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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GAP, INC.의 “팝업” 시설 내 피시킬 유통센터 개장 소식 발표 

 

1200명 이상의 뉴욕 주민들이 8월 화재 이후 직장에 복귀  

 

주정부 기금 265만 달러를 통해 연휴 쇼핑 시즌에 맞춰 Gap 사업장 가동 재개 

 

Gap Inc.에서는 화재로 파손된 창고의 재건축 공사를 2017년 초에 시작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Gap, Inc.가 새 “팝업”(pop-up) 시설 내에 

피시킬(Fishkill) 유통센터를 개장함으로써, 지난 8월 대형 화재로 회사 창고가 완전히 

파괴된 이후 마침내 1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직장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 사업장에는 1500명 이상의 뉴욕 주민이 상근직 및 계절직으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이 임시 시설의 건설 공사에는 주 정부 기금 265만 달러가 

지원되었으며, Gap Inc.에서 연휴 쇼핑 시즌에 맞춰 개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때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Gap Inc.는 화재로 파손된 유통센터가 2017년 1월부터 

재개장할 수 있도록 재건하는 작업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뉴욕 주는 Gap Inc.의 곁에서 주 및 

지방의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12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피시킬 유통센터에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욕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공합니다. 서로 도우면서 이 역경을 극복한 미드허드슨밸리 지역사회 

여러분께 찬사를 드립니다. Gap이 재건되어 다시 문을 열고 뉴욕주에 남은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연휴 시즌과 향후 여러 해 동안 이 회사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Gap Inc. 글로벌 공급체인팀 유통사업 담당 지역 총책임자 겸 부사장 Jim Young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피시킬 지역사회의 일원이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낫고 강한 사업장으로 거듭날 전망을 세우는 현재, 이 지원금은 복구 

작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지역 지도자들의 놀라운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이곳 피시킬의 직원들과 고객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화재 직후 8월 30일 아침,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와 뉴욕주 노동부는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당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피시킬 사업장에 

계속 고용될 수 있도록 Gap Inc.와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Gap Inc.는 

계속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정상 임금과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단 한 명도 화재로 인해 



직장을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화재의 영향을 받은 1200명 이상의 직원들 가운데 

약 400명이 불과 1주일 만에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그 이후 이어진 몇 주 내내 주 정부는 Gap 임원들과 협력하여 회사와 직원, 그리고 

피시킬 지역사회에 다음으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파악했습니다. 사업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본 후, Gap Inc.는 뉴욕주에 남기로 결정, 주정부 지원금 265만 달러로 

임시 “팝업” 시설을 세웠습니다. 10월 10일 이 시설이 문을 열면서 나머지 직원 900명이 

일터에 돌아왔으며 연휴 쇼핑 시즌에 대비하여 적시에 계절직 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사장, CEO 겸 커미셔너 Howard Zemsky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Gap의 피시킬 유통센터는 미드허드슨 지역의 주요 고용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연휴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Gap이 운영을 재개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계속 성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Roberta Reardon 노동부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돕는 것이 노동부의 사명입니다. 뉴욕주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Gap과 그 

직원들을 돕는 일에 일익을 담당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Gap의 직원들이 모두 일터에 돌아간다는 Cuomo 주지사의 발표는 

우리 모두가 이번 연휴 시즌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Gap, Inc.는 16년 전 더치스 카운티에 320만 평방피트 규모의 유통센터를 개장했으며, 

2014년에는 Gap이 뉴욕주에서 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는 Cuomo 주지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허드슨밸리에 1200개의 새 일자리를 조성하고 여러 

사업장의 쇄신과 확장을 위해 96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공언했습니다. 문제의 

대형화재는 Gap 및 Banana Republic의 상품들을 입고, 분류하여 동북 지역 전역의 

매장에 배송하는 데 사용되던 130만 평방피트 규모의 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Old Navy 상품의 포장에 사용되던 190만 평방피트 규모 건물의 경우에는 화재에 따른 

연기손을 입었으나 구조 자체는 온전히 남았습니다. 

 

Gap Inc.는 임시로 가설되는 “팝업” 시설을 통해 연휴 기간 내내 지역 유통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이며, 2017년 1월부터 영구적 시설의 신축 공사를 개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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