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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웨스턴 뉴욕에 PLATTER'S CHOCOLATES 공장 개장 발표 

 

전국 초콜릿의 날을 맞아 Platter's Chocolates 공장을 나이아가라 카운티의 오랜 역사를 

가진 Wurlitzer 빌딩으로 옮기며 35개 새 일자리 창출 약속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나이아가라 카운티에 130만 달러 규모의 새 초콜릿 

공장 개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938년에 설립한 가족경영식 회사인 Platter's 

Chocolates는 공장 생산라인과 포장량을 늘리고 방문객에게 제조 과정 투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스토나완다(North Tonawanda)의 오랜 역사를 지닌 Wurlitzer 빌딩으로 

옮겼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Platter's Chocolates의 웨스턴 뉴욕 내 공장 

이전은 노스토나완다와 전체 지역에 있어서는 달콤한 승리입니다. 생산라인 확장과 공장 

투어 추가로 나이아가라 카운티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경제 활성과 관광객 

증가가 기대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Platter's는 방문객들에게 생산과정의 모든 

절차를 보여주어 그들의 초콜릿 제조 공정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Wurlitzer 빌딩으로 옮기는 새 공장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와 많은 가족이 찾아와서 초콜릿, 관광 여가를 즐기기를 기대합니다. 

초콜릿, 관광업 및 방문객들의 날로 늘어가는 소비가 나이아가라 카운티에 달콤한 

성공을 안겨줄 것입니다.”  

 

Platter's Chocolates는 노스토나와다에 있는 24,000제곱피트의 새 공장 부지로 옮겨 

최첨단 실내 온도 조절기능으로 작업 범위 확장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시설의 온도 

조절은 초콜릿 생산을 일 년 내내 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이전 공장 부지에서는 

불가능했던 무더운 여름에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명의 직원을 가진 Platter’s 

Chocolates는 35명의 새 직원을 고용하여 늘어난 생산라인과 추가된 공장 투어의 

수요를 만족합니다. 

 

Platter's Chocolates의 사업개발부 부사장 John DiGiusepp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Platter's Chocolates를 대표하여 저희는 우리 사업을 대폭으로 지지해주신 Cuomo 

주지사와 뉴욕주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 사업은 노스토나완다의 자그마한 집의 

지하에서 시작하였습니다. 3대째 이어오면서 현재는 새로운 시설에서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에게 달콤한 투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Platter's Chocolate Factory는 관광버스와 그룹에 맞게 설계되어 초콜릿 생산의 역사, 

제조 및 예술성을 강조하는 도보 투어가 가능합니다. 투어 참가자들은 초콜릿을 만드는 

모든 절차를 보고 초콜릿 전문가의 해설을 들으면서 Platter’s의 유명한 스펀지 캔디를 

맛볼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초콜릿 매장과 와이파이, 음료 및 현지 아이스크림을 

제공하는 커피 카페를 갖춘 공장 매점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작은 규모의 회의, 

커뮤니티 이벤트 및 휴가철 가족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 개장한 Platter's Chocolate Factory와 투어는 매년 8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와 이 

지역에 나이아가라 폭포 요리학원(Niagara Falls Culinary Institute)과 지역 와인 시음회와 

같은 더 많은 식음료 명소를 늘리면서 지역 관광산업을 지지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회장 겸 CEO Howard 

Zemsk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리사 투어와 뉴욕주 와인 양조장 및 맥주 양조장의 

인기와 함께 미식 관광업은 기하학급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초콜릿 투어는 

방문자들이 조금만 더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웨스턴 뉴욕의 독특한 

초콜릿 맛으로 처리한 스펀지 캔디 제조과정을 참관할 수 있는 달콤한 방식입니다.” 

 

나이아가라 관광업 & 컨벤션 회사 (Niagara Tourism & Convention Corporation) 사장 

겸 CEO John Perc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행선지 마케팅 

공식기관으로서 우리는 Platter's 초콜릿 공장이 성장과 확장을 거쳐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하여 새로운 명소를 추가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요리 산업뿐만 

아니라 나이아가라 와인 시음회의 엄청난 성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관광객들이 지역 

풍미에 대한 체험을 원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Platter's 제품은 장기간 우리 사무실의 

총애를 받아왔으며 그들의 초콜릿은 우리가 자주 VIP 손님에게 기념품으로 드리는 

제품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또 다른 나이아가라 카운티 보물을 세계에 보여줄 

차례입니다!” 

 

뉴욕주 전력공사(New York State Power Authority, NYPA)는 Platter's Chocolates의 

공장 이전과 개조에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Niagara Power Project)의 미사용 수력 

전기 매출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지역의 경제개발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웨스턴 

뉴욕 전력 수익금 프로그램에서 20만 달러를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에서 35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환급으로 최대 17만 5천 

달러의 뉴욕주 세금공제(Excelsior Tax Credit)를 제공합니다. 

 

NYPA 사장 겸 CEO Gil C. Quinion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출범 이후 

320만 달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번에 이 지역에 장기간 정착해 오면서 더 많은 성장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 회사를 도울 수 있어서 만족스한습니다. Platter's는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가 이 지역의 경제 활성을 이끄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Rob Ortt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Platter's Chocolates는 노스토나완다와 

지역을 대표하는 초콜릿 제조회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을 포함한 

많은 가족의 전통으로 되었습니다. Platter's 공장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살아온 우리 

가족과 저는 그곳에 자주 다닐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장이 고향에서 규모가 

커지게 되어 기쁩니다. 현지에서 설립하고 성장한 회사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지역 경제를 계속 번창하고 강화하며 더 많은 가족의 전통으로 되어갑니다.” 

 

토나완다 시장 Arthur G. Pappa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노스토나완다에서 살아왔고 Platter's Chocolates는 저의 동년 시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저는 Felton가에 있던 원래 위치로 가는 길을 아직 기억하고 있으며 

지금은 Oliver가에 있는 위치로 계속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Platter's가 계속 번창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며 이전의 노스토나완다 회사 부지를 Wurlitzer 빌딩으로 옮기게 되어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저는 Platter's가 계속하여 커뮤니티의 진정한 중추 역할을 맡게 

되기를 빕니다.” 

 

Platter’s Chocolates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platterschocolates.com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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