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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뉴욕 반도체 제조업 부흥을 통한 일차지 창출 및 배출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친환경 CHIPS법 서명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신규 일자리, 자본 투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재정 지원  

  

기업은 반드시 임금, 노동력 훈련, 소외계층 기회 확대 등 지역사회 혜택 제공  

  

뉴욕은 이번 주 Biden 대통령이 서명한 연방 CHIPS 과학법으로 발생하는 주요 경제적 

기회를 활용할 준비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을 반도체 제조의 허브로 만드는 한편,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촉진, 주요 환경 보호 조치 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최초의 혁신적인 친환경 

반도체(Green CHIPS)법(S.9467/ A.10507)에 서명했습니다. 친환경 CHIPS법은 

뉴욕으로 반도체 제조기업을 유치하여 최고 30억 달러의 투자와 프로젝트 당 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반도체 생산 관련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법안은 또한 반도체를 활용하는 일상 기술의 가격을 

조정하고 주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적 지위를 강화합니다.  

  

새로운 법안을 통해 또한 뉴욕주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을 확대를 목표로 하는 연방 

CHIPS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초 Joseph 

R. Biden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의 친환경 CHIPS법을 통해 뉴욕은 

연방 프로그램의 의무 조건을 준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타 반도체 제조업 유치를 

원하는 주정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한편, 첨단 제조업 확장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전국의 반도체 제조 부문을 선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가장 청정하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이를 해낼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장기적인 산업 투자와 연방 정부의 초당적 조치와 함께 

뉴욕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하이테크 

일자리를 찾고 있거나 기업 이전을 계획한다면, 뉴욕주가 적격입니다."  

  



공급 체인 문제 및 글로벌 생산 미국 점유율 하락 등이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안보, 기술 혁신, 경제 성장 및 독립성 확보 등 

주요 부문에서 전략적인 취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CHIPS법은 오래된 성과 기반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인 엑셀시어 일자리 세금 

공제 크레딧(Excelsior Jobs Tax Credit)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제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새로운 친환경 CHIPS 카테고리를 신설합니다. 친환경 CHIPS 프로젝트는 

반드시 반도체 부문에 속하는 것으로 주정부 투자금 1달러당 최소 15 달러의 민간 

투자가 발생해야 합니다. 투명성과 책임성 보장을 위해 모든 친환경 CHIPS 프로젝트는 

뉴욕주 경제 인센티브 데이터베이스(Database of Economic Incentives), 분기 엑셀시어 

일자리 조세 크레딧 프로그램(Quarterly Excelsior Jobs Tax Credit Program) 보고서에 

공시됩니다.  

  

Jeremy Cooney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업스테이트 뉴욕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차세대 양질의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친환경 CHIPS법 프로젝트는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를 노동력 

투자를 원하는 지역사회에서 창출하여 스루웨이 코리도 전역에서 경제를 변화시킵니다. 

연방 자금을 활용하여 우리 주 의회는 뉴욕이 성장하는 반도체 제조 부문에서 세계적 

리더라 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Hochul 주지사와 우리 연방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뉴욕주에 찾아올 새로운 취업 기회를 기대하겠습니다."  

  

Albert A. Stirpe J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최우선 순위는 뉴욕주를 위한 

미래 경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팬데믹과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에서 시작합니다. 지난 몇 주간 저는 

친환경 CHIPS법이 지역의 가족과 기업은 물론 반도체 제조 기업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쉼없이 일했습니다. 여기 센트럴 뉴욕의 화이트 

플레인과 같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곳에서 이번 법안은 지역사회 개발 

투자를 진행하는 한편, 반도체 제조 부문에서 우리 지역과 뉴욕주가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도록 지원합니다."  

  

친환경 CHIPS법은 다음을 보장합니다.  

• 10년 동안 신규 일자리 최소 500개와 투자 최소 30억 달러. 양질의 

프로젝트는 두 번째 10년 지원 기간에 참여하여 1단계 성과 외에 추가 최소 

500개의 신규 일자리와 투자 최소 30억 달러를 창출.  

• 프로젝트의 온실가스(GHG) 및 기타 환경 유해요소 배출을 감축하는 청정 

에너지 계획.  

• 훈련 및 교육 혜택, 경제 소외 계층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 등 인력과 

지역사회 개발에 대규모 투자.  

• 프로젝트 건설 기간 중 적정 임금 적용.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esd.ny.gov%2Fdatabase-economic-incentives&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e75bb1d0d9c943ffcf5908da7bad02b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5828025383698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CI4NotoMRb4PhstrkFFijink%2FmhVhjc5UMLaNEhKL98%3D&reserved=0


• 조세 혜택 신청 전 일자리 창출과 투자 성과는 반드시 엑셀시어 조세 

크레딧 프로그램의 성과 기반 지원 모델에 따라 달성되어야 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취임 초부터 첨단 제조업에서 강력한 생태계를 개발하는 데 있어 

뉴욕주의 역할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으며, 올해 주정부 예산의 일부로, 

뉴욕주는 Focused Attraction of Shovel-Ready Tracts New York(FAST NY) 프로그램에 

최대 2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FAST NY는 하이 테크 제조, 특히 반도체 제조를 

뉴욕주로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주정부 예산을 통해 주정부 기관 및 당국에 걸친 인력 개발에 대한 

광범위하고 역사적, 그리고 조정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3억 5,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 산하 뉴욕주 전략적 인력 개발 사무소(New York State Office of Strategic 

Workforce Development)은 ESD의 고용주와의 관계를 활용하여 고용주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역 교육 전략을 개발하며, 반도체 및 고급 제조와 같은 수요 현장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뉴욕 시민들에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Charles E. Schum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미국의 선진적인 반도체 

제조 및 연구개발(R&D) 중심지에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새로운 연방 마이크로칩 인센티브와 함께, 친환경 반도체법은 업스테이트 

뉴욕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수천개의 일자리를 중심 산업에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간단히 말하곘습니다. 이것은 21세기의 이리 운하입니다! 미국의 

미래를 뉴욕주 주민들이 직접 일굴 수 있도록 대담하고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마이크로칩 제조의 글로벌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Paul Tonk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뉴욕의 랜드마크 법안인 친환경 

CHIPS법 서명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곳 뉴욕주의 친환경 CHIPS 제조기업에 

최대 100억 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연방 반도체 과학법을 통해 주도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 산업을 대규모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투자는 

미국 가족을 위해 가격 부담을 낮추고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의 과학, 기술, 공학,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인재를 양성합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뉴욕주를 반도체 제조의 

전 세계적인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하원의 노력을 추진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저는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부문에서 투자와 혁신을 촉진해주신 Hochul 주지사와 협력하기를 

고대합니다."  

  

Hope Knight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대표, 

최고경영자,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환경 반도체법은 21세기형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고 뉴욕주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투자를 유치하여 전통적 제조업에서 

줄어든 일자리를 보전합니다. 역사적인 혁신 법안을 통해 뉴욕주는 경제에 매우 중요한 



산업을 유치할 뿐 아니라, 이러한 기업이 우리 지역사회의 일부가 되도록 보장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Doreen M. Harris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도체는 청정 기술의 핵심 요소이자 기존 자원 효율성 개선의 핵심으로서 뉴욕의 청정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 덕분에, 전국 

최초로 제조 기업이 여기 뉴욕에서 둥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친환경 

반도체 산업이 이끄는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성 촉진,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뉴욕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경제적 비전은 대규모 투자와 엄청난 기회를 뉴욕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금 지원은 첨단 제조 부문에서 성장을 견인하고 뉴욕주의 

지속가능성 노력을 지원하며 뉴욕 주민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임금을 자신이 원하는 

산업에 종사하며 벌 수 있도록 만듭니다."  

  

Justin E. Driscoll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임시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전력청은 오랫동안 뉴욕주 경제 개발의 

중추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일자리 창출과 자본 투자를 위해 저비용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주지사의 새로운 친환경 CHIPS법은 이러한 전력청의 역량을 한층 

강화시켜 혁신적인 기업이 뉴욕으로 이전하여 더욱 번성하고 탄력적인 청정 에너지 

경제를 건설합니다."  

  

Deborah F. Stanley 뉴욕 주립 대학(SUNY) 임시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UNY는 

반도체 산업 리더, 연구자, 제조 노동자를 교육하고 훈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뉴욕의 

친환경 반도체법과 최근 통과된 CHIPS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주정부 

및 연방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뉴욕주의 성장하는 반도체 제조 부문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올버니 나노테크 컴플렉스(Albany Nanotech Complex)는 민관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대규모 뉴욕주 투자를 통해 고등교육 기관 및 산업 부문에서 핵심 

파트너를 모집하여 첨단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SUNY뿐 아니라 고등교육 기관 전반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고 모든 뉴욕 주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David Anderson 뉴욕 크리에이츠(NY CREATES)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환경 

반도체 법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이며, 뉴욕이 반도체 산업 부흥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국에 알립니다. 올버니 나노테크 컴플렉스는 여기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산업 생태계가 발전하고 전략적으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욕은 민간 투자와 새로운 일자리를 유치하기에 완벽한 입지를 

자랑합니다. 뉴욕 주민을 위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비전과 노력을 

보여주신 Hochul 주지사, Cooney 상원의원, Stirpe 하원의원께 박수를 보냅니다."  

  



Heather Briccetti Mulligan 뉴욕주 비즈니스 위원회(The Business Council of New 

York State)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은 반도체 산업이 경제에 

얼마나 중요하며, 미국이 얼마나 다른 국가의 생산에 의존하고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뉴욕주에서 탄탄한 산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환영할 만한 기회이며, 저는 전국을 

이끄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신 Hochul 주지사와 의회에 감사드립니다."  

  

Ryan Silva 뉴욕주 경제 개발 위원회(New York State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뉴욕과 미국의 매우 역사적인 

날입니다. 친환경 CHIPS법은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투자입니다. 친환경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 성장과 뉴욕 공급 체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새로운 투자 수십억 달러를 

유치하는 한편, 향후 뉴욕 주민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대담한 투자를 진행해주신 Hochul 주지사, Cooney 상원의원, Stirpe 

하원의원께 박수를 보냅니다."  

  

글로벌파운더리스(GlobalFoundries) 대표 겸 최고경영자인 Thomas Caulfield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계는 전 세계적인 경쟁에서 그 어느 때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CHIPS 과학법은 Hochul 주지사의 친환경 CHIPS법으로 한층 강화되어, 반도체 제조 

확대와 뉴욕주 및 전국에서 혁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글로벌파운더리스는 미국 반도체 

업계를 위해 공약을 지키고 행동에 나서주신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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