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7월 1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호텔 나이아가라(HOTEL NIAGARA)의 개발업체로 브라인 웰스 개발 

유한회사(BRINE WELLS DEVELOPMENT)가 선정되었다고 발표  

 

최고급 호텔로 시설을 전환하는 4,2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 여기에서 확인 가능한 

렌더링  

 

여름휴가와 관련된 교통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객 중심의 교통 연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브라인 웰스 개발 유한회사(Brine Wells 

Development LLC)가 뉴욕주 소재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 다운타운의 유서 

깊은 호텔 나이아가라(Hotel Niagara)의 복원을 위한 개발업체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호텔 나이아가라(Hotel Niagara)는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에서 

가장 오래 유지되는 호텔로, 한 때 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축물로 아직도 많은 부분 건축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4,200만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레스토랑, 라운지, 연회 시설 등을 갖추고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객실 130 개의 최고급 호텔로 이 건물을 전환하기 위해 역사 보존 세액 

공제(historic preservation tax credits) 제도를 활용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자회사인 유에스에이 나이아가라 

개발공사(USA Niagara Development Corporation, USAN)는 오늘 아침, 이사회에서 

브라인 웰스 개발 유한회사(Brine Wells Development)를 공식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호텔은 2019년 봄에 재개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렌더링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원에서 인프라를 거쳐 호텔 및 접객업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전략적 투자는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의 관광산업을 다시 

활기차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복원되는 호텔 나이아가라(Hotel Niagara)는 다시 

활기를 찾은 이 지역에서 왕관의 보석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뉴욕주 전 지역에서 

우리는 각 지역사회의 고유한 강점에 투자하여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웨스턴 뉴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https://it1.cwnls.com/?action=link&url=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Hotel_Niagara%20_Renderings.pdf%25it23_blank&id=1100PRES7F188EEAB9B2BB38852581610054CD62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https://it1.cwnls.com/?action=link&url=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Hotel_Niagara%20_Renderings.pdf%25it23_blank&id=1100PRES7F188EEAB9B2BB38852581610054CD62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주지사는 또한 유에스에이 나이아가라 개발공사(USA Niagara Development 

Corporation) 이사회가 관광객 중심의 교통 연구 비용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여름의 공원 방문 성수기 동안 주립 공원 주변과 나이아가라 시닉 

파크웨이(Niagara Scenic Parkway)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정기적인 교통 정체에 

대한 현지 기업 및 주민들의 우려에 부응하여 실시되었습니다. 유에스에이 나이아가라 

개발공사(USAN)와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함께 하는 주립 고속도로 및 교량 신탁기금 프로젝트 협약(State Highway and Bridge 

Trust Fund Project Agreement)을 통해,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 공원(Niagara Falls 

State Park) 및 기타 지역 자원/명소와 관련된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 

다운타운에 있는 관광 지구의 고유한 설정에 대한 교통 접근 및 주차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개발하도록 연구비를 충당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서 깊은 호텔 나이아가라(Hotel 

Niagara)의 복원은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와 웨스턴 뉴욕의 경제 재건 과정 

중에 만나는 또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1924년 이래 이 호텔은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대표했으며 유명 영화배우와 미국 대통령들이 집을 떠나 묵는 

곳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 호텔은 또한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프로그램과 Cuomo 주지사님의 공약 덕분에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 지역이 세계적 수준의 관광지로 남도록 보장하기 위해 일어나는 변화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를 방문하기 위해 이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관광객들이 가장 즐거운 경험을 하도록 배려하며 방문객이 

여기에 머물 때 다양한 활동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 공원(Niagara Falls State Park), 도시 주민, 지역 비즈니스 모두 뉴욕주에서 가장 

인기있는 관광 명소 주변에서 보다 효율적인 교통 흐름에서 발생하는 모든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Matthew J. Drisco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오래 전부터 

효율적인 교통 수단을 포함한 강력한 교통망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관광 경제를 지원하고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교통 체계에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Cuomo 주지사님이 조성한 이 팀을 통해, 

저희는 모든 사용자를 위한 안전, 교통 흐름, 접근 방식을 개선하도록 도시 주변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내기 위해 연구할 것입니다.”  

 



뉴욕 주립 공원(New York State Parks)의 Mark Thomas 지역 담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와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 공원(Niagara 

Falls State Park)의 재활성화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경이로움의 하나인 이 

장엄한 장관을 목격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방문객들이 이 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특별한 장소를 방문하고 머물다 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을 충분히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더욱 향상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Rob Ortt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텔 나이아가라(Hotel Niagara)는 

너무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아가라 카운티 의회(Niagara County Legislature)의 William Keith McNall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가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의 

보물인 랜드마크의 재 탄생에 투자하고 관광산업 및 콘퍼런스 산업의 확장에 투자하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주정부 리더들이 해당 프로젝트의 일환인 

교통량 완화에 투자하는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호텔 

나이아가라(Hotel Niagara)는 이 지역의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호텔은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카운티 스토리라인의 상징적인 일부분입니다.”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의 Paul Dyster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물 중 하나인 

이 건물을 재개발하기 위해 이 제안서를 제출한 Ed Riley 씨와 그의 팀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역사적인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그들의 작업을 통해 호텔 

나이아가라(Hotel Niagara)를 다시 부활시킬 이상적인 팀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이 

건물은 너무 오랫 동안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어 왔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팀이 이 

건물을 더 이상 방치해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와 웨스턴 

뉴욕에 대한 공약에 대해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브라인 웰스 개발 유한회사(Brine Wells Development LLC) 경영팀의 일원인 Ed 

Ril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라인 웰스(Brine Wells)와 우리 팀 모두는 호텔 

나이아가라(Hotel Niagara)를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의 유서 깊은 호텔로 

만들기를 기대하며 Cuomo 주지사가 제공하는 기회에 흥분해 있습니다.”  

 

유에스에이 나이아가라 개발공사(USAN)의 Christopher J. Schoepflin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의 미래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도록 나이아가라가 제대로 재건 노력을 하는 데 호텔 나이아가라(Hotel 

Niagara)의 놀라운 이야기, 건축물, 우리 지역사회와의 연결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에스에이 나이아가라 개발공사(USAN)는 이 유서 깊은 건물을 복원해서 

생산적이고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돌려 놓고 동시에 바로 이곳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의 방문객과 주민들의 경험에 기여하기 위해 브라인 웰스(Brine 

Wells)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데스티네이션 나이아가라 유에스에이(Destination Niagara USA)의 John Percy 사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행선지가 계속 개발됨에 따라, 우리는 또한 

다운타운 회랑지역 전체에 일상화된 심한 교통 체증과 혼잡이 주는 고통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방문객들이 계속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교통 흐름과 관련하여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결정할 필요성을 

인식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에 박수를 보냅니다.” 

 

호텔 나이아가라(Hotel Niagara)  

 

호텔 나이아가라(Hotel Niagara)의 자산은 2016년 7월 유에스에이 나이아가라(USA 

Niagara)가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프로그램의 기금으로 복원 및 재활용을 

계획으로 하여 인수했습니다. 브라인 웰스 개발 유한회사(Brine Wells Development)는 

로비 및 관련 공간을 원래 디자인과 일치하는 수준으로 복원하고 메인 무도회장을 

1920년대의 원래 상태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풀서비스의 현지 식품 위주 레스토랑은 

로컬 푸드와 뉴욕주 와인에 초점을 맞추며, 보도로 개방된 “금주법 시행 당시의 주류 

밀매점(speak easy)” 스타일의 라운지로 꾸며질 것입니다. 기타 편의 시설로는 개인 

회의실 겸 식당, 선물 가게, 운동 시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브라인 웰스 개발 

유한회사(Brine Wells Development)는 뉴욕주 역사 보존 사무국(New York 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 및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과 함께 건물의 

역사적인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옥상 테라스 라운지 또한 제안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폴스 시에서 처음으로 유서 깊은 호텔을 복원하는 프로젝트인 호텔 

나이아가라 프로젝트(Hotel Niagara project)는 건물의 마감재, 세부 사항, 디자인 요소 

등을 원래 의도대로 복원하고 고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1924년에 지어진 12 층 규모의 호텔 나이아가라(Hotel Niagara)는 이 도시 최고의 

숙박 시설과 연회장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국립 유적지 등록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호텔은 오랜 기간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 다운타운의 스카이라인에서 중요한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연기된 유지 보수, 방치, 여러 차례의 소유권 변경으로 인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진 

결과 마침내 빈 건물이 되었습니다. 호텔 나이아가라(Hotel Niagara)의 최종 사업인 

트래블로지(Travelodge)는 2007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 제안에는 브라인 웰스(Brine Wells)에 호텔 나이아가라(Hotel Niagara)의 자산을 1 

달러에 판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 건물을 전환하기 위해 추후 

약 4,2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확실히 진행시키기 

위해서, 개발업체는 유에스에이 나이아가라 이사회(USA Niagara Board of 



Directors)의 승인을 조건으로 최대 350만 달러의 보조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역사보존 세액공제(historic tax credits) 제도를 활용할 것입니다. 

연방정부의 역사보존 세액공제(historic tax credits) 제도는 수입을 올리고 있는 유서 

깊은 건물의 복원을 위해 유효한 자본 지출 총액의 20 퍼센트에 해당하는 세금 공제를 

허용합니다. 이는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을 통해 미국 내무장관이 

‘공인된 역사적 건축물(certified historic structures)’로 결정한 건물에 한합니다. 주정부 

차원에서 유사한 20 퍼센트의 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공제 

또한 적용될 경우 500만 달러로 상한이 제한됩니다.  

 

브라인 웰스 개발 유한회사(Brine Wells Development)는 이전에 뉴욕의 시러큐스에 

있는 92년된 호텔 시러큐스(Hotel Syracuse)의 유사한 전환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약 

7,500만 달러 규모의 메리어트 시러큐스(Marriott Syracuse)는 유서 깊은 호텔 

시러큐스(Hotel Syracuse)를 261 개의 객실, 2 개의 역사적인 무도회장, IACC 공인 

콘퍼런스 공간, 6 곳의 음식 및 음료 시설, 완전히 복원된 로비를 갖춘 4 다이아몬드급 

풀서비스 시설로 완전히 재개발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2016년 8월에 개관했습니다.  

 

관광객 중심의 교통 연구  

 

지난 10년간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의 일일 방문객이 상당히 늘어난 후 여러 

가지 새로운 다운타운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숙박하는 방문객이 급격히 

늘어나서 지방 공무원들은 관광객의 출입을 용이하게 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 중심의 교통 연구는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 다운타운,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 공원(Niagara Falls 

State Park) 주변 인접 지역사회, 기타 지역 자원과 명소 등의 독특한 환경에 맞추어 

관광객 성수기의 복합적인 진입 및 주차 요구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 관리 문제를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정부,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기타 이해관계 

기관/그룹 등과 조율된 이 연구는 현장에서 이러한 개선 사항을 최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뿐만 아니라 제안된 여러 개선 사항에 대한 비용 견적을 개발할 

것입니다. 주정부 전용 고속도로 및 교량 신탁기금(State Dedicated Highway and 

Bridge Trust Fund)을 통해, 뉴욕주 교통부(NYSDOT)는 유에스에이 나이아가라 

개발공사(USAN)에 연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30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 기금은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연구시 직접 사용된 컨설턴트 경비를 

유에스에이 나이아가라 개발공사(USAN)에 환급합니다. 유에스에이 나이아가라 

개발공사(USAN)의 총 프로젝트 비용은 보조금 3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유에스에이 나이아가라 개발공사(USA Niagara Development Corporation) 소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의 자회사인 

유에스에이 나이아가라 개발공사(USAN)는 주로 민간 투자를 활용하여 나이아가라 

폴스 시 관광산업의 성장과 개선을 이끌어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의 경제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www.usaniagar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브라인 웰스 개발 유한회사(Brine Wells Development LLC) 소개  

브라인 웰스(Brine Wells)는 2015년 초에 프로젝트 관리, 접객 부동산 개발, 자산 관리 

등에 주력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브라인 웰스(Brine Wells)는 동종 업계에서 

방대한 경험을 쌓은 핵심 파트너 그룹 및 수석 직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들과 

협력하여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디자인 

실력을 배경으로 해서 프로젝트 또는 개발 사업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브라인 웰스(Brine Wells) 설립 이전에 이 기업의 파트너 및 핵심 직원들은 

접객 업계에서 25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혁신 프로젝트 또는 개발 프로젝트를 

완료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http://www.bwllc.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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