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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지사 제조 기업들의 사업 성장을 돕기 위한 FUZEHUB 이니셔티브 발표

새로운 24/7 서비스가 제조 업체들을 뉴욕주 기술 솔루션에 더 잘 연결시킬 것입니다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제조 업체들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개발된 새로운 협업 서비스
플랫폼인 FuzeHub의 출범을 발표하였습니다. FuzeHub는 중소 제조 기업들이 난제를 극복하도록
돕고 혁신을 장려하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 위해 뉴욕 제조 연장 파트너십(MEP)
프로그램, 대학, 경제 개발 단체 및 기타 주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풍부한 주 기술 자원에 이러한
기업들을 더 잘 연결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FuzeHub 이니셔티브는 제조 업체들이 뉴욕주에서 번창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주정부의 노력 위에 구축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FuzeHub는 우리의 주요 기술
자원을 모두 한 우산 아래 모아서 회사들이 긴요한 전문지식 및 자료에 신속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조업체들은 뉴욕주의 많은 지역사회들의 경제적 중추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
하면 모든 뉴요커들이 그 혜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뉴욕주 전역에서 혁신을
자극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발하며, 기업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FuzeHub는 기업들이 요청 사항을 www.fuzehub.com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함으로써 필요한
전문지식에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기술 및
제조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핵심 팀이 48시간 이내에 대응하여 회사와 일대일 라이브 토의를
통해 비즈니스 난제를 파악하고 필요한 특정 세트의 전문지식 및 자원에 연결시켜 드릴 것입니다.
연방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은 이 이니셔티브는 Empire State Development의
과학기술혁신과(NYSTAR)와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원(NIST) 사이의 제휴로
개발되었습니다. 뉴욕주의 신생 기업인 Rock the Deadline에 의해 개발된 FuzeHub 웹 플랫폼은 오늘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에서 개최된 NYSTAR의 추계 회의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전주에서 Centers of Advance Technology (CAT); Centers of Excellence (COE); Regional Technology
Development Centers (RTDC); High Performance Computing Program (HPC) 및 기타 NYSTAR
파트너들을 포함하여 약 100명의 프로그램 대표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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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ire State Development의 총재, CEO 겸 커미셔너인 Kenneth Adams는 오늘 화상회의를 통해
NYSTAR 미팅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의 리더십 아래 그리고 전주의 우리
대학 및 경제 개발 파트너들의 협력으로 우리는 FuzeHub를 이용하여 제조기업들과 더 잘 연결되고
그들이 성공하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새 도구는 폭넓은 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바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NYSTAR 파트너들이 이를
이용하여 뉴욕주 기업들의 니즈를 소통시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FuzeHub는 제조 기업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슨 자료, 장비, 전문기술 및 능력이
활용 가능하고, 감당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 및
제조 전문가들은 맞춤 솔루션과 자원을 파악하여 기업에 연결하며 우리는 그 과정의 매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기업들의 성장과 접근을 가속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들이 필요한 솔루션을 입수할 수 있는 빠르고 효과적인 길이 되려고
노력합니다”라고 이 이니셔티브를 감독하는 NYSTAR의 기술개발 담당 이사 Matt Watson이
말했습니다.
“FuzeHub는 뉴욕주가 집합적 기술 지식 및 자산에 대한 상당한 투자 그리고 산업 및 상업화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통합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더욱 긴밀한
통합으로 인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각자의 사명을 그것이 업계에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든, 경제
개발 대상자에게 서비스와 지원을 배치하는 것이든 또는 혁신 소싱 및 양질의 투자 기회의
증대이든 관계 없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NYSTAR 과장 Ed Reinfurt가
말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Kirsten Gillibrand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FuzeHub 이니셔티브는 뉴욕주 전역의
제조업을 성장 강화시키기 필요한 종류의 혁신적 노력입니다. 우리의 제조업체들은 20세기를 통해
우리 경제의 동력이었는데 21세기에도 우리 경제를 추진시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메이드인 아메리카’가 바로 여기 뉴욕주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아야 할 때인 데 연방정부 자금
지원으로 된 이 제휴는 뉴욕주의 위대한 제조업 커뮤니티를 재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새 기업들을
시작시키며, 가족을 부양하는 더 많은 일자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여기에 창출하기 위해
긴요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미국 하원의원 Eliot Enge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산업 기지가 확립되어 있고, 기술
능력이 발전하고 있으며, 훈련 및 교육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 하기 좋은 곳입니다. 더 많은
성장을 조성하기 위한 인큐베이터를 만드는 것은 뉴욕주가 성장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워싱턴도
뉴욕주의 모범을 따르면 좋을 것입니다.” 미국 하원의원 Engel은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의
선임위원입니다.
하원의원 Paul Tonk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민간부문 제조업 일자리와 메이드인
아메리카 브랜드를 진흥시키는 데 있어서 길을 항상 선도해 왔습니다. FuzeHub는 우리가 이 사명을
발전시키고 주도 지역뿐만 아니라 주 전역에 걸쳐 일자리 창출을 촉발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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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공공-민간 제휴를 추진한 Cuomo 지사에게 박수를 보내며, 소기업 지원과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원에서 본인의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한편, FuzeHub 이니셔티브에는 중소 제조업체들과 주의 기술 및 비즈니스 자원을 연결시키기 위해
뉴욕주 전역에서 개최되는 반일제 실습 워크숍인 Solutions Forum 행사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사에서 회사들은 뉴욕주 전역의 연구 중심 대학과 상업화 및 생산 전문가 및 기관들의 핵심 연구,
엔지니어링 및 설계 프로그램의 대표 같은 초빙 전문가들과 대면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옵션을
분석할 기회를 갖습니다. 현재까지 FuzeHub가 개최한 18번의 Solutions Forum에 350여개의
회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FuzeHub 이니셔티브를 통해 최근에 Hudson Valley Technology Development Center와 Center for
Economic Growth(주도 지역 MEP 센터)가 협력하여 주도 지역의 나노기술 및 청정기술 신생 기업인
ThermoAura에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지 투자자 그룹이
ThermoAura에 $300,000 투자; 주도 지역에 부지 선정 지원; 다단계 제조층 및 공정 설계와 고객
주문을 충족하기 위해 2013년 가을을 완공 목표일로 한 조립.
“회사를 이 지점까지 이끌어 온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라고 ThermoAura의 창업자인 Rutvik Metha
박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연구실로부터 상업 규모로 옮겨가는 것이 비교적 간단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FuzeHub가 제공하는 전문지식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FuzeHub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www.fuzehub.com을 방문하거나 laura@fuzehub.com에서
전략운용 담당 이사인 Laura Mann에게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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