직접임금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는 2011 년 대비 25%
증가한 수치입니다.
추가로, 뉴욕주는 2016 년, 2011 년 Cuomo 주지사 취임 시보다 3,600 만 명이 증가한
2 억 3,900 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뉴욕주 전 공항의 승객 수는 2016 년
5% 이상 증가하였으며, 호텔 객실 수요는 약 4% 증가하였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이사장, CEO 및 커미셔너 Howard Zemsky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호황을 누리는 관광산업에 대한 전례없는 헌신이 뉴욕
주민을 위한 결실을 맺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사회를 방문해 현지
회사 및 관광지에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장엄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부터
자유의 등대인 자유의 여신상까지, 뉴욕은 모든 관심사에 걸맞은 유명한 관광명소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뉴욕주를 방문하여 경험해 보기를 장려하고 또
환영합니다.”
상원 문화, 관광, 공원 및 여가 위원회(Senate Committee on Cultural Affairs,
Tourism, Parks & Recreation) 의장인 Rich Funk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수치는 관광산업이 이곳 핑거 레이크스 지역과 뉴욕주 전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관광 부문은 현재 뉴욕 주민 약 100 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뉴욕주의 일자리 10 개 중 약 1 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2017 년과
그 이후에도 뉴욕주에 보다 많은 관광객과 일자리를 유치할 수많은 고유 자산을
홍보하는 데 협력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 관광, 공원 및 스포츠 개발 위원회(Committee on Arts, Tourism, Parks and
Sports Development) 의장 Daniel J. O'Donnell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광산업
매출액의 기록적 증가는 주지사님과 주 의회가 뉴욕주에서 가장 큰 산업 중 하나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는 올버니 여행과 의회에서 봉사해 온 시간
동안 뉴욕주 전역을 여행함으로써 업스테이트 뉴욕의 아름다움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는 반면, Taste New York 및 기타 I LOVE NEW YORK 이니셔티브와 같은 프로그램은
뉴욕시 주민 또는 뉴욕주를 지나는 이들에게 이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술 및 관광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Cuomo 주지사님과 주 전역의 이 중요한 경제 원동력을 계속
지지하고 또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는 미 대륙에서 가장 큰 공원인 애디론댁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랜드마크와,

쿠퍼스타운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Baseball Hall of Fame)과 코닝 유리 박물관(Corning
Museum of Glass)과 같은 보물이 자리한 아름다운 관광지 11 곳이 있습니다. 스노모빌,
스키, 스노우보딩, 낚시, 하이킹, 보트 타기, 연중 축제, 13 개의 옛 콜로니 중 하나의
다채로운 역사와 문화를 만나보는 활동까지, 뉴욕주에는 다양한 활동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또한 고급 요리, 음료 트레일, 산지 직송 신선 식품 등도 즐길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다채로운 역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paththroughhistory.iloveny.com 을 방문하세요. 모든 관광명소에 관한 정보는
iloveny.com 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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