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마티 2022 숙박 계획, 핵심 자산
(카자흐스탄 알마티 및 스위스 로잔 2015년 7월 21일 PRNewswire=연합뉴스) 올림픽
개최지 후보 경주에 뛰어든지 거의 2년이 되어가는 알마티 2022가 아름다운 도시
알마티에서 국제 커뮤니티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카자흐스탄의 수도 알마티는 관광
부문에서 빠른 성장을 이뤘다. 호텔 객실 수의 연간 성장률이 약 11%에 달하는 알마티는
중앙 아시아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관광국 중 하나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uk/7579951-almaty-2022-accommodation-plana-key-asset/
세계적 수준의 스키 리조트에 대한 근접성, 그림 같은 산, 새로 개발된 카지노와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활력이 넘치는 카자흐스탄 문화 등을 갖춘 알마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11년 동계아시아대회 같은 주요 국제
동계스포츠대회와 FIS 및 IUS 세계 챔피언십 같은 수많은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증가하는
관광사업으로부터 계속 이익을 얻고 있다.
알마티는 관광사업 부문의 성장과 맥락을 같이 하며 수많은 방문객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견고한 숙박계획을 세웠다. 알마티 2022는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 신청이 알마티의 장기 목표와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알마티 시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관광협회 회장 Rosa Assanbayeva는 “지난 수 년 동안 알마티를 찾는
관광객들이 꾸준히 증가했다”라며 “증가하는 알마티 인구를 위한 주택 외에도 전 부문에서
호텔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알마티 2022 올림픽 숙박 계획은 알마티의 장기적인 도시
개발 계획과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언급했다.
중요한 점은 알마티가 호텔 소유주, 부동산 개발업자 및 도시 관청으로부터 3만1천 개가
넘는 객실을 약속 받았으며, 이 약속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다.
알마티의 실제 숙박 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전용 올림픽 가족촌: 객실 10,580개
- IF와 NOC 서비스 아파트를 포함해 신규 서비스 아파트: 객실 15,475개
- 올림픽 시티 내 IOC 호텔의 객실 1,000개를 포함해 모든 부문에서 기존 호텔과 웰빙
리조트: 객실 5,175개
알마티 시장 Akhmetzhan Yessimov는 “알마티가 약속한 객실은 모두 IOC 규정을
만족한다”라며 “모든 고객 그룹은 등급에 상관없이(5성 호텔부터 저예산 방문객들을 위한
대학 레지던스까지) 모든 부문에서 알마티 시가 제공하는 편안한 숙박에 만족할 것이다.
모든 객실은 기존에 완공됐거나, 현재 건설 중이거나, 개별 계약을 통해 계획 또는 약속된
상태”라고 말했다.
@RealAlmaty2022 팔로우:
https://www.facebook.com/RealAlmaty2022
https://twitter.com/realalmaty2022
출처: Almaty 2022 Candidate c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