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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 내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장비 및 소모품을 생산하기
시작할 12개 뉴욕 기업 발표

주 전역의 제조업체에 690만 달러의 인센티브가 수여되어 주 및 지방정부와 주 기관에
생명을 구하는 의료 제품을 더 빠르고 안전한 접근할 수 있게 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2개 뉴욕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퇴치를 돕는 데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주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낮은 전파율을 보이는 주에 속하지만 잠재적인 "두번째 파도"를
준비하는 것은 필수 의료 종사자와 대중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보조금
기금은 불공정 가격 관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급망 문제로 인한 제품 부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회사들은 또한 주의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면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뉴욕에 본사를 둔 20곳의 자격이 있는
기업에 1,1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이 수여되어 비즈니스 라인을 재정비하고 지속적인
대응 및 복구 노력을 위한 필수 공급품 제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은 자체적으로 중요한
물품을 공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교훈을 어렵게 얻었으며, 그 결과 우리는 주로 해외에서
제조되는 생명을 구할 제품들을 샅샅이 뒤져야 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
기업이 새로운 생산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중심축을 지원함으로써 공급과 수요
문제를 피하고 필요한 품목을 신속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는 더 나은
상황을 이룰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커미셔너 대행 겸
회장 및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그리고
가장 혁신적인 회사들이 뉴욕주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체들에 대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지원은 코로나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주정부의 노력을 지원하도록 하는
Cuomo 주지사의 요구에 답할 뿐 아니라, 뉴욕의 제조 부문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
기회에 신속히 적응하고 주 전역이 재개 및 성장하며 현명한 성장의 기록을 계속할
다양하고 역동적인 민간 부문 파트너를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투자를 반영합니다."

지난 3월에 Cuomo 주지사는 뉴욕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에 N95 호흡기, 수술용
마스크, 일회용 수술용 장갑, 가운, 안면 보호대, 생물학적 유해 물질 봉투 등의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와 같은 승인된 코로나19 중요 소모품을
제조하기 위해 생산 설비를 재정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최근에 주지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가 20개 회사를 선정해 코로나19를 해결할 공급품을 생산하도록 주가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8개 회사는 이전에 뉴욕주에서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4백만 달러를 수여받았습니다.
오늘 발표된 12개 회사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CJ 디자인(CJ Designs): 크리스찬 시리아노 컴퍼니(A Christian Siriano Company),
뉴욕시: 352,590달러
공공 서비스로 복귀하는 비의료 직원을 위한 안면 마스크/가리개 제조. CJ 디자인은
버펄로시에 10,000개의 맞춤형 유니폼 마스크를 제공했으며 메트로 노스(Metro North)에
7,000개의 맞춤형 유니폼 마스크를 제공했습니다. Christian Siriano는 뉴욕주에 있는
대규모 공공 고용주 둘에게 적절한 안면 가리개를 제공하기 위해 하이 패션 맨해튼
디자인 및 생산 스튜디오(Manhattan Design and Manufacturing studio)의 범위를 빠르게
바꿨습니다. 그의 회사는 이 프로젝트에 60만 달러를 투자하여 17명의 직원을
유지하면서도 정상적인 사업의 적응을 통해 안전과 경제적 회복을 촉진할 수
있었습니다. Christian은 위대한 뉴욕 주민의 도전에 대한 상승과 더 큰 뉴욕주
지역사회의 복지를 지원하는 상징입니다.
델렛 인더스트리(Dellet Industries), 뉴욕시: 85만 달러
요양원 및 보건의료 시설을 위한 맞춤형 설계, 기관용 가구를 제조합니다. 회사는 가구
외에도 방을 나누는 데 사용되는 커튼이라는 다른 의료용품을 생산합니다. 그들의
시설은 현재 두 개의 MMM-N95 컵, 완전 자동, 인공호흡기 생산 기계 및 관련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662,000달러 규모의 리모델링 중입니다. 이 220만 달러의 프로젝트를
통해 매달 1백만 개의 N95 호흡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시 해고된 12명의
직원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최소 30만 달러의 회사 자본과 최소 50만
달러의 민간 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바이오 다이그노스틱스 코퍼레이션(Empire Bio Diagnostics Corp), 롱
아일랜드: 50만 달러
미네올라에서 코로나19 검사 검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바이러스성 수송 배지(Viral
Transport Medium, VTM) 키트 제조업체. 이 키트는 검체 채취, 보존 및 운송에 필요하며,
수집한 면봉, 바이알, 캡 및 액체 수송 배지를 포함합니다. 이 회사는 키트 생산을 늘리기
위해 200만 달러 이상을 장비에 투자할 것입니다. 플라스틱 부품은 시러큐스 근처의
플라스틱 사출 성형 사업에 의해 제조됩니다. 엠파이어 바이오 다이그노스틱스
코퍼레이션은 40년 이상 의료 업계의 선두 주자인 루호프 코퍼레이션(Ruhof
Corporation)과의 합작 투자로서 수술 장비 및 기기 관리 제품을 위한 효소 세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엔바이론멘탈 컴포지트(Environmental Composites, ECI), 모호크 밸리: 772,259달러
N95 호흡기를 제조할 첨단 섬유 및 여과 제품 제조의 선두 주자입니다. 엔바이론멘탈
컴포지트는 뉴욕주에서 제조한 개인 보호 장비 공급을 늘리고 싶었고, 공급망의 병목
현상을 확인했으며, 주 내 N95 호흡기의 국내 생산을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는 대체 생산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엔바이론멘탈 컴포지트는 N95 호흡기 생산에 3,245,036달러를
투자하여 한 달에 600만 단위 이상의 목표 생산률을 달성하고 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엔바이론멘탈 컴포지트는 현지 판매업체 및 뉴욕주와 협력하고 있으며 N95
호흡기는 직접 구매할 수 없습니다.
제네시스 디스포저블스 유한책임회사(Genesis Disposables LLC), 모호크 밸리:
135,000달러
허키머 카운티 프랭크퍼트에 위치한 시설에서 30년 이상 다양한 고객 기반을 위한
일회용 의류 및 액세서리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완제품으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는
다양한 원료를 운반하여 탁월한 처리 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초기 회사의 목표는
일회용 병원 의복을 생산하는 것이었으며, 일회용 시장 내에서 특정 전문 요구에 맞게
설계된 제품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및 산업용 제품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제네시스 디스포저블스는 65,000개의 레벨 1 및 레벨 2 격리 가운을
생산하기 위해 39만 달러를 투자하고 2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HPK 산업(HPK Industries), 모호크 밸리: 100만 달러
고품질의 기술적으로 진보된 일회용 의류 및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은
회사로서 3겹 수술용 마스크, 레벨 3 배리어 타입 가운 및 레벨 2 가운을 생산합니다.
HPK 산업은 의료, 제약, 과학, 클린룸 및 산업 안전을 위한 보호복을 설계 및 제조하는
선도 기업입니다. HPK 산업은 현재 뉴욕주 개인 보호 장비의 공급 업체이며
6,675,000달러를 투자하고 100만 단위를 생산하며 3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주의 공급
수준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생산을 확장할 것입니다.
KSL 다이그노스틱스 주식회사(KSL Diagnostics, Inc), 웨스턴 뉴욕: 80만 달러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민간 임상 실험실입니다. 그들의 프로젝트에는 코로나19 검체
수집 재료 생산, 진단 능력 및 검사 지원 확장 등이 포함됩니다. 그들의 검사 검체 수집
키트는 요양원, 외래 수술 센터, 병원 및 국가 실험실로 배포하기 위해 웨스턴 뉴욕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KSL은 36명의 추가 직원을 고용하여 주당 1만 개 이상의 검사 검체
키트를 생산하고 검사 수용량을 확장할 계획으로 210만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프린트 파츠 주식회사(Print Parts, Inc), 뉴욕시: 679,080달러
프린트 파츠 주식회사는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하여 고객을 위한 고급 생산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지원으로 프린트 파츠는 기존 작업을
신속하게 재구성하고 몇 개의 새로운 DLP 3D 프린터를 구입하여 뉴욕시를 위한 수십만
개의 비인두(Nasopharyngeal, NP) 면봉을 제조했습니다. 프린트 파츠 주식회사는
뉴욕시를 위한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최소 120만 달러를 투자했고, 70만 개 이상의
유닛을 생산했으며, 맨해튼 본사에서 네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레오닉스(Rheonix), 서던 티어: 75만 달러
레오닉스 엔컴파스 MDxTM(Rheonix Encompass MDxTM) 워크스테이션에서 당일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 개발된 레오닉스 코로나19TM MDx(Rheonix COVID-19TM
MDx) 분석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긴급 사용
승인(Emergency Use Authorization)을 받은 분자 진단 회사입니다. 워크스테이션과
분석은 현재 그들의 이타카 시설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최소한의
교육만으로 사용 및 즉시 필요한 중요한 위치에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저~중 처리량 실험실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현지 및 지역 보건 네트워크, 기관 시설
및 병원에서 당일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지원의 결과로 레오닉스는 2020년
3분기에 뉴욕주 고객을 위한 162,960건의 검사(유닛)를 산출하고 53개의 신규 일자리를
확보하며 6,790개의 검사 키트를 생산할 것입니다. 현재 주에는 14개의 워크스테이션이
사용 중이며 뉴욕에 배포하기 위해 6개의 추가 워크스테이션이 주문되어 있습니다.
.
샷킨 F.I.R.S.T 유한책임회사(Shatkin F.I.R.S.T, LLC), 웨스턴 뉴욕: 675,000달러
이리 카운티 애머스트에 본사를 둔 치과 및 의료 공급 회사.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도움을 받아, 샷킨 F.I.R.S.T.는 N95 호흡기 생산 기계를 구입하여 의료
업계의 고객을 위해 수십만 개의 N95 호흡기를 생산했습니다. Shatkin F.I.R.S.T.는
현재까지 총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최소 30명을 고용했으며, 20만 개 이상의 N95
호흡기를 제조했으며, 최근에는 수백만 개의 N95 호흡기를 제조할 수 있는 두 번째
기계를 조달했습니다.
스타라인 USA(Starline USA), 웨스턴 뉴욕: 20만 달러
안경류 및 머리 보호대와 같은 안전 장비를 포함하는 판촉 제품의 다세대 가족 소유
기업입니다. 스타라인 USA의 프로모션 제품 생산을 위한 레이저 능력을 빌려 코로나19
위기에 안면 보호대를 생산했으며 회사는 이미 판촉 시장에서 개인 보호 장비 관련
상품을 판매해왔습니다. 스타라인은 프로토타입을 생산하여 제3자 검사를 위해
미국규격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국제안전장비협회(International Safety Equipment Association, ISEA)에 보내
안면 보호대 요건에 대해 검사하고 안면 가리개가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스타라인이 생산하는 안면 보호대는 독립적인 유닛이며, 완전히 조절
가능하며, 개별적으로 폴리백에 포장되고, 통기가 되고, 청소가 가능하며, 사용자의
얼굴을 완전히 보호합니다. 총 프로젝트 비용은 485,000달러이며, 회사는 1,080,000개의
안면 가리개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유 퍼스트 서비스(You First Services), 웨스턴 뉴욕: 25만 달러
이리 카운티 버펄로에 본사를 둔 유 퍼스트 서비스는 뉴욕의 7년 된 스타트업 기업으로
공기 소독 및 멸균 시스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특허받은 특허 기술에는 뉴욕
주립 대학교 연구 재단(SUNY Research Foundation)과 뉴욕 주립 대학교 버펄로(SUNY
Buffalo)를 통해 허가된 전염병 격리 기술인 스테리스페이스(SteriSpace)라는 환자 격리
기술이 포함됩니다. 스테리스페이스는 미국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의
기금을 통해 검사한 바와 같이 사스(SARS), 탄저병, 독감, 결핵 및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한 공기로 운반되는 생물학적 오염 물질의 99.9999%를 사멸합니다. 뉴욕주가
자금을 조달하기 전에 스테리스페이스 기술은 미국 국방부 및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FEMA)이 배치한 임시 대피소 및 원격
현장 병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코로나19 기금을 통해
유 퍼스트 서비스는 병원 격리실 및 검역실, 대학 의무실 및 회의 구역, 학교, 레스토랑,
국경 출입국 및 보안 공간, 응급실, 중환자실(intensive care unit, ICU), 치과 진료실 및
환자 대기실 등의 공공건물에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을 확대할 것입니다. 유
퍼스트 서비스는 기존 시설에 스테리스페이스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시설 규모 및
복잡성에 따라 위치당 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까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
퍼스트 서비스는 처음 5개 현장에 이를 설치하기 위해 1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40명의 직원에 최대 20명의 정규직 및 파트타임 직원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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