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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지니스 플랜 요약
사업 소개
샤론 스프링스와 이곳의 유황 및 마그네슘 물은 1800 년대까지 인디언들로부터 Healing
Water 로 인정되어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며, 1800 년대 이후 여러차례의 개발에 의해 하루
최대 5000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20 개 이상의 호텔이 성업할 정도로 번창을 구가하는
지역이었습니다. 1900 년대 후반부터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치료 목적 상실, 추가 투자
미비, 주변 경쟁 지역의 레저 시설 확충 등으로 인해 하향기를 거쳐 왔습니다. Sharon springs,
Inc ( 이하 SSI )는 전통과 역사를 지닌 샤론 스프링스를 재개발 및 추가개발하여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다시금 미동부 최대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샤론 스프링스 관광지의 핵심인 Imperial Bath House 에 대한 시장성 조사 분석과, 유황수
및 마그네슘 수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사업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스파 및 온천사업의
트렌드, 주변 지역의 연계 관광 가능성, 주변 지역의 관광사업 활성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진행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 즉 이 사업의 핵심인
유황물의 수원을 확보하고 있는 Imperial Bath House 부지와 추가 개발을 위한 부지들인
Adler Hotel, Columbia Hotel, Washington Hotel 및 주변 임야 80 에이커를 매입하여 사업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SSI 는 확보한 부지를 현대적인 건축과 디자인으로 개발 완료하여 미동부 최고 최대의
관광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단계별 프로젝트
SSI 의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3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차 프로젝트 : 샤론 스프링스 타운 발전의 핵심 비즈니스였던 “Imperial Bath House “ 의
리노베이션 및 재개발 사업. 미화 $15,000,000 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개발을 통해
임페리얼 배스 하우스는 호텔, 현대 적인 실내 찜질방, 실내 온천, 일본 풍의 노천 온천,
다양한 마사지 시설과 레스토랑을 포함한 스파 리조트 시설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2 차 프로젝트 : 콜럼비아 호텔의 리노베이션과 애들러 호텔의 리노베이션 및 부대시설 개발.
현재 총 80 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콜럼비아 호텔은 약 50 개의 객실 및 레스토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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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 진행될 것이며, 미국 최초의 고층 호텔이자 뉴욕 시장 에드 카치가 근무한 것으로
유명한 애들러 호텔은 120 개의 객실외에 실내 온천시설, 야외 수영장 및 부대시설, 레스토랑,
연회장, 세미나 실, 노래방, 어린이 탁아소등이 포함되어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 온천 호텔로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3 차 프로젝트 : 보스톤/뉴욕/나이아가라/몬트리올 을 잇는 셔틀 버스 서비스 사업, 골프장
건설, 요양시설 건설 등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3 차 프로젝트까지 마무리될경우 샤론
스프링스 지역은 명실공히 미동부 최고의 관광 도시로서 미국을 대표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시장
SSI 는 수년간 유럽, 일본 등 전세계 주요 온천 지역 뿐만 아니라, 미국내의 주요 온천
지역인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뉴 멕시코 등의 온천 및 스파 시설을 방문 비교 분석하였으며,
다양한 온천 및 스파시설의 장 단점을 배우고 습득함으로써, 샤론 스프링에 가장 적합한
비지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주변 인구와 시장을 끌어들일수 있는 방법을 분석 하였습니다.
이러한 리서치 분석 결과, 스파 산업과 관련 시장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앞으로도
그 전망은 매우 밝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으며, 온천 스파 시설이 부족한 미동부 지역에서의
사업은 그 전망이 매우 밝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샤론 스프링스 리조트의 주요 타켓 시장 및 고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SSI 의 계열사 동부관광의 미동부지역 관광객 수용 : 동부관광이 패키지 관광으로
행사중인 연간 40,000 명의 고객에게 패키지 상품을 통해 샤론 스프링스 방문 유치
2) 뉴욕 뉴저지 지역 거주민 : 뉴욕 뉴저지 지역에는 한국식의 찜질방이 10 여년째
성공리에 운영되고 있으며, 그 주요 고객은 초기 한국인에서 현재는 90% 이상이
미국인입니다. 동양식 목욕문화와 찜질, 스파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주변 대도시
지역민 유치.
3) 뉴욕 뉴저지 및 알바니 지역 Ethnic 계 : 뉴욕주에 거주하는 동유럽인 및 동양인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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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변 관광지 방문 관광객 : 알바니, 사라토가 스프링스 등 샤론 스프링스 의 이웃지역
방문 관광객, 특히, 미국인들이 살아있을 때 꼭 방문하는 야구 명예의 전당과 동부지역
최고의 동굴인 하우 동굴을 방문하는 연간 수십만명의 관광객. 야구 명예전당과
하우동굴은 샤론 스프링스에서 15 분 거리.
5) 퀘벡, 몬트리올, 토론토에서 뉴욕으로 이동하는 캐나다 관광객 : 샤론 스프링스는
캐나다에서 뉴욕으로 오는 정중간 길목에 위치하여 캐나다에서 뉴욕으로 이동하는
쇼핑 관광객에게 쉼터 제공.

사업의 장점
샤론 스프링스 리조트 & 스파 사업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성공을
위한 핵심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으며, 이는 물(Sulfue Water), 위치(Location), 스파의
트렌드(Business Trend), 그리고 정부의 지원(Support from Government)입니다.
1) 물 ( Sulfur Water ) :북미지역에서 찾아볼수 없는 높은 수치의 H2S, So4, So3, 칼슘,
마그네시윰이 함유된 유황수와 마그네시아수는 세계 최고급이며, 건강과 미용에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2) 위치 ( Location ) : 주요 고속도로인 I87, I88, I90, US20 등과 매우 근접하여 접근성이
편리하며, 동서남북에 주요 대도시가 위치하여 대규모 시장에 근접합니다.
3) 비즈니스 트랜드 ( Business Trend ) : 스파, Bath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중에 있는
산업이며, 앞으로도 건강, 미용, 웰빙에 대한 관심 고조로 지속적 성장 가능성 있는
산업입니다.
4) 뉴욕주, 샤론 스프링스 타운 및 카운티에서 적극적인 지원 :
a) Restore NY $1,000,000 Grant From Empire State Development
뉴욕 전통 역사지역을 보존, 복구할경우 뉴욕주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인 Restore
NY 지원금 $1,000,000 이 지원 확정되었습니다.
b) Tax Credit from NPS and SH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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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age of Sharon Springs 는 역사지구(Historic District)로 지정되어 있으며,
Imperial Bath House 에 있는 세개의 건물과 Columbia Hotel 및 Adler Hotel 은
역사 건물로도 지정되어 있어, 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부의 세금 혜택
지원이 제공됩니다.
-

Federal Tax Credit 20% - 연방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중에서 공사비의 20%
에 해당하는 세금이 공제됩니다.

-

State Tax Credit 20% - 주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중에서 공사비의 20% 에
해당하는 세금이 공제됩니다.

c) PILOT Program ( Property Tax 공제 혜택 )
-

Property Tax Exemption - 지역정부(County, Town, Village, School )에
매년 지불하는 Property Tax 공제 프로그램으로서, 20 년간 추정 금액 약
$1,500,000 ~ $2,000,000 의 세금이 공제 됩니다.

-

Sales Tax Exemption – 공사기간중 구매하는 모든 자재, 가구 및 장비에
대해 0% 세금혜택이 제공됩니다.

d) CDBG 및 Art Grant 등 기타 추가 개발 진행시, 혜택 지원이 가능합니다.

5

샤론 스프링스의 어제와 오늘
비교
접근성

과거
• 대중교통/고속도로를

현재
• 미국 최대 암트랙 역 30 분 내에 위치.

통한 접근이 어려움

샤론과 역 사이 무료 셔틀버스의 운행
예정
•

미국 내 최대 고속도로인 US-20, I-88, I90, I-87 에 매우 근접

•

퀘벡과 몬트리올 캐나다에서 버스로
뉴욕을 방문하는 길 선상에 위치.
수만명의 여행객들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오아시스로의 역활

패키지

• 패키지 상품 없음

• 야구 명예의 전당, 파머스 뮤지엄,
페니모어 뮤지엄, 글래스 모어 오페라
하우스등 다양한 쿠퍼스 타운의 다양한
박물관과 패키지 상품.
• 하우 동굴과 패키지 상품.
• 1 시간 거리의 카지노 (터닝스톤) 과 무료
셔틀 버스 제공 및 패키지 상품.
• 40 분 거리의 Schenectady 에 Rivers
Casino 개발중

방문 목적

• 대체 의학

• 릴렉션/여행/미용

시장성/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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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론 유황물의 효능을

• 캐나다에서 뉴욕과 우드버리를 향하는

알고 있던 동부
유럽인들

수많은 여행자들
• 쿠퍼스 타운과 하우 동굴, 뉴욕의 수도
알바니를 찾는 수백만의 여행자들
• 동부관광의 동부 여행 패키지를
방문하는연간 4 만명의 고객들
•

샤론 유황물의 효능을 알고 있던 동부
유럽인들

• 그 외 스파 리조트를 경험하고 싶은 모든
이들
• 뉴욕 거주 방문 일본인, 중국인

음식/레스토랑

• 심플 웨스턴 스타일

• 코리안 바베큐, 스시, 한식등 다양한
장르의 음식
• 샐러드 바, 부페

마사지/스파

• 한정된 종류의 마사지

• 스웨덴, 타이, 코리안, 일본, 터키식등
다양한 종류의 마사지
• 개인 욕조로 목욕 후 마사지를 제공하던
옛 임페리얼 베스의 전통을 살린
VIP 임페리얼 베스 마사지,
프리미엄서비스
(개인 욕조 with 유황물 + 최고급 마사지)
• 네일 & 풋 케어, 자동 안마 의자, 침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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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품

• 간단한 기념품 샵

• 샤론 스프링스 유황, 마그네시아 물을
이용한 다양한 화장품, 팩, 미용 상품,
입욕제
• 체계화 된 기념품 사업. 샤론의 캐릭터,
심볼를 이용한 접시, 머그컵, 키홀더,
엽서, 타올, 과자등등 기념품

건축 스타일

• 그리스/로마 양식

• 전면부 그리스/로마 양식
• 동양, 일본 적 인테리어와 노천온탕 시설

기타 서비스

•

없음

• 셔틀 버스 서비스

2. 보유 부동산 및 유황수
1) 부동산 소개
a) 임페리얼 베스
1927 년에 지어진 임페리얼 베스는
샤론의 역사이며 상징입니다. 아름다운
Beaux 아트 형식으로 지어진 이
건축물의 정문은 코런티안 기둥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며, 수 백만명의
방문자들이 방문한 유황수 템플과,
마그네시아 수 템플, 아이 (Eye) 수
템플이 임페리얼 베스 바로 옆에

<Imperial Baths>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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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애들러 호텔
1927 년에 자본금 25 만 불로 루이스 애들러에 의해 개발된 호텔은 스페니쉬 콜로니얼
건축형식으로 지어져 있었으며, 120 개의 객실과 마사지 및 유황온천시설, 대 강당 과
극장등이 구비된 럭셔리 호텔이였습니다. 뉴욕 전 시장인 에드 코치가 소년시절 이
호텔에서 벨보이로 일했던 것은 유명한 일화 입니다. 또한 헐리우드 유명 영화들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이 호텔은 아름다운 형상의 삼각형 박공 지붕과 스타코 벽이
인상적입니다.
c) 콜롬비아 호텔
콜롬비아 호텔은 각 1 에이커의 대지에 지어진 전통있는 호텔로서, 임페리얼 베스를 찾는
손님들이 머무는 곳으로 개발 할 예정입니다.

d) 80 에이커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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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총 부동산 및 대지 크기
Shron Springs, Inc. 가 보유한 호텔들과 대지의 총합은 112.28 에이커 입니다.
부동산

주소

크기

임페리얼 베스

233 Main Street
Sharon Springs, NY 13459

14.20 에이커

애들러 호텔

107 Adler Ave
Sharon Springs, NY 13459

12.48 에이커

콜롬비아 + 부속 대지

109&118 South Street
Sharon Springs, NY 13459

2.00 에이커

80 에이커 대지

Dublin Street
Sharon Springs, NY 13459

82.60 에이커

Total

111.28 에이커

2) 유황수 소개 및 효능
20
18
16
14
12

황산염

10

황화물

8

마그네시아

6

아황산염

4

칼슘

2
0
샤론

버클리

사라토가

핫

벳부

타츠키오

쿠사츠

스프링스

스프링스

스프링스

스프링스

스프링스

스프링스

스프링스

Source: H2H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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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국내 최고의 유황 함유율 : 샤론의 유황수에는 황산염, 황화물, 아황산염, 칼슘,
마그네시아등 건강과 미용에 이로운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함유율은 미국은 물론
전세계 의 어떤 유명 스파보다 높습니다.
샤론
스프링스
황산염
(S04)

전세계 유명 온천

효과

1490 ppm 의

미국 내 유명 스파 버클리

황산염 성분은 건강에

높은 황산염

스프링스가 22ppm 의

매우 이로운 성분으로

함유량

함유량을 보유. 샤론의 1/70

분리됨.

수준.

특히 류마티즘, 신경통 과

미국 몬타나 지역에 위치한

소화기능에 매우 효능이

핫 스피링스가 301 ppm 을

좋은것으로 알려져 있음.

보유. 샤론의 1/5 수준.
일본내의 유명 온천인
스키오카의 온천의 343
ppm, 쿠사츠 온천의
606ppm 과 비교 샤론의
1490 ppm 의 압도적으로
높음.

황화물
(H2S)

18 ppm 의

미국 내 온천들에서는

황화물은 류마티즘과

황화물을 함유량

숫자로 표현하기 아주 적은

호흡기관의 건강에 매우

PPM 의 황화물이

이로운것으로 알려져

발견되거나 아예 발견 되지

있음.

않음.

황화물은 또한 혈액내의

일본의 3 대 온천에서는

독성 제거와 고혈압,

적게는 0.87 ppm 부터

당뇨병, 만성 여성병,

높게는 11. 4ppm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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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물이 발견되었으며

만성 피부병 치료에 매우

모두 샤론의 18 ppm 보다

효과적임.

현저히 낮은 수치.

마그네시아

363 ppm 의 높은

오직 사라토가 만이 171

마그네시아는 피부의

마그네시아

ppm 의 마그네시아

알카리 화를 도우며, 독립

함유량.

함유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신경계 통의 치료와

사라토가를 제외하고 모든

엔자임 촉매 반응을

온천들은 마그네시아를

활말하게 함.

포함하지 않고 있음.

칼슘

1984 ppm 의

오직 사라토가만이 348

칼슘 함유량

ppm 의 칼슘 함유량을
보였으며 다른 온천들의
칼슘 함유량은 나타나지
않았음.

칼슘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변비와
복통에 매우 좋은것으로
알려져 있음.
칼슘이 포함된 물을 현대
필터시스템으로 정수한
뒤 음용하는것이 최고의
칼슘 섭취법으로 알려져
있음.
골다공증을 비롯하여
뼈의 형성과 건강을
지키는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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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변 시장 분석
지리적으로 샤론은 뉴욕주의 중심부, 뉴욕주 안의 주요도시들 사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뉴욕시와는 2 시간 반, 보스턴 과는 3 시간, 나이아가라 폭포와는 4 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가장 큰 카지노인 “터닝 스톤”카지노 와 매년 4 백만명의
방문자를 유치하는 대 도시 알바니는 불과 한 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40 분거리의
Schenectady 에, Mohawk Valley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Rivers Casino 가 건설중에
있습니다.
야구 명예의 전당, 하우 동굴과는 불과 15 분 거리 이며, 이들과 야구 명예의 전당(Baseball),
하우동굴(Bats), 스파 리조트(Baths)를 조합한 BBB 마케팅이라는 패키지 상품을 성사시켜
수많은 야구 명예의 전당과 하우 동굴 방문자들의 샤론 방문을 극대화 시키고자 합니다.
샤론 스프링스는 유명 캠프, 스키지역인 캣츠킬, 아드리온덱 산에서 흐르는 플래시드 강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둘러 쌓여 관광지로써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뉴욕주 안의
주요도시들과의 편리한 접근성은 수많은 잠재 고객들의 샤론 스프링스 방문을 편리하게 해
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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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샤론의 위치와 인구 분포도
샤론은 뉴욕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뉴욕시와 2 시간 반 거리이며 뉴욕주의 주요
도시들과도 매우 근접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쪽 샤론의 북쪽 2 시간 반 거리에는 1932 년 1980 년 올림픽이 치뤄진 플레이시드 강 과
아디론덱 산맥 주립 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북미의 파리라 불리는 몬트리올, 오타와 와의
거리는 4 시간 입니다.
동쪽 샤론의 동쪽으로는 뉴욕주의 수도인 알바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알바니는 연간
3 백만명의 컨벤션, 세미나 참가자, 여행객들이 찾는 곳이며, 샤론과는 30 분 거리입니다.
연간 150 만명이 찾는 동부 최고의 스파 지역 사라토카 스프링스는 샤론에서 한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하버드와 MIT 로 유명한 보스턴은 샤론에서 3 시간 거리입니다.
14

서쪽 서쪽에는 1 시간 거리에 터닝스톤 카지노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 카지노는 매해
4 백만명에 육박하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연간 천육백만명의
방문자가 찾는 곳이며, 샤론에서 4 시간 거리입니다.
남쪽 연간 약 5400 만명이 찾는 세계 최대의 도시 뉴욕시가 샤론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 시간 반 거리입니다. 미국의 최초 수도인 필라델피아도 2 시간 반 거리입니다.

2) 시장 타켓
SSI 의 계열사 동부관광 패키지 투어 고객
아래의 지도는 동부관광에서 판매하는 미주 동부/캐나다 여행 패키지에 포함된 목적지들
입니다. 동부 관광은 1 박 2 일부터 8 박 9 일 까지 다양한 일정의 동부여행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구입 하는 손님의 수는 연간 약 4 만 명 입니다. 목적지간은 주로
버스로 이동하게 되며, 샤론 스프링스는 주 고속도로에 매우 근접하게 위치하고 있어에
동부 여행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패키지 여행에 샤론 스프링스를 추가하는것은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이제 동부관광을 찾는 연간 4 만명의 미동부 투어 고객들은 최고급 유황
스파까지 체험하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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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론 스프링스를 포함한 동부관광 미주/캐나타 투어의 예
일정

방문 지역

1일

•
•
•
•

New York - Sharon Springs – New York
Turning Stone Casino – Sharon Springs – New York
Binghamton – Sharon Springs – New York
Albany – Sharon Springs –Albany

1박

•
•
•
•
•
•

New York - Sharon Springs – New York
Niagara Falls – Sharon Springs – New York
Montreal – Sharon Springs – New York
Boston – Sharon Springs – New York
Albany – Sharon Springs – New York
Turning Stone Casino – Sharon Springs – New York

•
•
•

New York – Niagara Falls – Sharon Springs – New York
New York – Thousand Island – Sharon Springs – New York
New York – Boston – Sharon Springs – New York

2일

2박
3일

•
3박

•

4일

•

4박

•
•

5일

•
•
•

NY – D.C. – Niagara Falls – Sharon Springs – NY

NY – Niagara Falls – Thousand Island – Turning Stone Casino – Sharon
Springs – NY

NY – Boston – Saratoga – Sharon Springs – NY

Atlanta – NY – Niagara Falls – Sharon Springs – NY
NY – Niagara Falls – Thousand Island – Turning Stone – Sharon
Springs – NY
NY – Niagara Falls – Thousand Island – Montreal – Sharon Springs –
NY
NY – D.C. – Niagara Falls – Turning Stone – Sharon Springs – NY
NY – Niagara Falls – Turning Stone – Sharon Springs – Boston – NY

캐나다에서 뉴욕과 우드버리를 찾는 여행자들
캐나다 몬트리올과 토론토에서 뉴욕과 우드버리를 버스로 찾는 여행자들 입니다. 샤론
스프링스는 뉴욕과 우드버리를 찾는 캐나다 여행자들의 버스 루트 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샤론은 이제 장시간의 버스여행에 지친 캐나다 인들 여행의 피곤을 풀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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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 같은 존재로 다가 갈 것입니다. 우드버리 쇼핑 아울렛과 뉴욕시는 샤론
스프링스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각 2 시간, 2 시간 반의 시간밖에 소요 되지
않습니다.

주변 지역 방문자들
샤론을 둘러싸고 있는 이웃지역의 방문자들 입니다. 알바니, 터닝스톤 카지노, 사라토가
스프링스 주립공원 등 8 백만에 달하는 방문자들은 모두 샤론 스프링스의 잠재
고객들입니다. 특히 야구 명예의 전당 과 하우 동굴의 방문객들은 샤론과 BBB 마케팅이라
불리는 특별 프로모션 협정을 맺아, 해당 지역의 방문객의 샤론 유입을 최대한 도모 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문자들
뉴욕 내 약 500 개의 일본 회사의 사원 연수, 여행, 캠프 등 이용 유치로 단체 손님 확보 및,
뉴욕 거주 10 만명의 일본인과 연간 33 만명의 관광객 확보를 위해서 타겟팅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온천 여행이 보편화 되어 있으며, 개인 여행객들의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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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다양한 상품의 이용이 기대됩니다. 일본은 기념품을 주는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어,
기념품 판매의 수익 창출도 예상됩니다.
중국 방문자들
중국에서의 방문객 수가 연간 약 150 만명이 뉴욕을 방문합니다. 뉴욕 지역에
약 55 만명이 거주 하고 있습니다. 뉴욕 거주 방문 아시아인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인에게 판매를 도모, 가족, 회사 단위의 단체 및 개인 고객의 모객이 기대됩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고 물건은 오래 남는 다며, 힐링과 쇼핑에 돈을 아끼지 않아 싹쓸이
쇼핑의 큰 손 고객으로 기대 됩니다.
동유럽권 방문자들
연간 방문객수 약 330 만명으로 뉴욕 전체 방문객의 많은 비율을 차지 하는 동유럽권
관광객입니다. 장기 여행자들이 많으며, 오랜 여행 일정으로 누적된 피로를 풀고자 많은
이용자들이 기대됩니다. 터키, 로마등 퍼블릭 베스가 보편화 되어 있는 동유럽권은 부담
없이 샤론스프링스를 이용하리라 예상됩니다.

4. 마케팅
20 년 넘게 축적된 Travel Business 전문가인 프로젝트 담당자들은 Well Being 에
포커스한 Leisure 마케팅을 온천 및 스파, 한국식 찜질방, 역사와 자연에 맞추고, SNS 마케팅,
주변 관광지와 공조, 뉴욕/뉴저지의 찜질방과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해 미동부 지역 및 Ethnic
계에 적극적으로 시장 개척 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1) BBB 마케팅 및 셔틀 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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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마케팅은 샤론의 이웃인 야구 명예의 전당과 하우 동굴의 방문객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마케팅 캠페인 이며, 여행 전문작가인 론 카폰에 의해서 여행/스포츠 전문 신문
스포츠 뉴욕에 소개 되었습니다.
Baseball (야구 명예의 전당): 샤론에서 15 분 거리에 위치한 쿠퍼스 타운의 얼굴인 야구

명예의 전당은 연간 35 만명의 방문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쿠퍼스 타운의 상업 다이렉터
폴리 렌켄스와의 회의를 통해 샤론과 야구 명예의 전당을 방문객들이 쉽게 오갈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협정을 맺었습니다.
Bats (하우 동굴): 하우 동굴은 연간 20 만명의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단위의

방문객들이 자주 찾는 이 동굴은 샤론 스프링스의 고객층과 상당히 일치하며, 다양한 여행
상품들 : 여행자 동굴 탐험, 새벽의 동굴 탐험등 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Baths (임페리얼 베스): 야구 명예의 전당과 하우

동굴의 방문객 유입을 위해서, 샤론과 이

지역들로 무료 셔틀 버스와 디스카운트 상품이 소개될것입니다.

Source: Sport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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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셔틀 서비스 및 알바니, 터닝스톤 카지노/Rivers Casino 셔틀 서비스
GE 공장, 펩시 센터, 엠파이어 플라자 등으로 으로 매해 알바니를 찾는 약 3 백만명의
컨벤션, 정부 비지니스, 세미나등 방문객에게 셔틀 서비스를 제공하며, BBB 셔틀 및
터닝스톤 카지노/Rivers Casino 와도 업무 공조를 통해 셔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알바니 스테이션 셔틀버스 운영 및 4 개 도시 정기 버스 운행

샤론 스프링스는 주변의 여러 주요도시에서 방문하기 쉬운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쪽으로는 보스턴, 서쪽으로는 토론토, 북쪽으로는 몬트리올,
남쪽으로는 뉴욕시가 샤론을 중심으로 십자가 모양을 이루며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대도시로부터 암트랙을 통해 뉴욕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는 엄청나며 특히
샤론에서 30 분 거리에 위치한 알바니역은 미국에서 가장 바쁜 역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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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 암트랙 스테이션의 스케쥴에 맞추어 셔틀버스를 운영함에 따라, 암트랙으로
뉴욕을 찾는 주변 대도시 방문객의 유입을 도모할수 있습니다.
또한 암트랙과의 패키지상품을 통해, 암트랙 손님들에게 샤론 스프링스 입장권 할인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미국 내 최대 기차역을 이용해 보다 많은 잠재고객을 유입할수
있습니다.
1 차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운영과 함께 2 차,3 차 프로젝트 진행시기와 맞추어, 주변 4 개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버스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즉 샤론 스프링스를 축으로
하여 나이아가라, 보스톤, 뉴욕, 몬트리올을 이동하는 관광객 및 추후 일반 이동객들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5. 프로젝트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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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차 프로젝트 Phase 1 : IMPERIAL BATH & SPA

a) 자금 및 소요 비용
총 개발 비용 : $13,000,000
부지 구입 및 회사 인수 비용 : $2,000,000 ( 2008 년 )
세금 및 부지 유지 보수 비용 : $1,500,000 ( 2008 년 ~ 2014 년 )
각종 조사 용역비용 및 설계 비용 : $1,000,000
재개발 및 건축 비용 : $8,500,000
( 은행 SBA Loan $6,000,000 을 포함하여 준비완료 )
b) 건축 개발 진행상황
Washington Hotel 철거 공사 완료 ( 2013 년 )
Imperial Bath 내 철거 예정 건물 3 채 철거 완료 ( 2015 년 5 월 ~ 9 월 )
Imperial Bath 내 각 건물 석면제거 작업 완료 ( 2015 년 6 월 ~ 10 월 )
Imperial Bath & Spa 개발 설계도 완성 ( 2015 년 12 월 )
c) 개발 완료 및 오픈 예정 : 2018 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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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조직 계획
GM (1)
Accounting (1)

MGMT Dept

SVC Dept

Management

Sales & Mkt

Tour &
Transportation

Customer
Satisfaction

F&B

Spa &
Therapy

Manager (1)

Manager (1)

Manager & OP
(1)

Manager (1)

Manager (1)

Manager (1)

Mgmt OP (1)

Sales (1)

Bus Driver (4)

Reception (3)

Restaurant (5)

Massuses (10)

System&Web
(1)

Marketing (1)

Parking (1.5)

Customer Care &
Private Bath (1.5)

Snack Bar (3)

Nail & Pedi (1)

Gift Shop (1.5)

outdoor café
(1.5)

Body Scrub (2)

Facility Super
(1)
Laundry (2)
Cleaning (3)

2) 1 차 프로젝트 Phase 2 : Imperial Hotel & 연계 투어 온라인 System 구축 및 차량
a) 자금 및 소요 비용
총 개발 비용 : $17,000,000
개발 내용 : 임페리얼 스파와 연결된 호텔 건립
부지 구입 비용 : $1,000,000 ( 2015 년 )
설계 비용 및 허가 관련 비용 : $1,000,000
건축 비용 : $1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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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계 투어 상품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장비 구축
총 개발 비용 및 구축 비용 : $3,000,000
연계투어 온라인 시스템 구축 비용 : $500,000
장비 구입 비용 : $2,500,000
c) 진행 상황
호텔 부지 매입 완료, 2016 년 봄부터 호텔 건설 계획실행 및 Imperial Bath 와 동시
오픈

d) 조직 계획
GM (1)

Accounting (1)

MGMT Dept

SVC Dept

Hotel Dept

Management

Sales &
Mkt

Tour &
Transportation

Customer
Satisfaction

F&B

Spa &
Therapy

Manager (1)

Manager
(1)

Manager & OP
(1)

Manager (1)

Manager (1)

Manager
(1)

Mgmt OP (1)

Sales (1)

Bus Driver (4)

SPA
Reception (3)

Restaurant
(5)

Massuses
(10)

Front
Desk (8)

Maid (4)

System&Web
(1)

Marketing
(1)

Parking (1.5)

Customer
Care &
Private Bath
(1.5)

Hotel F&B (0)

Nail & Pedi
(1)

Hotel F&B
(2)

Cleaning
(1)

Gift Shop
(1.5)

Snack Bar (3)

Body Scrub
(2)

Facility
Machenic(1)
Laundry (2)

Front
Desk

House
Keeping

Manager (1)

Outdoor café
(1.5)

Cleanin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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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차 프로젝트 Phase 1 : Columbia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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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금 및 소요 비용
총 개발 비용 : $5,400,000
개발 내용 : 콜롬비아 호텔 리노베이션 및 레스토랑
설계 비용 및 허가 관련 비용 : $400,000
건축 비용 : $5,000,000
부지 및 호텔 건물 확보 완료
4) 2 차 프로젝트 Phase 2 : Adler Hotel

a) 자금 및 소요비용
총 개발 비용 : $30,000,000
개발 내용 : 애들러 호텔 리노베이션, 애들러 Bath & Spa 건설, 실내주차장건설
수영장 및 부지내 부대시설 건설
부지 및 호텔 건물 확보 완료
b) 세부 계획 추후 수립
5) 3 차 프로젝트
a) 골프장 건설
b) 요양시설 건설
c) NYSE 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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