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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중소 제조업체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케어스 법 지원금 230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회복하려는 제조업자가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니셔티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적응하려는 중소기업 제조업체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곳의 조직에 연방 

케어스 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 자금 230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가 지정한 뉴욕 제조 확대 파트너십(New York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센터인 수혜자들은 이 기금을 사용하여 공급망의 복귀 및 재건,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PPE) 개선, 신기술 도입, 미래의 비상 

상황에 대한 복원력 향상 등의 부문에서 기업을 지원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뉴욕이 코로나19 팬데믹과 싸움을 계속하는 

가운데,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체들이 

단계적 재개에 참여하고 뉴욕 주민들이 근무지로 복귀하는 시점에 특히 그렇습니다. 이 

케어스 법 자금은 제조업체가 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러한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공급망, PPE 및 기술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방 정부 기금이 중소기업과 지역사회를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 발전과 투자 노력 덕택에 우리는 주 

전역의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잃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주 전역의 기업, 경제 및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제조업체를 위한 230만 달러의 자금 지원은 위기로부터 회복하고 PPE를 

확보하며 안전 및 효율성을 개선하고 신기술에 적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기반을 구축하고,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 지역사회가 팬데믹 이후의 미래를 

위해 더 강력해지고 복원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려거하고 있습니다."  

  

연방 수준에서 지정을 받은 뉴욕 제조 확대 파트너십 센터(NY MEP)로서 ESD 소속 과학 

기술 혁신부서(Division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NYSTAR)는 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를 통해 제공되는 

긴급 지원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커미셔너 대행 겸 사장, 최고경영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번 자금 지원은 이러한 제조업체들이 이번 팬데믹으로 인한 미래의 시장 붕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23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받은 단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 성장 센터(Center for Economic Growth, CEG) - 800,000 달러  

주도 지역에 위치한 NY MEP 센터인 CEG는 뉴욕주 전역에 걸쳐 공급망의 복귀 및 

재건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기술 격차에 주목하여, 생산 비용 절감, 제조 

투입에 대한 대체 재료 파악, 제품 재설계, 외국에서 뉴욕주로 생산지를 옮기는 것에 대한 

기타 장애물을 해결합니다.  

  

ITAC - 650,000 달러  

뉴욕에 위치한 NY MEP 센터인 ITAC는 주 전역에서 개인 보호 장비(PPE)를 확보하여 

현재 또는 미래의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에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합니다.  

  

제조 및 기술 사업 센터(Manufacturing and Technology Enterprise Center, MTEC) - 

500,000 달러  

허드슨 밸리에 위치한 NY MEP 센터인 MTEC는 주 전역의 제조업체들에 대한 가상 

평가를 수행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및 프로세스 지원 등 제조업체가 생산성과 안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퓨즈허브(FuzeHub) - 350,000 달러  

뉴욕주 MEP 주 전역의 센터인 퓨즈허브는 주 전역의 많은 제조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가상 웨비나와 워크숍을 개발, 제공 및 배포합니다. 포함되는 교육 및 정보는 긴급 상황 

대비, 위기 발생 시 공급망 활용법, 사이버 보안 및 복구 노력과 같은 주제입니다.  

  

 Paul Tonk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의회를 통해 케어스 법을 추진하여 

전국 지역사회와 지역 경제에 비상 긴급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케어스 법 

자금 지원은 뉴욕의 중소 제조업체에게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필수적인 공급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개인 보호 장비를 공급하고 힘든 시키를 

극복하고 미래에 더욱 개선된 복원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는 뉴욕의 중소 제조업체와 기업 지원을 위해 이러한 

자금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Cuomo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 제조업 확대 파트너십(NY MEP) 소개  

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NIST) 소속 홀링스 제조 확대 파트너십(Hollings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MEP)은 미국의 중소 제조업체들과 협력하여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하고 수익을 높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 전략 및 프로세스 개선에서부터 지속 가능한 제조, 공급망 및 기술 

가속화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EP 센터는 또한 제조업체가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새로운 시장으로 확대하며 신제품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정부 및 연방 수준의 파트너들과 협력합니다.  

  

MEP는 미국 상무성(U.S. Department of Commerce) 프로그램으로, 제조업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고 경쟁력을 개선 및 가속화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자료를 제공합니다. MEP는 모든 주의 1,200명 

이상의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전국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이 기관은 공급 체인 통합을 

지원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미국 제조업체가 

전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혁신하는 데 중점을 둔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자문 

기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MEP는 50개 주와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한 제조 확대 센터를 

중심으로 구축되었습니다. MEP 센터는 주, 대학 기반의 비영리 단체 및 기타 비영리 

단체로 구성된 다양한 네트워크로, 현지 제조업체의 필수적인 수요를 충족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의 과학 기술 혁신부서(NYSTAR)는 뉴욕주에서 

지정을 받은 MEP 센터입니다. 11개 센터(10개 지역 및 주 전체의 한 곳)가 경쟁에 

참여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도록 지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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