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7/24/2015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NIAGARA FALLS 다운타운의다운타운의다운타운의다운타운의 HOLIDAY INN 호텔의호텔의호텔의호텔의 대확장대확장대확장대확장 및및및및 

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 발표발표발표발표 
 

주요주요주요주요 내외부내외부내외부내외부 개조개조개조개조 완료완료완료완료; Tony Roma’s 레스토랑레스토랑레스토랑레스토랑 및및및및 Great American Arcade 이제이제이제이제 오픈오픈오픈오픈 
 

호텔호텔호텔호텔 사진을사진을사진을사진을 보려면보려면보려면보려면 여기를여기를여기를여기를 클릭하십시오클릭하십시오클릭하십시오클릭하십시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Niagara Falls 다운타운의 주요 호텔 콤플렉스의 380만 

달러 업그레이드 및 확장의 완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도시의 민간 부문 

투자를 상당히 높이며 지역 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114 Buffalo Avenue에 

소재한 189개 객실의 Holiday Inn 호텔은 인테리어와 부지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Centennial Circle 인근의 Rainbow Boulevard에 면한 새 소매동 추가를 포함합니다. 

소매동에는 Tony Roma’s® 레스토랑과 The Great American Arcade라는 브랜드명의 

2층짜리 가족 엔터테인먼트 센터가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가 오늘 일찍이 이 

프로젝트의 리본 커팅에 참석하였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관광지에 고급 숙소를 제공함으로써 이 프로젝트는 Niagara Falls의 

자연미를 더욱 많은 방문객들에게 과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Holiday Inn 호텔에서 진행된 공사는 이 도시의 재활성화에서 중요한 

전진이며 전체 지역에 민간 부문 투자, 일자리 기회 및 경제 성장을 계속 유치할 

것입니다. 본인은 투자자들이 Niagara Falls 관광 산업의 잠재력을 인식하는 것을 보니 

자랑스러우며, 뉴욕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오셔서 이 지역의 모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Niagara Falls는 이 도시의 다운타운 심장부에 새로운 경제 발전을 가져오고 있는 

신나는 변모를 거치고 있습니다”라고 Hochul 부지사는 말했습니다. “Faisal Merani에 

의한 Holiday Inn 호텔의 최신 확장과 개조는 이 관광객 천국을 전세계의 손님들에게 

더욱 마케팅할 진짜 기회입니다. 이는 Niagara Falls의 경이를 더 많은 사람들이 

재발견하도록 유인할 타입의 프로젝트이며 저는이 야심찬 성취에 대해 Cuomo 지사, 

Dyster 시장과 Faisal Merani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도시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에 대해 극히 흥분됩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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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ani Holdings LLC의 개발자 겸 사장인 Faisal Merani가 말했습니다. “이는 Cuomo 

지사, 뉴욕주 및 Niagara Falls 시의 지도와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도시의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도움이 될 것에 속하여 기쁘며 우리 호텔 손님의 전반적 

체류를 고양시킬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 부지는 Empire State Development(ESD)의 자회사인 USA Niagara 

Development Corporation(USAN)의 개발 지구 내에 위치하며 Rainbow Boulevard 

연변의 새 가두 풍경 및 교통 진정 투자; Centennial Circle 건설; 이 서클에 Niagara USA 

공식 방문객 센터 개발; 유서 깊은 United Office Building을 Giacomo Hotel & 

Residence로 복원; 및 Hotel Niagara의 복원 박두를 포함하여 인근의 최근 및 임박한 

투자를 토대로 합니다.  
 

Merani Holdings LLC는 ESD로부터 $550,000의 자본 보조금을 받았으며 Niagara 

Falls시의 융자 기관인 N.F.C. Development Corporation도 $550,000의 자본 보조금을 

제공하여 총 교부금이 11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교부금은 객실 업그레이드, 구 표면 

주차장에 8,700평방피트의 건물 추가, 호텔 풀장 및 회의실 재배치뿐만 아니라 전반적 

정면, 부지 및 조경 개선을 포함한 호텔 개선 및 소매점 확장 비용에 충당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식당 및 소매점에서 50여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최근에 Buffalo Avenue의 Four Points by Sheraton®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한 이 회사는 

이 도시의 오랫 동안 비어있던 구 Fallside Inn에서 세 번째 호텔 재개발에 2500만 달러를 

동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Upper Niagara River의 뜨는 “Riverway”에 위치한 그 

프로젝트는 DoubleTree by Hilton® 호텔이라는 브랜드를 달 것이며, 2016년 5월에 

오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뉴욕주 Niagara Falls에서 오픈하는 첫 번째 체인 

호텔이 될 것입니다. 
 

Paul Dyster 시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Faisal Merani의 Holiday Inn 호텔 

개선으로 우리는 우리 방문객들이 여기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선호되는 지점이 될 

조밀하게 개발된 다운타운을 달성하려는 우리 시의 전반적 목표에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다운타운을 더욱 도보 친화적이고 ‘자전거 통행 가능한’ 구역으로 만들려는 

우리의 노력을 십분 활용하여 활용도가 낮은 주차장에 새 거리 레벨의 추가가 구축되어 

저는 특히 흥분됩니다. 우리는 Cuomo 지사와 ESD 및 USAN에 있는 그의 팀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어 자랑스럽습니다.” 
 

하원의원 John Cerett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Faisal Merani님이 여기의 

투자를 통해 하신 것과 계속 하시는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는 Niagara 

Falls시에서 관광객 경험을 증진하는 주요 추진력이었습니다. 이 호텔은 시의 고급 호텔 

수요를 충족하면서 세수도 늘릴 것입니다. Holiday Inn 호텔은 Niagara Falls에 

방문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최근의 추가물인데 그것이 참여하여 신납니다.” 
 

상원의원 Robert Ortt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관광은 뉴욕주의 특히 여기 Niagara 

Falls에서 경제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방문객 경험과 숙소 같은 편의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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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킴으로써 우리는 이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Falls시가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Holiday Inn 콤플렉스에서의 최근 성취에 대해 Faisal Merani와 Merani 

호텔 그룹에 축하를 드리며 우리의 성장하는 방문자층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성공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뉴욕주 서부 지역 경제개발협의회의 Buffalo Billion 투자 개발 계획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방문객 경험의 질을 고양하고 여행 시장의 고성장 부문에 맞추는 것이 이 지역 관광업의 

최고 우선순위입니다. 이 지역은 52,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2010년에 22억 달러의 

경제 산출고를 창출한 꽤 큰 관광 산업을 자랑합니다. 전세계적으로 관광은 글로벌 

연결성과 교환 추세를 반영하는 크고 성장하는 산업입니다(년 5%). 관광 부문이 

성장함에 따라 일자리도 따라옵니다: 방문객들이 소비하는 추가 100만 달러가 15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고용 성장을 위한 단일의 최대 기회 중 

하나입니다.  
 

ESD의 자회사인 USAN은 주로 민간 투자를 활용하여 Niagara Falls시 관광업의 성장 및 

개선을 이끌어 Niagara Falls에서의 경제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www.usaniagara.com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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