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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3,300만 달러 규모의 셔터쿼 하버 호텔(CHAUTAUQUA HARBOR 

HOTEL) 착공 발표 

 

고급 워터프론트 호텔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수입을 늘릴 것 - 렌더링은 이곳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셔터쿼 호숫가에 위치할 3,300만 달러 규모의 고급 

호텔 건설 공사가 시작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Hart Hotels Inc.와 Krog Group이 

협력하여 셀로런 레이크프론트 커뮤니티에 3,300만 달러 규모의 고급 호텔을 건설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셔터쿼 카운티에서 진행되는 가장 큰 민간 관광 개발 사업 중 

하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셔터쿼 호수는 웨스턴 뉴욕주에서 가장 훌륭한 

관광 자산 중 하나이며, 이러한 고품질 숙박 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지역의 독특한 

워터프론트 지구를 선보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수입을 더 늘릴 것입니다. 

내년 제임스타운 국립 코미디 센터(National Comedy Center) 개장을 비롯하여, 웨스턴 

뉴욕의 관광 자산을 강화할 이번 투자는 이 지역 경제 성장 촉진을 지원할 것입니다.” 

 

Hart Hotels, Inc. 회장 겸 CEO David Har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에 세 번째 

하버 호텔을 건설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호텔은 뉴욕 서던 티어의 고급 호텔 객실, 

회의 및 사교 기능에 대한 요구를 충족할 것입니다. 또한 셔터쿼 카운티 관광산업이 더욱 

성장하고, 보다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돕는 촉매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규직 

일자리 약 100개를 창출하고 세수 기반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호텔 

투숙객의 추가 지출은 지역 숍, 상점 및 관광지에도 혜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뉴욕주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실현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기공식에 참석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셔터쿼 하버 

호텔(Chautauqua Harbor Hotel)은 셔터쿼 호수와 같은 독특한 명소를 즐기기 위해 

웨스턴 뉴욕을 방문한 국내 및 국외 방문객들에게 일류 숙박시설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국립 코미디 센터(National Comedy Center)가 완공됨에 따라, 제임스타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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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관광 산업의 주요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한 개발사들은 웨스턴 뉴욕 지역 경제 개발 보조금(Western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Grant) 19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는 커뮤니티 개발 

블록 보조금 경제 개발 지원금 750,000달러를 제공하여 가구, 비품 및 장비를 

지원하였으며, 81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이 일자리 중 68개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셔터쿼 카운티 산업 

개발청(Chautauqua County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으로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Howard Zemsky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대표, CEO 

겸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셔터쿼 하버 호텔(Chautauqua Harbor 

Hotel)은 여름 시즌 여행객뿐만 아니라, 30,000만 명 주민과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갖춘 

제임스타운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에 기업 관계자와 주중 숙박객에게도 유용합니다. 

REDC는 셔터쿼 호수의 이 지역에 인근 주 및 캐나다에서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 

경제를 발전시킬 리조트 스타일 호텔이 오래 전부터 필요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셔터쿼 호수는 뉴욕주의 

보석으로, 워터프론트를 우아하게 장식할 아름다운 호텔을 추가하면 관광객에게 더욱 

매력적인 명소가 되어 이 지역 관광산업을 촉진할 것입니다. CDBG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프로그램은 커뮤니티의 광범위한 개선,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이며, 이와 같은 프로젝트들을 현실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HCR의 750,000달러 

보조금은 일자리 81개를 창출하고 호텔의 성공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웨스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Western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공동 의장 겸 SolEpoxy Inc. 회장 Jeff Bel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셔터쿼 하버 호텔(Chautauqua Harbor Hotel)은 이 지역에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고급 리조트를 건설하면 호화로운 객실, 

워터프론트 여가 활동 및 기억에 남는 저녁식사 경험을 원하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개발 사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건설직과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웨스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 (Western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공동 의장 겸 프레도니아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Fredonia) 총장인 Virginia Horvath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셔터쿼 

하버 호텔(Chautauqua Harbor Hotel)의 건설은 셔터쿼 지역 관광산업을 위한 커다란 

진보입니다. 이 고급 리조트 건설로 이 지역의 신규 일자리와 관광수입을 창출할 

것입니다. 이 호텔이 지역에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할 것을 



기대합니다.” 

 

셔터쿼 하버 호텔(Chautauqua Harbor Hotel)은 Krog과 Hart의 세 번째 호텔로, 뉴욕주 

최대 규모입니다. 2008년, 1,400만 달러 규모의 왓킨스 글렌 하버 호텔(Watkins Glen 

Harbor Hotel)이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USA 투데이(USA Today)가 왓킨스 글렌 호텔을 

미국 최고의 워터프론트 호텔로 선정하였습니다. 2014년, Krog Group과 Hart Hotels는 

뉴욕주 클레이턴에 사우전드 아일랜드 하버 호텔(Thousand Islands Harbor Hotel)을 

열었습니다. 세인트 로렌스 강(St. Lawrence River)을 따라 위치한 이 호텔은 105개의 

디럭스 룸과 스위트 룸을 갖추고 있습니다. 

 

셔터쿼 하버 호텔(Chautauqua Harbor Hotel)은 135개의 디럭스 룸, 호수 전망 대연회장 

및 300명 수용이 가능한 컨퍼런스 센터, 섬 전망대와 연결된 호수 사이드 바, 실내 및 

야외 수영장,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 다수 및 풀 서비스 레스토랑, 기타 편의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2018년 개장 예정인 이 호텔은 뉴욕주가 지원하는 또 다른 프로젝트인 국립 코미디 

박물관(National Comedy Museum)과 같이 제임스타운에서 데뷔할 예정입니다. 

 

이 호텔은 1962년 폐쇄된 셀로런 놀이공원(Celoron Amusement Park)이 있던 부지인, 

Dunham Avenue에서 9에이커 떨어진 곳에 자리잡게 됩니다. 호텔은 놀이공원과 이 

커뮤니티에서 태어난 Lucille Ball을 비롯한 셀로런의 역사를 오마주하여 설계될 

예정입니다. 

 

Catharine Young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셔터쿼 호수는 우리 카운티의 

보석입니다. 셔터쿼 하버 호텔(Chautauqua Harbor Hotel)은 이 지역에 관광객과 새로운 

일자리를 유치하여 이를 누릴 자격이 있는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개발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릴 것입니다.” 

 

Andy Goodel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셔터쿼 하버 호텔(Chautauqua Harbor 

Hotel)은 아름다운 호수의 전망을 즐기기 이상적인 곳에 위치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수천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일자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Vince Horrigan 셔터쿼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셔터쿼 카운티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은 관광산업과 호텔업입니다. 이 신규 호텔은 

아름다운 셔터쿼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세계적 수준의 숙박 시설을 선사하여 전 

지역에서 관광객을 끌어 모을 것입니다. 매년 손님을 다시 맞이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Scott Schrecengost 셀로런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버 호텔은 이 마을의 판도를 

바꿔 놓았습니다. 진보적인 개발사가 이 아름다운 워터프론트 부지의 이점을 활용하기를 



50년간 기다려 왔습니다. 주민들은 호텔 개장과 그로 인해 창출되는 지역 일자리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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