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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코로나19 관련 장비 및 공급 물품 생산을 위한 5개의 뉴욕 기업을 발표  

  

생명을 구하는 의료 물품을 안전하고 빠르게 공급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주 전역의 제조업체에 2백만 달러에 가까운 인센티브 지급 예정  

  

뉴욕주, 필수 공급 물품 제조를 위해 3,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36개 기업을 

대상으로 2천만 달러 이상의 지원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추가적인 뉴욕의 4개 기업과 이전에 지원을 받은 한 개 

기업이 코로나19 팬데믹 퇴치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약 2백만 달러의 주정부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보조 기금은 불공정 가격 관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급망 문제로 인한 물품 부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기업들은 

뉴욕주의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면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기회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뉴욕주는 뉴욕 소재 36개의 기업에 2천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 

지급을 발표하여 기업들이 사업 라인을 재정비하고 지속적인 대응 및 복구 노력을 위한 

필수 공급품 제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36개 기업은 총 3,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나라의 의료 공급망에 

심각한 문제를 노출시켰고, 해외에서 경쟁하고 생명을 구하는 이 제품에 대한 엄청난 

가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원을 여기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아픈 

교훈을 얻었고, 현지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미래의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뉴욕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2020년 초에 퍼졌을 때 우리 

나라는 이 글로벌 팬데믹에 대비하지 못했고, 뉴욕주에서는 개인 보호장비를 찾기 위해 

지구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구하고 해외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를 유지하고 뉴욕주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핵심 의료장비의 국내 

제조를 지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Cuomo 주지사는 뉴욕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에 인공호흡기, 테스트 

키트,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와 같은 승인된 코로나19 중요 

공급품을 제조하기 위해 생산 설비를 재정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업들은 N95 

https://esd.ny.gov/sourcing-covid-19-products-nys#_blank


 

 

인공호흡기, 의료용 마스크, 가운 및 얼굴 보호대 등을 제조했습니다. 2020년 7월 30일, 

Cuomo 주지사는 2020년 5월 15일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가 발표한 8개 기업 

외에도 12개의 뉴욕 기업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지원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10월 23일,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8개 

기업이 추가로 코로나19 관련 장비 및 공급품 생산을 위한 지원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의 보건 시설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개인 보호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국내 주요 의료용품 및 기기 제조를 더욱 촉진하고 해외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21년 Reimagine | Rebuild | Renew 어젠다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생산한 개인 보호 장비 및 의료용품을 구매를 우선시하는 의료용품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향후 수년 동안 이 분야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면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사장 대행 겸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에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많은 기업의 본거지입니다. 이러한 사업체들에 대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지원은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한 주정부의 노력을 지원하도록 하는 Cuomo 

주지사의 요구에 답할 뿐 아니라, 뉴욕의 제조 부문을 강화하고 주 전역이 재건하는 

가운데 새로운 시장 기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스마트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아틀리에: 50만 달러, 뉴욕시 - 1 아틀리에는 뉴욕시의 핸드백 제조 업체입니다. 3월에 

팬데믹이 닥쳤을 때,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의료계에서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힘들 것이라 여겨졌던 60명의 직원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보조금의 도움으로 1 아틀리에는 의료용 N95 인공호흡기 제작으로 전환했으며 내년 

초에 국립 산업안전보건원(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아틀리에는 25만 개의 N95 인공호흡기 1차 

물량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에어로 헬스케어(Aero Healthcare) US LLC: 80만 달러, 미드 허드슨 - 에어로 

헬스케어는 글로벌 헬스케어 공급 제조 및 유통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기존 시설을 병 

형태의 손 세정제로 확장하고 플라스틱 병 및 펌프를 제조합니다. 이번 지원에는 기계, 

장비, 원자재 구매가 포함됩니다. 에어로 헬스케어는 전량 생산 시 주당 20만 개의 손 

세정제를 생산합니다. 이것은 회사의 록랜드 카운티 시설에 손 세정제의 일괄 처리 및 

혼합을 가져오기 위한 큰 계획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210만 달러 

투자와 1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포함되어 최대 수용능력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ARX 사이언스(ARX Sciences): 2만 달러, 웨스턴 뉴욕 - ARX 사이언스는 2019년에 

설립되었으며 웨스턴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체외 진단에 사용할 

시약을 설계, 개발, 제조합니다. 또한 ARX는 과학자와 임상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화학 물질을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바이러스 운송 매체(viral transport 

https://esd.ny.gov/esd-media-center/press-releases/4-million-awarded-companies-covid-19-supplies
https://esd.ny.gov/esd-media-center/press-releases/4-million-awarded-companies-covid-19-supplies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12-new-york-companies-start-producing-covid-19-related-equipment-and#_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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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um, VTM) 제조를 시작하기 위해 코로나19 지원금을 신청했으며, 25만 대를 

생산하여 웨스턴 뉴욕의 제조 시설에 2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보든 매뉴팩처링(Borden Manufacturing): 4만6천 달러, 뉴욕시 - 보든 매뉴팩처링은 

일회용 큐비클 커튼 및 의료용 폐기물 봉투와 같은 병원 장비를 생산합니다. 이 회사는 

1급 일회용 병원 가운과 일회용 마스크 생산 시설을 재정비하기 위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에는 기계와 장비, 원자재 구매 및 4명의 새로운 직원 채용이 포함됩니다. 

보든은 약 16만6천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통해 일주일에 365개의 마스크와 3,276개의 

가운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첫 90일의 기간 동안 총 46,800개에 달합니다. 이 

회사는 가운과 마스크를 무기한으로 계속 생산할 계획입니다.  

  

제네시스 디스포저블(Genesis Disposables) LLC, 지원금: 40만 달러, 모호크 밸리 (2차 

지원) - 제네시스 디스포저블은 뉴욕주 프랭크포트(Frankfort)에 위치한 시설에서 30년 

이상 다양한 고객층을 위한 일회용 의류와 액세서리를 제조해 왔습니다. 이 회사는 

완제품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원자재를 취급할 수 있어 탁월한 처리 시간 

제공이 가능합니다. 제네시스 디스포저블은 기존의 제조시설이 최대 수용량에 

도달했으며, 더 큰 시설로 옮겨 기계 및 제조 장비를 구매해 생산을 증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초기에 월 10만 개까지 1급 및 2급 방호복의 생산을 확장하기 

위해 680만 달러의 지원 후 2021년 말까지 월 최대 25만 개까지 늘리며 첫해 55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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