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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CURRIER PLASTICS의 뉴욕주 중부 지역내 제조업 운영 확장 발표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뉴욕주 북부내 150개의 직업을 창출 및 유지하여 5,000만 
달러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민간 부분의 2,000만 달러 투자에 주에서 175만 달러의 

투자를 더할 것입니다.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주문형 블로 몰딩과 주입식 몰딩 제조업자로 디자인 
상을 탄 Currier Plastics, Inc.가 Cayuga 카운티내 제조업 운영사이즈를 2배 가까이 확장해 
향후 5년간 50개의 직업을 창출하면서 향후 10년간 현지 채용으로 5,000만 달어 이상의 
급여를 지불하여 지역 경제 성장을 도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urrier Plastic의 확장은 현지에 기반을 둔 회사를 강화시키고, 그들이 이룩하도록 도와온 
커뮤니티내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저희 노력의 일환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저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뉴욕주 북부 지역에 가장 필요한 직업을 창출하며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Excelsior 세금 공제에서의 100만 달러와 Empire State Development에서의 경제 개혁 
보조금 750,000달러를 활용해 Currier Plastic은 55,000 평방 피트의 제조 및 저장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최소 6 에이커의 활용되지 않은 토지를 재사용하고 다른 용도에 맞게 
만드는 데 2,080만 달러를 투자하고, 창고 하역장에 보다 효율적이고 직접적으로 트럭이 
드나들도록 하는 새 도로 건설을 포함해 관련 인프라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Currier 
Plastic은 증가되는 생산 및 새로운 계약의 관리를 위해 향후 5년간 1,250만 달러의 새 
기기 및 설비를 구매할 것입니다.  Auburn에서의 확장으로 50개의 새 직업을 창출함은 
물론 이 프로젝트가 뉴욕주 외 지역에서 실행되는 경우 잃게 될 100개의 직업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Currier Plastics, Inc.의 회장 John Currier는 “저희는 귀사가 설립되어 본거지를 둔 이 
곳에서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어 무척 기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저희 
고객과 커뮤니티, 종업원, 납품업체 및 소유주들에게 아주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귀사가 저희 커뮤니티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Cuomo 주시사와 뉴욕주 중부지역 경제 발전 위원회에 박수 갈채를 보냅니다.”  
 
뉴욕주 중부 지역 경제 발전 위원회의 공동 의장이자 CenterState CEO회장 Robert 
Simpson은, “Currier의 확장은 Cayuga 카운티와 Currier가 발전하는 시장내에서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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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도록 할 지역를 위해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CNY 지역 위원회의 
최우선 프로젝트로 Currier가 성장하고 저희 지역 제조 부문을 장기적으로 강화시키도록 
자본금을 투자한 주지사와 Empire State Development에 찬사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yracuse University 학장이자 총장 겸 뉴욕주 중부 지역 경제 발전 위원회의 공동 의장인 
Nancy Cantor는, “Currier Plastic의 확장은 주 정부와 지역간 파트너쉽으로 지역 경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투자를 공급하는 방법을 보여준 좋은 사례입니다. 저희 
지역 상호 부문간 전문가 위원회는 저희들이 기술력과 바로 이 곳 저희 커뮤니티내에서 
쉽게 이용가능한 인력의 재능을 발달시키는 제조의 향상을 투자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로 
둡니다. 이러한 종류의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간 협력은 뉴욕주 중부는 물론 뉴욕주 
전체를 다시 번영하게 하는 확실한 비결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11년 가을 Currier Plastics는 Auburn에 기초를 둔 플라스틱 몰딩 제조업 운영 확장 
필요성에 대해 Empire State Development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Auburn에 본사를 둔, 
Currier는 처음에는 현재 도시내 지역에서의 확장을 계획하였으나, 주변 지역의 습지와 
산업의 접근 문제로 인한 개발 문제성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Currier는 대체 지역을 
찾기 위해 Auburn시 및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고, 뉴저지를 포함한 다른 주의 제안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ESD에 의해 개발된 인센티브 패키지는 인접한 토지와 관련된 
지역 개발의 고비용으로 인한 자금 부족을 채울 수 있어 Cayuga 카운티내 운영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urrier는 올 봄 공사를 시작하여 2013년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 시설의 리노베이션을 포함한 비품 구입 및 추가 건축은 2016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회장 겸 최고 경영자이자 이사인 Kenneth Adams는, “Cuomo 
주지사의 지도 아래, 뉴욕주의 빠르게 발전하는 기업 풍토는 저희 기업들이 본거지를 두고 
있는 커뮤니티내에서 성장하면서 직업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강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SD는 장기 제조업자를 도와 직업을 창출하여 Auburn시민들을 위해 지역 
경제에 박차를 가하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982년 Auburn에 설립된 Currier Plastics는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디자인으로 맞춤식 
블로 몰딩과 주입식 몰딩 제조업자로 성장해 왔습니다. Currier는 현재 위치에서의 수용량 
제한 문제로 생산 제품에 대한 잠재적 시장성을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Currier는 제조 
능력을 증가시키고 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계속적으로 소비자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부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선을 꾀하는 주목적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상원 의원 Michael Nozzolio는, “Currier Plastics는 Auburn, Cayuga 카운티 및 Finger 
Lakes 경제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저는 Currier의 운영을 개선하면서 저희 커뮤니티내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기 위해 그들과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이 확장은 저희 지역을 위한 중대한 소식으로, 저희들이 지역 발전 및 장기적 직업 창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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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는 Cuomo 주지사와 공동으로 뉴욕주가 다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 의회 의원 Gary Finch는, “저는 회사의 본거지에 남아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정한 
Currier Plastics의 John Currier와 Michael Cartner의 통찰력을 격찬합니다.  Currier 
Plastics의 확장은 Auburn시에 필요한 성장과 경제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와 Duffy  부지사는 뉴욕주 북부 지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뉴욕주를 다시금 산업 발전의 선도자로 만들고자 하는 그들의 
리더쉽은 그들의 저희 지역내 직업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uburn시 시장 Michael Quinn은, “뉴욕주에 의해 제공되는 경제적 인센티브는 Currier 
Plastics가 현 위치에서 사업을 확장시킴에 따라 Auburn내 100명의 고임금 제조업을 
유지시키고, 50개의 새 직업을 창출시킬 것입니다. Auburn시는 Currier Plastics가 
Auburn시내에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얻도록 Currier Plastics와 함께 일해 왔으며, 
주 지원금은 Currier Plastics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꼭 맞게 조정된 인센티브 패키지의 
일부입니다. Currier Plastics는 Auburn시의 경제 불황 지대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선진 
기술의 제조업자로, 이 지역 경제로 수 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Auburn내 Currier Plastics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저희 노력에 대한 뉴욕주의 파트너쉽, 
특히 Cuomo  주지사를 비롯해 직접적 참여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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