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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나이아가라 카운티 소재 컨퍼 플래스틱스 (CONFER PLASTICS)의 

3백만 달러 규모 확장에 대해 발표  

 

웨스턴 뉴욕에서 35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확장 

  

뉴욕 전력청 (New York Power Authority, NYPA)의 저비용 수력 발전소의 400 킬로와트 

전력 할당으로 가능해진 확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나이아가라 카운티의 노스 토나완다에 소재한 주형 

플라스틱 제품 회사인 컨퍼 플래스틱스 (Confer Plastics)를 3 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확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투자로 이 회사는 새로운 일자리 35개를 만들어내며 

웨스턴 뉴욕에서 생산을 크게 확장하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컨퍼 플래스틱스 (Confer Plastics)의 확장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웨스턴 뉴욕의 대단히 중요한 제조업 부문을 더욱 강화시켜서 이 

지역 경제의 부활에 더욱 더 모멘텀을 더할 것입니다. 이것은 노스 토나완다를 위한 

대단한 뉴스이며, 웨스턴 뉴욕이 왜 아직도 발전 중에 있는 지역인지 그 이유를 또 한가지 

더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웨스턴 뉴욕 제조업체의 확장은 고객의 증가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보다 

많은 카약, 온수 욕조, 수영장 제품 등을 생산할 수 있는 대형 특수 플라스틱 주형기의 

구매 및 설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컨퍼 플래스틱스 (Confer Plastics)는 또한 현재 뉴욕주 

전 지역에서 37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는 ReCharge NY 프로그램의 

고객이기도 합니다.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댜: “웨스턴 뉴욕 주민으로서, 컨퍼 플래스틱스 (Confer 

Plastics)와 같은 3대째 운영중인 가족 소유 기업이 우리가 고향이라고 부르는 

지역사회에 투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ReCharge NY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Cuomo 지사의 공약은 운영을 확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길을 

닦으면서 성공을 위해 필요한 추가 에너지를 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확장에 따른 수력 발전의 전력 할당 외에도, 컨퍼 플래스틱스 (Confer Plastics)는 뉴욕 

전력청 (NYPA)으로부터 300 킬로와트의 수력 발전 전력과 420 킬로와트의 ReCharge 



NY 전력을 추가로 받습니다. 이러한 전력 할당은 이 시설에서 약 160명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터뷰와 함께 컨퍼 플래스틱스 (Confer Plastics)의 확장에 관한 비디오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pNinxS44-0U. 

 

Gil C. Quiniones 뉴욕 전력청 (NYPA)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댜: “이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 (Niagara Power Project)는 웨스턴 뉴욕의 경제 개발을 위한 

주춧돌입니다. 직원을 추가하여 생산을 확대하기로 한 컨퍼 플래스틱스 (Confer 

Plastics)의 결정은 이 지역의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훌륭한 징후입니다.” 

 

Bob Confer, 컨퍼 플래스틱스 (Confer Plastics)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댜: “뉴욕 

전력청 (NYPA)의 전력으로 인해 절감된 에너지 비용 덕분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취입 주형기계 중 하나를 인수함으로써 우리 사업에 재투자해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뉴욕 전력청 (NYPA)의 전력은 글로벌 마켓플레이스에서 제조업체들과 

경쟁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용 확실성 및 비용 절감을 제공해 줍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과 뉴욕 전력청 (New York Power Authority)이 저희 사업과 동료 직원들에게 

가시적인 이익을 제공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Arthur G. Pappas 노스 토나완다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댜: “이것은 컨퍼 플래스틱스 

(Confer Plastics)와 노스 토나완다 시에 양쪽 모두에 대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들을 때 

엄청난 뉴스입니다. 모든 지자체는 크고 작은 사업 양쪽 모두를 이처럼 광범위하게 

확장하고 싶어합니다. 미력한 도움 밖에 드릴 수 없었습니만 Quiniones 씨와 뉴욕 전력청 

(NYPA)이 컨퍼 플래스틱스 (Confer Plastics)를 이런 방식으로 북돋은 일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야만 합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안도하는 제스처를 보니 매우 기쁩니다. 컨퍼 플래스틱스 (Confer 

Plastics)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이 확장으로 

플라스틱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지속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저비용의 나이아가라 수력 전력은 나이아가라 발전소 30마일 반경 이내의 회사들이나 

셔터쿼 카운티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 저장됩니다. 이 수력발전 전기는 현존하는 

수만개의 일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s://youtu.be/pNinxS44-0U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