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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주지사 다가오는 쿠바행 무역사절단에 참여하는 업계 리더들을 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비즈니스 업계 및 고등교육기관의 리더들이 뉴욕의
쿠바행 무역사절단에 합류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무역사절단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과 쿠바 간 외교 관계 정상화 과정을 시작한 이후 쿠바에 가는 최초의
주지사 주도 뉴욕주 무역사절단입니다. 이 무역사절단은2015년 4월 20일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난 반 세기 동안 미국 기업에게 폐쇄되어 있던 시장의 문호가 개방됨에 따라 뉴욕
사절단의 대표들은 뉴욕주 기업들이 최일선에 서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들 업계 리더들은 뉴욕주가 제공해야 할 모든 것을 알리는
대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향후 무역의 합법적인 제재가 풀릴 경우 뉴욕과 쿠바 간의
강력한 경제 관계의 초석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의 업계 리더들 외에도 주의회 의장 Carl Heastie, 상원 소수당 원내총무 Andrea
Stewart-Cousins, 상원IDC(Independent Democratic Conference) 리더 겸 연정 공동의장
Jeffrey Klein이 합류합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CEO & 커미셔너인 Howard Zemsk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기존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나가려는
일련의 경제 개발 무역사절단을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이 무역사절단은 뉴욕주의
가시성을 증대시키고 뉴욕 기업인들의 세계적 입지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주지사의 무역사절단에는 항공여행, 보건, 바이오테크놀로지, 제약, 금융서비스, 농업 및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업계 대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지사의
무역사절단에 합류하는 업계 대표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여행–
항공여행 JetBlue & Plattsburgh 국제공항
6,000여명의 뉴욕 기반 일자리를 둔 롱아일랜드시에 본사를 둔 업체 JetBlue는 뉴욕의
Hometown Airline™으로 보스턴, Fort Lauderdale-Hollywood, 로스앤젤리스(롱 비치),
올랜도, 산후앙을 운항하는 주요 항공사입니다. JetBlue은 미국, 카리브해연안,

Korean

라틴아메리카의 87개 도시로 연간 3,200만 명의 여객을 실어나르고 있으며, 하루 평균
875대의 비행기를 띄웁니다. JetBlue의 무역사절단 대표는 CEO인 Robin Hayes, EVP
General Counsel & Governmental Affairs의 James G. Hnat입니다.
Plattsburgh 국제공항은
국제공항 Upstate New York의 중요한 지역 교통허브입니다. 이 공항의
대표는 Plattsburgh-North Country 상공회의소 소장 겸 CEO인 Garry Douglas입니다.
Douglas씨는 North Country 지역경제개발위원회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금융서비스 – MasterCard
MasterCard는 210여개 국가와 영토의 소비자, 금융기관, 상인, 정부 및 기업을 연결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지불 처리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글로벌 결제 업계의
기술업체입니다. MasterCard의 뉴욕본사는 Purchase에 있으며, 이 회사의 뉴욕 기반
직원들은 약 1,500명입니다. 이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MasterCard의 부사장 Walt M.
Macnee가 될 것입니다.
보건/바이오테크
보건 바이오테크/제약
바이오테크 제약–
제약 NY Genome Center, Pfizer, Regeneron 및 Roswell Park
암연구소
NY Genome Center는 변화하는 생체의학 연구 및 생명의 살리는 임무를 가진
병상간호의 선두에서 활동하는 독립된 비영리기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계,
의학계 및 산업계 리더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NYGC은 중병에 대한 임상 해결방법에
게놈 연구를 도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무역사절단 대표는CEO인
Robert Darnell 박사, 최고비즈니스책임자(CBO)인 Carol Ashe입니다.
세계 최고의 혁신적인 생제약회사 중 한 곳인 Pfizer는 뉴욕주에 4,6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Pfizer의 글로벌 본사는 맨해튼에 있으며, 회사도 뉴욕 Rockland
카운티에 백신 및 생물의약품 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Pfizer의 무역사절단 대표는
최고의학책임자(CMO) 겸 부사장인 Freda Lewis-Hall 의학박사입니다.
Regeneron은 뉴욕주 Tarrytown에 소재한 과학 기반의 선도적 바이오제약 회사로서
심각한 의학적 질병의 치료를 위한 약물을 발견, 발명,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Regeneron의 무역사절단 대표는 CEO인 Leonard Schleifer 박사입니다.
Roswell Park 암연구소
사명은 암을 이해, 예방 및 치료하는 것입니다.
암연구소(RPCI)의
구소
1898년에 창립된 RPCI는 국립 암연구소 지정 종합 암센터로 지명된 미국 최초의 암센터
중 하나였으며 현재도 Upstate New York에서 이 칭호를 가진 유일한 시설입니다. 이
연구소의 무역사절단 대표는 CEO인 Candace Johnson 박사와 면역학부서 의장인
Kelvin Lee 박사입니다.
기술 – 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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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는 보건을 포함해 다양한 산업의 기업형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맨해튼 본사와 총 12,7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Infor의 무역사절단 대표는
CEO인 Charles Phillips, Healthcare Industry Strategy의 부사장 Steve Fanning입니다.
농업 – Cayuga Milk Ingredients 및 Chobani
Cayuga Milk Ingredients은 2012년에 Finger Lakes region에서 농장주 소유의
낙농업체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소그룹의 농장주들의 비전에서 탄생된 CMI는 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특화된 낙농 성분을 제공합니다. 이 회사의 가족 소유 농장은 여러 개의
다세대 농장주들이 포함되어 있는 데, 그중 일부 농장은 150여년 전에 세워진 곳도
있습니다. 이 회사는 Auburn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CEO인 Kevin Ellis가 무역사절단
대표를 맡을 예정입니다.
Chobani는 2005년 Hamdi Ulukaya가 Upstate New York에 설립한 회사로 Ulukaya씨는
2007년에 Chobani Greek Yogurt를 출시하였습니다. 6년 후 이 회사는 미국에서 연간
10억 달러 이상 제일 많이 팔리는 그릭 요거트 브랜드가 되었고, Chobani는 역사상 가장
빨리 성장한 회사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Norwich에 본사를 두고 약
6,000명의 뉴욕주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CEO인 Ulukaya씨는 무역사절단에서 Chobani
대표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고등교육 – 미국에서 가장 큰 종합대학교인 뉴욕주립대학교(SUNY)는 뉴욕주를
고등교육의 세계적인 리더로 변모시키는 데 도움을 준 대학교입니다. SUNY는 뉴욕주 내
64개 캠퍼스에서 7,500여개의 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450,000여명의 재학생들을
두고 있습니다. SUNY 총장인 Nancy L. Zimpher 박사와 University at Buffalo의
캐리비안, 라틴아메리카, 라닌 학문 디렉터를 맡고 있는 Jose F. Buscaglia-Salgado
박사가 SUNY의 대표로 참석합니다.
이 무역사절단은 2014년 Cuomo 주지사가 출범한 프로젝트인 Global NY의 일환입니다.
쿠바로 가는 Global NY 임무는 캐나다, 중국, 이스라엘, 멕시코를 포함하는 많은 대상지
중에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뉴욕, 캐나다, 중국, 이스라엘,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지사를 가진 Global NY은 뉴욕 주를 위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에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지사는 최근에 무역 및 투자를 위한 원스톱
숍으로 www.global.ny.gov을 개설하였고, 3,500만 달러의 Global NY Development
Fund이 곧 뉴욕의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돕기 위한 융자금 및 보조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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