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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나이아가라폴스에 1,28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COURTYARD 

MARRIOT 호텔 개업 발표  

  

과거 사무실 빌딩이 4,700 평방피트 소매점 공간과 82개 룸을 갖춘 호텔로 거듭나  

  

나이아가라폴 호텔 네 곳의 건설을 추가하여 관광 산업 붐을 돕고 웨스턴 뉴욕의 경제 

성장을 활성화할 것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나이아가라폴스 900 버펄로 에비뉴(Buffalo 

Avenue)에 지어진 1,28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Courtyard by Marriott® 호텔 개업을 

발표했습니다. 본 프로젝트로 69,700 평방피트 규모의 구 Moore Business Forms 사무실 

건물이 82개 룸을 갖춘 호텔로 개조되었습니다. 본 프로젝트로 4,700 평방피트 이상 

규모의 소매점 공간을 비롯한 홈시어터 라운지, 24시간 영업하는 매점(Grab-n-go 

Market), Starbucks 서비스가 있는 Marriott Bistro 및 공공 야외 라운지, 식사 장소도 

생겼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자회사인 유에스에이 나이아가라 

개발공사은 Indian Ocean, LLC에 프로젝트 보조금으로 125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호텔에서 약 12개 정규직이 창출될 예정이며 이미 본 프로젝트로 150개의 건설 

관련직이 창출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광 산업 붐, 활기찬 명소와 더불어 

나이아가라폴스의 경제는 계속해서 회복될 것이며 본 호텔로 더 많은 일자리와 경제 

기회가 창출될 것입니다. 지역 특성 강화에 전략적 투자를 하여 나이아가라폴스 관광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으며, 이는 웨스턴 뉴욕으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Indian Ocean, LLC는 2010년에 구 Moore Business Forms 건물을 인수했습니다. 회사 

공동 소유자인 B.F. Patel과 Pragna Patel은 1996년부터 나이아가라폴스에서 호텔을 

경영해 온 30년 이상의 호텔 서비스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Patel 가족은 역사적 



 

 

건물을 기반으로 뉴욕주 문화재 보존소(New York 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와 

함께 건물의 원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면밀히 작업했습니다.  

  

19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 건물은 본래 레인보우 대로(Rainbow Boulevard) 근처 

Shredded Wheat Co. 공장에 초콜릿 상품을 공급하던 Niagara Chocolate Co.용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해당 공장은 독특한 시설이었고 초콜릿을 생산하는 가장 청결한 

시설이라고 홍보했으며 방문자들이 시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환영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유명 브랜드 기업들이 공장을 개방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후 

본 건물은 Moore Business Forms의 북미 지역 행정 관리(North American regional 

administration)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룸 82개를 수용하기 위하여 2층짜리 건물에 두 층을 증축했습니다. 본 건물 복구 시 

석회암과 외부에 있는 화강암을 복원하기도 했습니다. 각 층에는 나이아가라폴스 역사가 

담긴 독특한 벽화가 있습니다. 객식 복도에는 각 층의 테마를 나타내는 인쇄 그림이 

알루미늄 틀에 걸려있으며 로비는 도시의 산업적 유산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본 호텔에는 호화 객실 6개가 있으며 4층에는 5,000 평방피트 규모의 펜트하우스 사무 

공간(Office Space)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주요 관리실과 Patel의 시내 미래 사업 

본사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새로운 Courtyard by Marriott 호텔 개업과 함께 나이아가라폴스 다운타운에는 이제 

최근에 완공되었거나 건설 또는 확장 중인 8개의 새 호텔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925만 달러의 국가 보조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호텔에 방문자가 머물 약 

1,030개의 새로운 룸을 만들었으며 총 프로젝트 비용으로 약 2억 6,000만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Indian Ocean 공동 소유자이자 사장 B.F. Pate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동안 우리는 우리 팀이 가장 소중하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본 호텔 개업으로 나이아가라폴스가 폭포만큼 멋지고 영감을 줄 

진정한 세계 최상급 목적지로 변화하는 것을 원했던 저희 가족의 궁극적 목표가 막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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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폴스로 가는 관문인 

특징적 건물이 개조된 것을 보게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나이아가라폴스의 호텔 산업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방문자들이 잇따라 웨스턴 뉴욕을 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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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폴스 도시는 참된 변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관광 산업 

기회도 잡고 있습니다. Courtyard by Marriott® 호텔 같은 우수 호텔 상품에 전략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지역 거주민들에게 취업과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Marriott 

브랜드를 좋아하는 투숙객을 더 많이 끌고 있습니다.”  

  

Rob Ortt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문자들은 새로운 Courtyard by Marriott 

호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시설을 이용하고 인접한 나이아가라폴스 주 공원(State 

Park)과 워터프론트에 방문하여 좋은 경험을 얻을 것입니다. Patel 가족의 호텔 개업을 

축하하며,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와 관광 산업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축하합니다.”  

  

Angelo J. Morinell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도시에는 몇몇 역사적 

건물이 있으므로 굉장한 지역이 될 전망이 있습니다. 개발업자들이 본 프로젝트로 우리 

지역사회에 재투자를 정하고, 과거 우리 도시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동시에 관광 산업 

경제를 촉진할 시설을 만들어서 기쁩니다.”  

  

나이아가라 폴스 시장 Paul Dyster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Patel 가족이 구 Niagara 

Chocolate Company 의 건물을 재사용하고 Courtyard by Marriott 호텔을 개업하여 

방문자들은 계속 성장하는 관광지에서 오래 머물 기회가 생겼으며 나이아가라폴스 

역사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아가라폴스시가 빛나도록 도와주시고 도시의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주신 Cuomo 주지사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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