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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의 새로운 관광지에서 1000 ISLANDS HARBOR HOTEL의
의 테이프
주지사 NORTH COUNTRY의
커팅식에서 연설

새로운 최고급 호텔과 관광지 숙박 및 회의 시설이 North Country에 개장하여 9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Jefferson County의 Clayton에서 열린 1000 Islands Harbor Hotel의
오픈 행사를 알렸습니다. 이 호텔은 St. Lawrence River 남쪽 해안에 자리한 고급 숙박 및 회의
시설로, 주지사의 지역경제개발위원회 사업에서 제1차와 3차에 걸려 300만 달러를 지원 받았고,
민간투자로 받은 2,000만여 달러를 활용해 세워졌습니다. 이 호텔은 North Country에서 9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오늘 North Country가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 지역 경제 활동을 창출할 엄청난 자산을
얻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1000 Islands Harbor Hotel은 앞으로 수 년 동안
North Country에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이끄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뉴욕주가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관광업은 Upstate 경제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관광업을 발전시키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뉴욕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1000 Islands Harbor Hotel은 105개의 디럭스 객실과 스위트룸을 갖추고 있고 강 경관과 테라스를
보유한 객실이 많으며, 커플, 상공인, 컨퍼런스, 웨딩, 보트 애호가, 그리고 1000 Islands 지역을
관광하는 관광 투어단을 위해 다양한 범위의 숙박, 식사, 회합 장소를 운영할 것입니다. 이 호텔은
9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자 지출을 유발시키고 Clayton을 포함해 1000 Islands 지역에 또
다른 비즈니스 발전 기회를 도모할 것입니다.
“ 1000 Islands 지역은 매우 인기 있는 관광지입니다. Clayton은 미국에서 가장 좋은 소규모 타운 중
하나로 유명한 곳으로 호텔이 들어서기에 최적지입니다. 우리가 실시한 시장 조사에 의하면 1000
Islands Harbor Hotel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았습니다”라고 Hart Hotels의 David Hart
CEO 겸 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관광객들을 위해 우아하고 안락하고 매우 흥겨운
장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Harbor Hotel은 퍼스트 클래스 수준의 지역 경험으로 앞으로도
오랫동안 다양한 관광객들을 불러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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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는 기획, 시공, 개장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Clayton 커뮤니티, Jefferson County IDA,
그리고 Empire State Development의 보조금 지원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완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라고 Krog Corp의 Peter Krog CEO가 말했습니다.
AAA 4 다이아몬드 인증을 목표로 하는 호텔 서비스와 편의시설로는 손님들을 위해 비즈니스와
레저 기획 및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컨시어지, 야간 턴다운 서비스(nightly turndown service), 실내
수영장 및 자쿠지, 휘트니스 센터 및 비즈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이 호텔은 대연회장, 미팅 공간,
강변쪽 pre-function 구역을 포함해 6,000여 평방피트의 컨퍼런스 실과 연회장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호텔은 Seaway Grille의 식당, 1000 Islands 바, Riverside Patio에서의 아름다운 경관과
화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관광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Empire State Development는 NCREDC를 통해 300만 달러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위원회의 최우선 사업이었던 1000 Islands Harbor Hotel은 이 지역 경제의
다양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NCREDC의 전략계획을 따르고
있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사장 겸 CEO & 장관인 Kenneth Adam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역위원회 최우선 사업으로 관광시설이 들어서서 Clayton 커뮤니티와 North Country의 경제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이 비어있던 땅이 최고의 휴양시설로 변모하여 많은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Thousand Islands의 가장 멋진 곳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Clarkson University 총장 겸 지역위원회 공동의장인 Anthony G. Collin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1000
Islands Harbor Hotel의 테이프 커팅식으로 North Country의 일일 생활권 내에 거주하는
1억2,000만여 명의 주민들을 관광 시장으로 이끌어 뉴욕과 캐나다가 맞닿은 200마일의 국경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또 다른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이끌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민관 투자에 대한 주지사의 지원으로 North Country 지역경제개발위원회는 폭넓은 대중 참여를
통해 개발한 전략적 기획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 다양화를 위한 견인차로써 관광업을
활용할 중요한 요소를 확보해나가고 있습니다.”
North Country 상공회의소장 겸 North Country 지역경제개발위원회 공동의장인 Gary Dougla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호텔의 개장은 North Country 경제를 변모시킬 우리 지역 계획 활동의
초석입니다. 우리 관광산업은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세계적 장소로 유지시키고 키워나갈 수 있는
새로운 최신의 숙박시설과 관광지가 필요합니다.. 이 호텔은 Thousand Islands의 그러한 전략의
일부이며, Adirondacks에 다른 새로운 호텔 개발을 촉발시켰습니다. 개발관계자분들께 축하 인사를
드리며, 특히 지속적인 지원을 마다하지 않으신 Cuomo 주지사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North
Country의 관광산업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이 호텔은 과거 Frink America 부지 위에 건설되었습니다. 이곳은 한 때 버려진 제설공장
부지였지만 VCP(Voluntary Cleanup Program)에 따라 Town of Clayton과 Clayton Loc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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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에 의해 훌륭한 모습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Jefferson County IDA도 판매세가 포함된
15년 PILOT와 융자 기록 면세를 제공하였습니다.
Patty Ritchie 주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광업은 Thousand Islands 경제의 생명줄입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는 더 많은 뉴욕주 관광객과 미국 및 전세계 관광객을 유치하여 이 아름다운
곳을 새로 깨닫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뉴욕 북부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두 합심해서 이 프로젝트를 성사시키신
모든 분들께 축하 인사를 드리며 1000 Islands Harbor Hotel이 첫 시즌을 맞이하여 좋은 경사가 많이
생기길 기원합니다.”
Addie Russell 주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 North Country 지역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써
이 프로젝트를 지원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 사업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위원회와
주지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호텔은 Clayton과 Thousand Islands 지역 모두에게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기반이 튼튼한 관광객 경제를 더욱 강화하고 미국 전역과 세계
각지의 많은 관광객들을 이 아름다운 곳으로 불러모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
연중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및 커뮤니티 경제에 몹시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Town of Clayton의 Justin A. Taylor 타운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이프 커팅식과 시설 개장으로 전
Clayton 커뮤니티의 오랜 10년 숙원 사업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사업에는 Clayton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s Frink 재개발위원회가 제공한 수천 시간의 자원봉사 활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커뮤니티의 비전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Peter Krog와 David Hart 그리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힘써 주신
스탬, 주변 커뮤니티 파트너, Jefferson County, JCIDA, 국무부, NBRC(Northern Boarder Regional
Commission), 환경보존부, 공원레크리에이션&역사지보존국, Cuomo 주지사의 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복잡한 사업이었지만
모두가 합심하여 성공적인 개장식을 맞이하였습니다.”
Clayton의 Norma Zimmer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layton 커뮤니티는 1000 Islands Harbor
Hotel의 개장을 진심으로 기다려왔습니다. 현재 완공된 리조트 시설은 놀라운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Clayton을 찾는 새로운
관광객들에게도 제공하여 아름다운 1000 Islands 지역을 전세계에 보여주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명물 호텔을 North Country에 자리하는 데 공을 세우신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 드리며, 이
호텔이 이번 여름과 연중 내내 우리 관광업 경제를 크게 이끌어주기를 기대합니다.”
Jefferson County IDA CEO인 Don Alexand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신경 쓴 결과, 구조적으로 아름답고 전반적인 지역 분위기와 잘 어우러지는 최종 결과물을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광업에 따른 지역 혜택과 함께 Harbor
Hotel은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를 낳을 것이고, 1000 Islands Harbor Hotel은 Jefferson County의 또
다른 멋진 유산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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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t Hotels 소개
Hart Hotels은 뉴욕 Buffalo에 자리한 Hospitality Management Company입니다. 이 회사는
포틀랜드, 메인, Watkins Glen, 뉴욕에 4 다이아몬드급 Harbor Hotels 을 포함해 11개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art Hotels은 그레이터 Buffalo 지역에 5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관리 중인 다른 부동산으로는 뉴욕주 Auburn과 Ithaca의 Finger Lakes
지역의 두 개의 호텔과 버몬트 주 South Burlington에 있는 Green Mountain Suites 호텔이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www.harthotels.com을 방문하십시오.
The Krog Corp 소개
뉴욕 Orchard Park에 자리한 The Krog Corp은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활동하는 건설-시공
전문 업체이지 개발회사입니다. Krog사는 교육 시설 프로젝트, 공동주택, 건물 전용,
역사적 복원, 주차장 시설을 포함한 폭넓은 분야를 포함해 접객업 프로젝트, 의료원, 일반
사무건물, 산업 및 유통시설 건설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krogcorp.com.를 방문하십시오.
각 지역위원회 및 그들의 경제 개발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regionalcouncils.ny.gov방문하십시오. North Country 지역경제개발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northcountryopenforbusiness.com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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