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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200개개개개 이상의이상의이상의이상의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창출하고창출하고창출하고창출하고 CAPITAL REGION 지역의지역의지역의지역의 경제경제경제경제 성장을성장을성장을성장을 촉진시키기촉진시키기촉진시키기촉진시키기 

위한위한위한위한 목적으로목적으로목적으로목적으로 역사적인역사적인역사적인역사적인 DEWITT CLINTON HOTEL의의의의 리노베이션을리노베이션을리노베이션을리노베이션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이이이이 프로젝트는프로젝트는프로젝트는프로젝트는 호텔의호텔의호텔의호텔의 역사적인역사적인역사적인역사적인 요소를요소를요소를요소를 보호하면서보호하면서보호하면서보호하면서 86년년년년 된된된된 건물에건물에건물에건물에 활력활력활력활력을을을을 불어넣을불어넣을불어넣을불어넣을 것이다것이다것이다것이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오랫동안 빈 건물로 남아 있던 Albany 다운타운에 있는 역사적인 

DeWitt Clinton Hotel이 풀서비스 형태의 204 객실을 보유한 Renaissance by Marriott 호텔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청사에서 몇 발짝 떨어진 곳에 자리한 4,800만 달러 규모의 

이 재개발 프로젝트는 다운타운의 경기를 북돋우고 State Street Corridor를 따라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0개 이상의 건설 및 접객 일자리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서 오랫동안 비어있던 건물은 뉴욕주 Capital Region 내의 경제 성장 

엔진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Downtown Albany를 재활성화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을 지속시킬 것입니다. 

새로운 호텔은 Capital Region에 관광객들과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치할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특히 뉴욕주는 업스테이트 뉴욕의 관광업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끌어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주요 경제발전기구인 ESD(Empire State Development)는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Upstate Regional Blueprint 기금을 통해 400만 달러의 기금을 지정했습니다.  

 

“구 DeWitt Clinton Hotel의 리노베이션은 State Street에서 이미 일고 있는 경제 활성화 노력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오랜 세월 비어 있던 이 1920년대 시티 랜드마크가 다시 한 번 빛을 발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라고 ESD 사장 겸 CEO & 청장인 Kenneth Adams가 말했습니다. “번창하는 

새로운 퍼스트 클래스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Renaissance by Marriott 호텔은 이 지역에서 중요한 

경제적 영향을 끼치고 또 다른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며 다운타운 Albany로 더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Albany 시장인 Gerald Jenning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ewitt Clinton 프로젝트는 Capital Region에서 

가장 중요한 거리의 하나에 자리한 역사적인 건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 멋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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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이뤄지면 다운타운 Albany를 찾는 관광객들은 의사당에서 몇 발짝 떨어진 곳에 자리한 

최고급 숙발시설에서 투숙할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되며, 우리 지역 거주자들이 이 접객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직업 활동의 기회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Renaissance Albany는 비즈니스 호텔의 느낌을 풍기고 건물 본래의 멋진 로비도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State Street과 Eagle Street 코너에 자리한 Renaissance 호텔은 민간인 행사를 위한 분위기 

있는 모임 공간, 204개의 객실, 풀서비스 레스토랑과 함께 라운지와 커피숍도 둘 예정입니다. 이 

지역에 이와 같은 풀서비스 Renaissance by Marriott 호텔이 들어서는 것은 처음입니다. 

 

“State Street 위쪽에 자리한 이 주요 건물의 리노베이션은 다운타운 Albany의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다음 번 단계입니다”라고 Capitalize Albany Corporation 사장 겸 Development and 

Planning 청장인 Mike Yevoli가 말했습니다. “지난 10년 간 다운타운 내 접객업이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Albany, 특히 다운타운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되었습니다. 공공 

부문의 지원을 받는 이와 같은 민간 투자는 다시 우리 시로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입니다.” 

 

“이 개발은 다운타운 Albany에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끼치고 Albany 카운티에 활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간 우리는 Renaissance와 같은 일류 브랜드를 우리 카운티에 유치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라고 Albany 카운티장인 Daniel P. McCoy가 말했습니다. "이 멋진 건물에 새로운 

생명이 주입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이번 일을 성사시켜주신 모든 분들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Columbia Development Companies는 힘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남들이 피하는 것에 도전하여 

성공을 거두는 것으로 명성을 얻은 회사입니다”라고 Columbia Development Companies 사장인 

Joseph Nicolla가 말했습니다. “몇 주 전 Wellington Row에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건물을 개조한다는 

우리의 발표가 나온 후 곧 바로 오늘 주지사가 이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State Street가 다운타운 

Albany에서 경제적, 상업적, 거주적 기반을 갖춘 곳임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의 버려진 랜드마크를 지속적으로 리노베이션하기 위해 현지 지도자들과 함께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Upper State Street ‘Renaissance'에 대한 보다 흥미로운 발표를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BBL Hospitality의 우리 팀은 Renaissance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Renaissance는 초기 시절 

Capital Region에 들어선 최고급 내셔널 호텔이었습니다”라고 BBL Hospitality 사장인 Steve 

Obermayer가 말했습니다. “뉴욕시와 보스턴과 같은 다른 도시들은 Renaissance가 리노베이션하는 

역사적인 호텔 모델이 호스트 시티와 호텔을 하나로 묶는 멋진 사건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과거 Marriott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Renaissance가 Albany와 

완벽하게 잘 어울리는 관계이고 예전에 이곳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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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년에 세워진 DeWitt Clinton 호텔은 이전 뉴욕주지사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1975년에 

호텔 영업이 중단되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주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부문은 DeWitt Clinton이 

호텔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서로 손을 잡고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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