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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수요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장비 및 소모품을 생산을
시작할 추가 뉴욕 기업 목록 발표

생명을 구하는 의료 물품을 안전하고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 전역의 제조업체에
490만 달러의 인센티브가 지급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19 팬데믹 퇴치를 돕는 데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주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추가 8곳의 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
기업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낮은 전염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세컨드 웨이브에 대비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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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곳의 자격이 있는 기업에 1,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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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즉시 사용가능한
제품을 필요한 만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어렵게 배웠습니다. 이로 인해 주로 해외에서
제조되는 의료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게 노력해야 했습니다. 뉴욕은 더 나은
방식으로 재건하고 있으며, 우리의 발전 계획에는 현지 기업을 통한 대응 지원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3월 Cuomo 주지사는 뉴욕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에 N95 호흡기, 수술용 마스크,
가운, 안면 보호대 등의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와 같은
승인된 코로나19 중요 소모품을 제조하기 위해 생산 설비를 재정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주정부 대응을 위해 물품을
제조할 20개 회사 목록을 발표했으며, 이중 여덟 곳은 과거 뉴욕주 생산 보조 지원금
400만 달러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 보호 장비 확보를 위해 전 세계를
뒤지는 동안, 뉴욕주의 제조업체들은 코로나19 최전선 영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에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앞에 나서 주신 혁신적인 제조업체를
지원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들은 팬데믹 이후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더욱 나은
방식으로 재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커미셔너 대행 겸
사장,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에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체들에 대한 ES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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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은 방식으로 재개하는 가운데 새로운 시장 기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터 세이프티 유한회사(Altor Safety, LLC), 미드-허드슨: 800,000 달러 -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 및 PPE 장비 전국 유통 업체인 파워팩 시빌 앤
세이프티(PowerPak Civil & Safety)와 내주 유리 파티션 제조 및 설치업체인
메트로월(MetroWall)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만들어진 신생 회사입니다. 록랜드
카운티에 위치한 이 제조업체는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3중 일회용 안면
마스크를 미국에서 생산 및 유통하며, 이러한 제품의 생산 유통을 위한 기계와 장비,
원자재 구매에 250만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알터 세이프티 유한회사는 1개월에 최대
3,000,000 개의일회용 안면 마스크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마스크 및 기타 PPE
제품의 제조를 뉴욕주와 록랜드 카운티에서 다시 시행하고자 하는 대규모 계획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케어스트림 주식회사(Carestream, Inc.), 핑거레이크스: 750,000 달러 - 먼로 카운티
로체스터에 위치하였으며, 세계적인 의료 광학 시스템 솔루션, 비침투식 검사를 위한
엑스레이 광학 시스템을 비롯해 산업, 의학, 전자, 기타 응용 부문에 폭넓게 사용 되는
정밀 접촉 코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케어스트림은 2021년 5월까지 출하할
135,000개의 안면 가림막을 생산하기 위해 167만 달러를 투자하고 5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그레이터 로체스터 엔터프라이즈(Greater Rochester Enterprise)가
해당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드아다리오 앤 컴퍼니(D'Addario and Company), 롱아일랜드: 341,000 달러 - 창업
100년의 뉴욕에 기반한 제조업체로, 기타줄, 드럼 헤드 및 기타 장비 등 최대 악기
부속품 제조업체 중 하나입니다. 서퍽 카운티 파밍데일에 위치한 이 기업은
롱아일랜드에서 8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주요 사업이
중단되자, 그들은 즉시 공간 및 기계를 개조하여 플라스틱 안면 가림막를 제조하고
병원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보조금 지원을 통해 드아다리오는 안면 마스크
생산을 두 배로 늘리고, 새로운 장비, 원자재, 연구 및 근로 인력을 충원할
것입니다. 디아다리오는 120만 개의 안면 가림막을 생산할 것입니다.

조지아 브라운 유한회사(Georgia Brown, LLC), 미드허드슨: 44,400 달러 - 오렌지
카운티 뉴 윈저에 위치한 중소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15년 이상 다양한 가정용 저장
용품 및 정리 제품뿐만 아니라 여가, 홈 인테리어 제품을 생산, 소매 및 유통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PPE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 회사는 새로운
분야에 투자할 의지를 가지고 필요한 재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3중 수술 마스크를
생산으로 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지아 브라운 유한회사는 111,000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3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일주일에 30,000개의 마스크를 생산할 것입니다.
한센 인더스트리 주식회사(Hansen Industries, Inc.), 롱아일랜드: 800,000 달러 - 서퍽
카운티 세인트 제임스에 위치한 에어컨 제조 업체입니다. 아일랜데어(Islandaire)는
코로나19 팬데믹 퇴치를 돕기 위해 약 6개월 동안 2,000,000개의 외과용 마스크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 기업은 800,000 달러의 자본 의료/필수 보조를 수령하고, 약 3억
850만 달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10개의 순수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HC 컨트랙팅(HC Contracting), 뉴욕시: 800,000 달러 - 1987년부터 미국 올림픽
유니폼, 런웨이 의류, 미국 주요 미국 브랜드를 위한 의류 등을 생산하며, 고급 의류를
만들어 판매한 가족 소유 기업입니다. 3월 그들은 PPE에 대한 기하급수적 필요성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시의 의류 지구 주변의 공장을 용도 변경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ESD의 도움으로 뉴욕에서 생산한 PPE는 페라라(Ferrara)의 진화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장기적인 비전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까지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재고, 기계, 교육 및 자재에 추가로 2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맨해튼의
의류 지구(Garment District) 내 시설에서 200명을 고용하고, 단기적으로 500,000개의
격리 가운 및 기타 PPE을 생산하고, 일주일 50,000개 생산까지 생산량을 늘릴
것입니다. 페라라는 1단계, 2단계 및 3단계 가운, 랩 코트, 앞치마, 부츠 및 외과용 모자
등을 생산하며, 그 중 일부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NYPPE 유한회사(NYPPE, LLC.), 웨스턴 뉴욕: 1,000,000 달러 - 외과 용 마스크와 N-95
인공 호흡기를 모두 생산합니다.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당 360,000개의 N-95 마스크와
1,800,000개의 수술용 마스크를 생산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현재 60명의 정규직 직원을
고용할 것입니다.
지엘 주식회사 PBC(Ziel Inc. PBC), 미드허드슨: 390,000 달러 - 오렌지 카운티
뉴버그에 위치한 의료 주문 제조업체입니다. 지엘은 제조 운영의 일부를 전환하여
뉴버그 공장에서 N-95과 유사한 수준의 마스크를 생산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산을 현지
공급 체인 지원에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지엘은 이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생산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직원을 고용하고 원료를 구입하며 엔지니어와 협력하여
부직포 자재를 이용해 N-95와 유사한 수준 마스크를 생산합니다. 지엘은 5년 동안
3,850만 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할 계획이며, 이 프로젝트에 1,000,000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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