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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올버니 대학 엔지니어링 건물에 2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 슈퍼컴퓨팅 

이니셔티브 신규 추진 발표  

  

회계연도 2023 예산에서 7,500만 달러를 투자해 과거 올버니 고등학교 부지를 

리노베이션하고 교육 및 연구를 위해 새로운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설치 자금 지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올버니 대학교(University at Albany, UAlbany) 엔지니어링 

건물에서 UAlbany 엔지니어링 및 응용 과학 대학(College of Engineering and Applied 

Sciences, CEAS)이 주도하는 2억 달러 규모의 민관 인공지능 슈퍼컴퓨팅 이니셔티브를 

새롭게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행정부는 뉴욕 주립 대학(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이 글로벌 수준의 21세기 교육 리더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자금 지원으로 향후 수십 년 동안 뉴욕의 떠오르는 첨단 

연구 센터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사회를 강화하여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2~2023 예산에서 주정부 자금 7,500만 달러를 지원받아 전 올버니 

고등학교(Albany High School) 부지를 최신식 엔지니어링 건물로 재건축하고 

슈퍼컴퓨터 구축 자금을 일부 지원합니다. 올버니 인공지능 슈퍼컴퓨팅 

이니셔티브(Albany Artificial Intelligence Supercomputing Initiative, Albany AI)는 

떠오르는 산업 분야에서 뉴욕의 역량을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초로 대학 기반 컴퓨터로 초당 100경 속도의 처리 능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Albany AI를 통해 대학과 산업 연구자들이 대량의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질병 진단 

및 치료, 자연재해 예측 등 복합적인 계산을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연구는 사이버보안, 기후 예측, 의료 데이터 분석, 약품 개발, 차세대 마이크로칩 설계 등 

기타 의료, 보안, 탄력성, 경제 경쟁력에 필수적인 응용 부문에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AI가 일상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인문, 사회과학, 공공 정책, 공중 

보건, 사회복지 등 교직원과도 주요한 교육 및 연구 협력을 진행합니다.  

  

Albany AI 관련 프로그램이 입주할 엔지니어링 빌딩은 2023년 말 사용을 시작하여, 

2025년에는 모든 공간을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리노베이션을 통해 110년된 건물의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albany.edu%2Fnews-center%2Fnews%2F2021-making-artificial-intelligence-truly-trustworthy&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33d0587bf39458d9bac08da539a974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1422070201103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7IaMgb0LdaCDLUWTItb0wTr%2FDDW2S7dniAXlWdlBFtY%3D&reserved=0


주요한 건축적 특징을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연구실과 교실을 마련합니다. 웨스턴 및 

노스 레이크 애비뉴에 위치한 129,000 평방피트 규모의 빈건물을 재건축하는 것은 

미드타운 올버니에 대한 대규모 투자입니다.  

  

Deborah F. Stanley SUNY 임시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UNY 캠퍼스는 발전하고 

있는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부문의 교육적 필수 요소와 연구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올버니 인공지능 슈퍼컴퓨팅 이니셔티브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학생들에게 바로 여기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할 수 있는 

최첨단 연구 시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의 노동력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주신 Hochul 주지사를 비롯해 뉴욕주 의원인 Neil Breslin, Patricia Fahy, 

Michelle Hinchey, John MacDonald께 감사드립ㄹ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Havidán Rodríguez UAlbany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UAlbany는 인공지능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활용해 기후 변화부터 공중 보건과 교육까지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UAlbany 

역사의 커다란 성과일 뿐 아니라, SUNY를 전국 최고의 공립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Hochul 주지사의 비전을 크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림없이 지원해주신 

주지사와 주 의회, 특히 Breslin 상원의원과 Hinchey 상원의원, Fahy 하원의원, 

McDonald 하원의원께 감사드립니다."  

  

UAlbany의 업타운 데이터 센터(Uptown Data Center)에 위치한 Albany AI 슈퍼컴퓨터는 

뉴욕 전역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신사양의 칩을 사용한 

컴퓨팅 클러스터와 실험용 하드웨어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UAlbany가 

보유한 연구 강점을 활용한 것입니다. 대학은 최근 AI를 활용한 수질, 기후 예측, 

재생가능 에너지 예측 등을 위해 IBM 연구(IBM Research)와의 파트너십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플로리다 국제대학(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및 

그리피스 연구소(Griffiss Institute)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이버 운영 연구 가상 

연구소(Virtual Institute for Cyber Operations Research) 설립, UAlbany 소속 대기 과학 

연구 센터(Atmospheric Sciences Research Center)가 주축이 되며 전국 과학 

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가 자금을 지원하는 2,000만 달러 규모의 AI 연구를 

실시합니다.  

  

Neil Breslin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버니 대학교의 인공지능 슈퍼컴퓨팅 

이니셔티브에 최근 통과 예산을 통해 7,5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저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이건 민/관 투자는 여기 주도 지역은 물론 뉴욕주 전체의 경제적 원동력이 

되어 AI 슈퍼컴퓨팅의 혁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Michelle Hinchey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UAlbany의 AI 슈퍼컴퓨팅 

이니셔티브는 과학 연구의 최첨단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악천후 예측에서 사이버보안, 

최첨단 의료 발전 등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혁신적인 발견을 견인할 것이빈다. 그리괴 이 모든 일이 바로 이곳 UAlbany에서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albany.edu%2Fnews-center%2Fnews%2F2022-ualbany-ibm-announce-new-partnership-research-weather-and-climate-impacts&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33d0587bf39458d9bac08da539a974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1422070201103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zeC5smWL6vAwIT1w1FeU56n9kqDx3I89nsRm%2BjXuF2E%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albany.edu%2Fnews-center%2Fnews%2F2022-ualbany-fiu-researchers-team-launch-15-million-virtual-cybersecurity&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33d0587bf39458d9bac08da539a974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1422070201103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QfFHWKX%2Fydwsj7GrwVD5qNLL06dRT0sWXxQbDI9kE1Y%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albany.edu%2Fnews-center%2Fnews%2F2022-ualbany-fiu-researchers-team-launch-15-million-virtual-cybersecurity&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33d0587bf39458d9bac08da539a974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1422070201103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QfFHWKX%2Fydwsj7GrwVD5qNLL06dRT0sWXxQbDI9kE1Y%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albany.edu%2Fnews-center%2Fnews%2F2022-ualbany-fiu-researchers-team-launch-15-million-virtual-cybersecurity&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33d0587bf39458d9bac08da539a974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1422070201103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QfFHWKX%2Fydwsj7GrwVD5qNLL06dRT0sWXxQbDI9kE1Y%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albany.edu%2Fnews-center%2Fnews%2F2022-ualbany-fiu-researchers-team-launch-15-million-virtual-cybersecurity&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33d0587bf39458d9bac08da539a974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1422070201103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QfFHWKX%2Fydwsj7GrwVD5qNLL06dRT0sWXxQbDI9kE1Y%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ai2es.org%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33d0587bf39458d9bac08da539a974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1422070201103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34%2FWSSQjms57PCLQHmf765f0bGhUW%2B7zizAFd2LCb4c%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ai2es.org%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33d0587bf39458d9bac08da539a974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1422070201103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34%2FWSSQjms57PCLQHmf765f0bGhUW%2B7zizAFd2LCb4c%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ai2es.org%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33d0587bf39458d9bac08da539a974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1422070201103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34%2FWSSQjms57PCLQHmf765f0bGhUW%2B7zizAFd2LCb4c%3D&reserved=0


진행됩니다! 뉴욕에서 AI 혁신을 확대하고 이니셔티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주정부 

예산에서 7,500만 달러를 확보한 주도 지역 연합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Patricia Fahy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UAlbany는 계속 주도 지역을 다양한 

방식으로 미래로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저는 올해 주정부 예산에서 7,500만 달러를 

확보해 뉴욕의 차세대 AI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UAlbany로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은 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AI 및 슈퍼컴퓨팅 선도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일상 생활 전반에서 폭넓게 AI 

기술을 접목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이번 사업이 미래 경제 개발, 성장, 혁신의 촉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사인 John T. McDonald III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버니 인공지능 

슈퍼컴퓨팅 이니셔티브(Albany AI)는 뉴욕주 예싼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아 인공지능 

슈퍼컴퓨팅 기술 활용 역량을 증대합니다. 예산에서 자금을 확보하여 UAlbany가 

떠오르는 분야에서 혁신적인 지도자로 남을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해주신 주도 지역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Dan McCoy 올버니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단체의 수는 지난 4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으며,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버니 대학은 현대 과학 분야 중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부문의 첨단에서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AI 슈퍼컴퓨팅 이니셔티브 이러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우리는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일부를 해결할 수 있으며, 

여기 올버니 카운티에서 엄청난 교육 및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Rodríguez 

학장을 비롯해 오늘의 성과를 실현하는 데 참여한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Kathy Sheehan 올버니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UAlbany는 계속 혁신 교육 기회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Albany AI는 지속적으로 UAlbany가 컴퓨팅 클러스터와 실험용 

하드웨어 부문의 최첨단에 있기 위한 노력이면서 SUNY를 전국 최고의 공공 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Hochul 주지사의 노력을 함께 합니다. 뉴욕주의 노동력을 위해 차세대 

인공지능 전문가를 육성하는 Albany AI는 Rodríguez 학장과 그의 팀 등 최고 수준의 

기술을 민간 및 공공 부문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복잡한 문제에 적용하고자 하는 

UAlbany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CEAS 건물은 Albany AI의 핵심 요소로, 컴퓨터 공학 및 전기 컴퓨터 엔지니어링 핵심 

학과가 입주합니다. Albany AI는 UAlbany의 9개 학과 및 칼리지 모두와 관련이 있습니다. 

AI+X라는 이름의 선도적인 이니셔티브를 통해 UAlbany는 AI 슈퍼컴퓨팅 자원을 모든 

학문 분야에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STEM) 외에도 AI에 정통한 차세대 뉴욕 주민을 교육합니다.  

  

UAlbany의 컴퓨터 과학, 기후 과학, 수학, 정보 보안, 전기 및 컴퓨터 엔지니어링, 공중 

보건, 생명과학, 비상 대응, 국토 안보, 사이버보안 등 교직원은 이미 AI 연구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전국 과학 재단, 



전국 정의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미국 에너지부(U.S. Department of 

Energy) 등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Thenkurussi Kesavadas UAlbany 연구 및 경제 개발부 부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기상 예측 및 비상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신뢰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매우 강력한 컴퓨팅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Albany AI는 최첨단 초고속 컴퓨터 역량을 활용해 차세대 반도세 설계, 새로운 AI 

알고리즘 및 머신러닝 시스템 적용을 통해 교육에 대한 접근법을 새롭게 바꾸고 혁신을 

이끕니다."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UAlbany는 게임 개발, 머신러닝 등 학생들이 다양한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프로그램 및 기타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인공지능 아카데미(AI Academy) 운영을 시작합니다.  

  

Carol H. Kim 프로보스트 겸 학업 선임 부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관련 분야를 교육하고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신규 교직원 모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I+X를 통해 우리는 인문 예술을 포함한 학문 전반의 AI 교육을 통합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학생들이 AI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미래를 

대비합니다."  

  

과거 올버니 고등학교 소개  

1912년 지어진 신고전주의 스타일의 건물로 여덟 개의 기둥으로 구성된 콜로네이드가 

특징적인 미드타운 올버니의 랜드마크입니다. 1974년까지 올버니 고등학교로 

사용되다가 2013년 UAlbany가 구입할 때까지 기타 교육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UAlbany는 즉시 지붕, 공조(HVAC) 시스템 및 외관을 보수했습니다. 432개 이상의 외부 

창문을 교체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건물의 건축적 통일성을 유지했습니다.  

  

건물 내부 공사가 건물의 남쪽에서 진행 중이며, 연구실, 교실, 사무실, 4,200 평방피트 

규모의 메이커/팅커 스페이스 등을 2023년 말 완공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건물 

동쪽의 새로운 출입 플라자는 다운타운 캠퍼스(Downtown Campus)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후 북쪽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2025년 말까지 3층 오디토리움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오디토리움은 UAlbany 캠퍼스를 통틀어 최대 규모이며 약 1,0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학생 및 교직원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리노베이션에는 약 8,000만 

달러가 소요되며, 완공 후 다운타운 캠퍼스의 총 면적은 약 40% 늘어납니다.  

  

최근 UAlbany의 ETEC 건물을 완공한 콘시글리 컨스트럭션(Consigli Construction)이 

책임 건설업자입니다. 설계는 시에스아크(CSArch)가 맡습니다.  

  

엔지니어링 및 응용과학 대학 소개  



2015년 주도 지역 최초의 전통적인 공공 엔지니어링 학과로 출발한 CEAS는 전기 및 

컴퓨터 엔지니어링, 환경 및 지속가능성 엔지니어링, 컴퓨터 공학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며 추가 학위 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CEAS에는 현재 주전공 및 부전공 

학부생, 대학원생 등 약 800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교직원은 현재 연구 보조금 1,500만 

달러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올버니 대학교 소개  

종합적인 공립 연구 대학인 University at Albany-SUNY는 120개 이상의 학부 전공과 

부전공 그리고 125개의 석사, 박사 및 대학원 자격증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UAlbany는 모든 뉴욕주 대학 및 대학교 중에서 대기 및 환경 과학, 비즈니스, 교육, 공중 

보건, 보건 과학, 형사 정의, 비상 준비 태세, 공학 및 응용 

과학, 정보학, 공공 행정, 사회복지 및 사회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리더입니다. 이러한 

학술 분야는 교수 전문가가 교육합니다. 또한 올버니 로스쿨(Albany Law School)과 

제휴하여 학생들에게 확장된 학업 및 연구 기회를 제공합니다. 600명에게 제공되는 해외 

유학 기회를 통해 강화된 커리큘럼으로 UAlbany는 훌륭한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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