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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1월 8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GLOBALFOUNDRIES가가가가 FAB 8 캠퍼스에캠퍼스에캠퍼스에캠퍼스에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기술개발센터를기술개발센터를기술개발센터를기술개발센터를 건립할건립할건립할건립할 것이라고것이라고것이라고것이라고 

발표발표발표발표 

근근근근 20억억억억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이이이이 설비는설비는설비는설비는 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 반도체반도체반도체반도체 R&D 및및및및 제조제조제조제조 산업을산업을산업을산업을 구축구축구축구축 및및및및 강화하고강화하고강화하고강화하고 이이이이 

기술개발센터에서의기술개발센터에서의기술개발센터에서의기술개발센터에서의 적어도적어도적어도적어도 500개의개의개의개의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포함하여포함하여포함하여포함하여 주도주도주도주도 지역지역지역지역에에에에 1000개의개의개의개의 새새새새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창출할창출할창출할창출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반도체 제조업의 세계적 리더인 GLOBALFOUNDRIES가 Saratoga 

카운티의 Fab 8 캠퍼스에 새로운 수십억 달러짜리 연구개발 설비를 건립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기술개발센터(TDC)는 TDC에 적어도 500개의 새로운 고임금 일자리뿐만 

아니라 GF Fab 및 행정 건물에 500개의 추가 일자리도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중요한 확장은 우리가 뉴욕주 전역에서 나노 기술 연구에 한 투자가 우리 주 재건에 필수적인 

고임금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 추진이라는 의도된 결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첨단 반도체 연구를 위한 세계의 허브가 되었으며, 이제 이 

기술개발센터는 뉴욕주에서 우리 연구 기관들과 협력하여 개발된 혁신이 뉴욕주에서 제조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TDC는 약 2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요합니다. TDC에는 새로운 기술 노드로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반도체 개발 및 제조 지역이 들어설 90,000 평방피트의 유연 청정실 공간이 포함될 

것입니다. TDC 건립은 2013년 초에 시작될 계획이며 2014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LOBALFOUNDRIES의 CEO인 Ajit Manocha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산업이 PC 시대로부터 

모바일 기기에 초점을 둔 시장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우리는 고객들로부터 더욱 빠른 기간 내에 

첨단 노드로 옮겨가는 데 대한 점점 더 강한 관심을 보았습니다. 이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는 

Fab 8를 우리의 글로벌 기술 조업의 허브로 만들기 위한 인력 양성 및 새 능력 추가를 포함하여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크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지속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은 튼튼한 협업 생태계를 만들었으며 이 추가 투자를 위한 길을 포장하였습니다. 새 TDC는 

연구를 파트너들과 함께 수행하고 대량 제조를 위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랩과 Fab 사이의 가교를 

놓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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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로부터 새 인센티브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협업 환경을 

확립하신 Cuomo 지사님의 리더십이 이 프로젝트 추진의 관건이었습니다. 작년에 Cuomo 지사는 

Global 450 Consortium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IBM, Intel, Samsung, TSMC 및 

GLOBALFOUNDRIES를 포함한 5개의 국제적 선두 기업들이 차세대 컴퓨터 칩 기술을 창조하기 위해 

뉴욕주에 44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투자는 뉴욕주의 나노 기술 부문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민간 투자를 기록하며 약 6,9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뉴욕주는 TDC 구축의 토대가 되는 초기 단계 작업을 개발하는 데 긴요했던 College of Nanoscale 

Science and Engineering 같은 R&D 설비를 주 전역에 걸쳐 계속 지원합니다. 

 

CNSE의 부총장 겸 CEO인 Alain Kaloyeros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Andrew 

M. Cuomo 지사의 혁신 중심 경제 개발 청사진을 더욱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뉴욕주를 21 세기 

나노 기술 산업을 위한 글로벌 허브로 굳건하게 확립하고 있습니다. Cuomo 지사의 “비즈니스를 

위해 열려 있는 뉴욕주” 전략에 따른 새로운 투자와 College of Nanoscale Science and 

Engineering에서의 새로운 하이테크 연구개발 일자리에 의해 뒷받침되는 GLOBALFOUNDRIES의 

첨단 기술 및 제조 능력의 확장으로 뉴욕주 전역의 주민들 및 기업들을 위한 신나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컴퓨터 칩 혁신에 의해 촉발될 장기적 경제 성장 및 번영을 위한 길이 지속적으로 닦일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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