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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CI FILING SYSTEMS가 이리 카운티에서 8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  

 

저가의 수력발전 전기를 할당함으로써 생산 가동 설비의 확장을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국내 최대 규모의 고객 맞춤 인덱스 탭, 파일 폴더, 

파일 백업 및 법적 분배기의 제조 업체 및 도매 유통 업체 중 하나인, CI Filing Systems가 

자사의 생산 가동 능력을 확장해서 이리 카운티에서 8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전력청 이사회는 최근에 저가의 수력 발전 전기 할당을 

승인했으며, 토나완다의 자사 시설에서 CI Filing Systems의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 

8백만 달러 규모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우리 주의 경제적 활력과 지속 가능성의 

핵심 구성요소인 재생가능 에너지의 길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있습니다. CI Filing 

Systems는 웨스턴 뉴욕의 성장 잠재력을 인식했으며, 우리는 자사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이곳을 선택해 준 회사에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로, 우리는 토나완다에서 

새로운 제조업 일자리가 창출되고 앞으로 수 년 동안 토나완다의 경제가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이사회는 Home Depot, Victoria’s 

Secret, Simon & Schuster, Whole Foods, Walmart를 포함하여 다수의 유명 상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제품의 제조업체 및 도매 유통 업체인 CI Filing Systems에 1,210 

킬로와트의 전력량 할당을 승인했습니다. 이 회사는 55,000 평방 피트 크기의 공장 및 

41,000 평방 피트의 유통 창고를 토나완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CI Filing Systems는 이 

프로젝트를 완료해서 2018년에는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Gil C. Quiniones NYPA 회장 겸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I Filing의 결정은 

Niagara Power Project와 관련된 경제 발전의 중요한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Howard Zemsky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사장 겸 CEO 및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턴 뉴욕에서 이러한 사업을 확장한다는 것은 현지 인력을 신뢰한다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웨스턴 뉴욕으로 돌아올 기회를 찾고 있는 갓 졸업한 대학생들이나 

다른 이들은 지역 경제의 부흥의 일환이 될 수 있는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Mark Poloncarz 이리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 카운티에서 사업할 

장소를 찾거나 이곳으로 확장하는 것은 항상 좋은 뉴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천연 

자원과 자산 덕분에 저가의 수력 발전 전기를 가까운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 

웨스턴 뉴욕의 이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과 NYPA 

이사회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이 저가 전력 할당은 CI Filing가 시설을 확장하고 더 

많은 현지 인력을 고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인 것입니다.” 

 

Joseph Emminger 타운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나완다의 타운 감독관으로서, 

저는 CI Filing Systems의 확장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저가의 수력 발전 전기를 할당해 준 

NYPA를 응원하며 감사드리고 있는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CI Filing Systems는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원이었으며, 이번의 확장 프로젝트로 회사는 지속적으로 시장 

개척에 도움을 받을 것이고 타운과 카운티 주민들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저가의 나이아가라 수력 전기는 나이아가라 발전소에서 반경 30 마일 내의 기업 또는 

셔터쿼 카운티의 기업을 위해서 비축되며, 역사적으로 버펄로-나이아가라 지역 내의 

도매 전기 시장가격 보다 최고 30퍼센트까지 저렴합니다. 이 수력발전 전기는 현존하는 

수만개의 일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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