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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과 HOCHUL 주지사, 지역사회와 노동력의 획기적인 약속을 기념하여 BIDEN 

대통령이 센트럴 뉴욕에 오신 것을 환영  

  

Community Investment Framework, 센트럴 뉴욕 및 미국의 제조 리더십에 도움이 

되는 Micron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파트너십 정의  

  

주의 역사적인 Green CHIPS 법안과 연방 CHIPS 및 과학법에 의해 가능해진 투자  

  
  

뉴욕주 시러큐스, 2022년 10월 27일 — Micron Technology, Inc. (나스닥: MU)는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 중 하나이자 미국에 본사를 둔 유일한 메모리 제조업체이며, 

Kathy Hochul 주지사는 Joe Biden 대통령을 비롯한 연방, 주 및 지방 공무원들이 센트럴 

뉴욕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Micron은 향후 20년 이상 최대 1,0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최첨단 메모리 메가바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Micron은 Community Investment 

Framework의 서명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와 함께 수립된 초기 

커뮤니티 및 노동력 약속을 표시할 것입니다. 이 프레임워크에는 인력 개발, 교육, 

지역사회 자산 및 단체, 저렴한 주택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5억 달러 규모의 Green 

CHIPS 커뮤니티 투자 기금뿐만 아니라 센트럴 뉴욕 인력이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고급 기술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타 이니셔티브가 포함됩니다.   

  

Micron은 기금에 2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며 뉴욕에서 1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것이며 지역, 기타 주 및 국가 파트너로부터 1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또한 Micron뿐만 아니라 지방 및 주 정부 대표 외에도 11명의 

다양한 커뮤니티 구성원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자문 위원회를 설립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기금의 투자 우선순위와 예상 영역을 파악할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을 통해 

Micron과 ESD는 센트럴 뉴욕 지역사회의 요구 사항을 더 잘 이해하고 해결하며 지역 

전체에 대상이 설정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 Hope Knight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최고경영자, Sanjay Mehrotra Micron CEO는 지역 

파트너와 함께 지역사회 투자 프레임워크에 서명하여 ESD와의 협력 정신을 지지하며 

이 지역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약 9,000개의 고임금 Micron 일자리를 포함하여 거의 

50,000개의 뉴욕 일자리를 창출할 뉴욕에 메가팹을 건설하려는 Micron의 계획은 CHIPS 

및 과학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의회와 Biden 행정부의 초당적 노력의 결과입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micron.com%2Fny&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cdad149972744e84bded08dab7fc9e5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2459294276949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bnpyMUn7pgNC5izQEC2zdfclDyIJfir1NqSCoqsJ774%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micron.com%2Fny&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cdad149972744e84bded08dab7fc9e5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2459294276949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bnpyMUn7pgNC5izQEC2zdfclDyIJfir1NqSCoqsJ774%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investors.micron.com%2Fnews-releases%2Fnews-release-details%2Fmicron-announces-historic-investment-100-billion-build-megafab&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cdad149972744e84bded08dab7fc9e5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2459294276949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XYmY5abZCNNpIeSR17WS1DhB2zMtacFfW89ZmDwT6%2B8%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investors.micron.com%2Fnews-releases%2Fnews-release-details%2Fmicron-announces-historic-investment-100-billion-build-megafab&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cdad149972744e84bded08dab7fc9e5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2459294276949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XYmY5abZCNNpIeSR17WS1DhB2zMtacFfW89ZmDwT6%2B8%3D&reserved=0


Micron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Sanjay Mehrotr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미국의 혁신을 촉진할 Micron의 새로운 첨단 메가팹의 미래 장소인 센트럴 

뉴욕에서 오늘 Biden대통령과 많은 저명한 지도자들을 초청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미국의 혁신을 촉진하며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보장하려면 미래를 위한 인력을 구축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Community Investment Framework를 통한 우리의 약속은 센트럴 

뉴욕의 변화를 향한 첫 번째 기본 단계를 나타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Micron의 역사적인 1,000억 달러 투자는 

오논다가 카운티와 주 전역의 여러 세대에 걸쳐 뉴욕 시민들에게 밝은 경제적 미래를 

보장하며,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뉴욕의 제조 리더십을 공고히 합니다. 거의 5만 개의 

일자리, 지속 가능성에 대한 깊은 약속, 소수 민족 및 여성 소유 기업과 불우한 

지역사회를 위한 기회 외에도 이 프로젝트의 5억 달러 커뮤니티 기금은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 인력, 주택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유지되도록 할 것입니다. Biden 대통령이 한 

세대에 한 번뿐인 이 발표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경제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주 및 연방 파트너, 비즈니스 및 

노동 커뮤니티와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미래의 인력 구축  

전통적인 인력 개발 경로와 비전통적인 인력 개발 경로 모두 미국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규모로 인력을 교육하는 데 중요합니다. 미래의 인력은 최첨단 클린룸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고 고급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을 갖춘 재능 있는 

엔지니어와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Micron은 인력을 확장하고 모든 사람, 특히 소외된 

농촌 지역사회의 개인이 이러한 직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솔루션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선도적인 고등 교육 기관과 협력하려는 Micron의 전략에 따라 Micron과 

오논다가 카운티는 오논다가 Community College에 클린룸을 건설하고 구축하고 

학교의 기술 커리큘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동안 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1,000만 

달러를 함께 투자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은 이 투자를 통해 Micron의 제조 시설 내에서 

기술자 및 엔지니어링 역할을 준비할 수 있는 고급 제조 방법 및 장비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Micron은 또한 미국 하이테크 제조업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고도로 숙련되고 재능 있는 

노동력 풀인 센트럴 뉴욕의 상당히 많은 군인 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Micron과의 

조정 및 파트너십을 통해 시러큐스 대학교의 D'Aniello 재향 군인 및 군인 가족 

연구소(Institute of Veteran and Military Families, IVMF)는 고급 제조 직업을 위한 

베테랑 기술 개발 및 Micron 및 기타 산업 역할로의 전환을 지원할 것입니다. Micron은 

또한 학생들이 반도체 산업에서 엔지니어, 과학자 및 기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설계된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립할 예정이며, 전통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의 

재향 군인과 학생에 중점을 두어 채용할 예정입니다. Micron은 재향 군인 고용에 대한 



Micron의 목표에 따라 센트럴 뉴욕에서 20년 동안 이 지역에서 1,500명 이상의 재향 

군인을 고용하기를 열망합니다.  

  

또한 Micron은 지역 노동 조합과 프로젝트 노동 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운 메가팹 건설 

전반에 걸쳐 노사 협력 및 안정성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군인 모집, 평가 및 재향 군인 고용 센터와 "Helmets to Hardhats" 프로그램 사용 방법이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는 프로젝트 인력에서 소수 민족과 여성의 

대표성을 촉진하기 위해 Syracuse Build의 일부인 견습을 위한 경로 프로그램에 

프로젝트에 참여한 각 공예 시간에 대해 시간당 1센트를 기부해야 합니다.  

  

Micron은 공급업체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Micron의 약속의 일환으로 프로젝트의 적격 

건설 지출의 30%와 적격 연간 운영 지출의 20%가 전통적으로 과소 대표되는 

커뮤니티의 개인이 소유한 회사에 수여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뉴욕주 공인 

소수민족/여성 소유 기업 및 서비스 장애 재향 군인 소유 기업에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Micron은 건설 계약자 및 하청업체가 Syracuse Build를 첫 번째 소스 모델로 사용하여 

소외된 인구로부터 고용 후보자를 식별하도록 권장합니다.  

  

모두를 위한 STEM 교육에 대한 투자  

고등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K-12의 STEM 교육은 숙련된 인재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Micron은 지역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자원이 부족한 

청소년이 STEM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보다 다양하고 포용적인 

기술 산업 전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Micron은 이러한 약속의 일환으로 과학, 기술, 공학, 예술 및 수학 분야를 통합하도록 

설계된 지역 최초의 협력 학교인 Syracuse STEAM 학교와 역사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에게 다가가고 미래의 STEM 경력에 대한 장벽을 줄이기 위해 이 지역의 다른 K-

12 프로그램에 10년 동안 1,0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지역 시설은 사회 경제적, 

인종적, 지리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에게 신흥 기술 및 예술 분야에서 전례없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투자는 이 지역의 미래 민간 개발 및 협력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Micron 커뮤니티의 추가 약속에는 대학의 미래 교수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 및 

교육이 미래의 인력을 훈련시킬 새롭고 다양한 교수진을 지원하기 위한 Syracuse 

대학과의 파트너십이 포함됩니다. Micron은 또한 Clarkson,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Cornell 등을 포함한 지역 대학과 함께 공학 교육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북동부 대학의 강력한 네트워크는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와의 기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엔지니어링 및 과학 파이프라인 전반에 걸쳐 학생 그룹의 

대표성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지역사회와의 교류  

Micron은 팀원들이 생활하고 일하는 지역사회에 투자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Micron은 보육 및 유아 준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센트럴 뉴욕의 



YMCA에 초기 50만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이 투자는 이 지역의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고품질 보육 및 조기 학습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Micron은 YMCA 및 기타 조직과 계속 협력하여 어린이와 가족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모두를 위한 공평하고 포용적인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미래 투자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Micron은 50만 달러 규모의 과학 기술 박물관(MOST) 후원을 시작할 것입니다. Micron 

기금은 학생과 가족에게 반도체 및 일반적인 응용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실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장기 MOST 전시회를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Micron은 학생들에게 

한겨울 및 봄 방학 MOST 과학 캠프를 무료로 제공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촉진하는 

STEM 교육 시리즈와 설계 과제를 주최합니다.   

  

Micron은 지역 기술 생태계와 협력하여 벤처 자금 1,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센트럴 

뉴욕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유치할 계획을 포함하여 커뮤니티 인프라 및 

서비스에 더 깊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커뮤니티와의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참여가 사회와 Micron과 같은 혁신적인 

회사 모두의 성공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분기별 커뮤니티 타운홀을 개최하여 

클레이, 시러큐스 및 오논다가 카운티 커뮤니티 구성원이 Micron이 그들의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직접적인 피드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인 Micron 약속  

Micron은 Community Investment Framework 외에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고,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경제적 기회를 가속화하고, 지역의 인프라를 지원하고, 다양한 인력 

풀을 구축하기 위해 센트럴 뉴욕 지역을 지원하는 방법을 계속 평가해 나갈 것입니다.  

  

Micron은 이러한 확장된 약속에 발맞추어 전문 연구 대학에 Syracuse 대학의 미래 대비 

인력 혁신 컨소시엄을 설립할 것입니다. Micron은 뉴욕주 및 그 이상의 센트럴 뉴욕 

비즈니스 커뮤니티, 노동조합, 커뮤니티 칼리지 및 기타 4년제 대학과 협력하여 인력 

개발, 기술 향상 및 전문 유지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구현할 

것입니다. Future-Ready Workforce Innovation Consortium은 Micron의 인력 및 인재 

개발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기술 교육, 학업 및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위한 

생태계를 육성할 것입니다.  

  

Micron은 회사가 이 지역에서 성장함에 따라 커뮤니티 및 소수 금융 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평가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센트럴 뉴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수 

민족 예금 기관(Minority Depository Institutions, MDI)에 1,000만 달러를 예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뉴욕주가 Micron 및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더 나은 인프라, 주택 기회, 사회 및 금융 



포용, 시러큐스 지역이 직면하게 될 구체적이고 독특한 장애물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가로 식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Micron이 헌신적인 커뮤니티 파트너로서 활용할 수 있는 단기 기회와 장기 전략 모두의 

토대를 제공할 것입니다.  

  

Micron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위한 회사의 최고의 무료 STEM 교육 프로그램인 Chip 

Camp를 통해 센트럴 뉴욕에서 소외된 학생들과 STEM 경력 사이의 다리를 구축하는 데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약 70-100명의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STEM 기술이 Micron 경력으로 어떻게 변환되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방, 주 및 지역 지도자들의 성명  

다음은 Micron의 역사적인 투자와 회사의 커뮤니티 노력에 대한 다양한 리더의 

의견입니다.  

  

Charles Schum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Biden 대통령이 시러큐스에 방문한 

것을 환영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Micron의 전례 없는 1,000억 달러 투자는 이 지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수십만 개의 고임금 제조 및 노조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혁신의 리더로서 미국의 유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센트럴 

뉴욕에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법한 기회입니다. 우리의 CHIPS와 과학 법안(Science Bill), 

그리고 Micron과 같은 비전 프로젝트 덕분에 제조업은 미국과 뉴욕 북부 같은 곳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리 운하 순간이며 허드슨 밸리와 수도 지역에서 

모호크 밸리와 로체스터에 이르기까지 업스테이트 뉴욕의 반도체 회랑에 추가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근로자, 지역사회 및 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한 투자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국가적 청사진이 될 것이며, Biden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우리는 

지금 여기 뉴욕 북부에서 미국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Kirsten Gillibrand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소비자와 

기업은 반도체에 대한 외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미국 공급망의 혼란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국적으로 국내 칩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자원을 제공하고 캠퍼스를 Upstate New York으로 가져 

오기로 한 Micron의 결정을 확고히하는 데 도움이 되는 2022년 CHIPS 및 

과학법(Science Act)을 통과시키기 위해 열심히 싸웠습니다. 이 엄청난 투자는 센트럴 

뉴욕 전역에 파급 효과를 일으켜 우리 주에서 50,000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를 축하하기 위해 시러큐스를 방문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며,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길을 닦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파트너가 되어 주신 Biden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Micron 및 센트럴 

뉴욕과 협력하여 우리 커뮤니티가 이 중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와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John Katko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센트럴 뉴욕에 Micron Technology를 환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Micron의 1,000억 달러 투자는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micron.com%2Fgives%2Fstudents%2Fk12-student-resources%2Fchip-camp&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cdad149972744e84bded08dab7fc9e5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2459294276949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al7pIMe60%2FTfKedWSAaAAHmdbgnG1tgsZBhI79TuxVM%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micron.com%2Fgives%2Fstudents%2Fk12-student-resources%2Fchip-camp&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cdad149972744e84bded08dab7fc9e5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2459294276949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al7pIMe60%2FTfKedWSAaAAHmdbgnG1tgsZBhI79TuxVM%3D&reserved=0


활성화하며 센트럴 뉴욕을 반도체 제조의 허브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며, 저는 이 투자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초당적으로 

일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CenterState CEO 사장 Robert M. Simps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센트럴 뉴욕 

커뮤니티는 향후 20년 동안 최대 1,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9,000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Micron의 발표를 계속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icron이 

Community Investment Framework를 통해 하고 있는 약속은 이 역사적인 거래를 

센트럴 뉴욕의 모든 사람들에게 변혁적인 거래이자 전국적인 경제 개발을 위한 새로운 

표준으로 만듭니다. Micron의 투자는 이 전체 커뮤니티가 현재와 향후 수십 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보장합니다.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려는 Micron의 

약속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며 이는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가장 어린 커뮤니티 

구성원이 미래 경력을 준비하고, 기업가 및 혁신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MWBE 

공급업체를 이 프로젝트에 연결할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번창하고 모든 사람들이 

번영하는 커뮤니티를 만들려는 조직의 사명을 향해 노력하면서 Micron을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는 파트너로 삼게 된 것에 매우 감사합니다."  

  

오논다가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인 Warren Hilto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역사적인 행사를 위해 오논다가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로 Biden 대통령, 

Micron 최고경영자인 Sanjay Mehrotra와 그의 팀, 그리고 우리 지역, 뉴욕주 및 전국의 

선출된 지도자들을 맞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1,000억 달러 

투자에서 Micron의 교육 파트너 중 하나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전체 지역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그들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 과정 준비에는 

학생들이 배우고 반도체 산업에서 보람 있는 직업을 준비할 수 있는 첨단 "클린 룸"을 

우리 캠퍼스에 건설하는 것이 포함될 것입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님, Deborah 

Stanley SUNY 총장 및 Ryan McMahon 오논다가 카운티 행정관이 인력 파트너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캠퍼스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논다가 커뮤니티 칼리지는 60년 전 시러큐스 다운타운의 버려진 

타자기 공장에서 학생들에게 문을 연 이래로 먼 길을 왔습니다. 우리는 향후 60년과 그 

이후에 우리 지역을 변화시킬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시러큐스 대학교 총장인 Kent Syveru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팀은 Micron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가지 

이니셔티브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는 Syracuse 대학교 미래 준비 인력 혁신 

컨소시엄(Future-Ready Workforce Innovation Consortium) 창설, Micron의 재향 군인 

고용 확대 노력 및 미래 교수 펠로우십 프로그램(Future Professors Fellowship 

Program)에 대한 추가 투자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개별적으로 우리 

대학과 지역사회에 좋은 기회입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차세대 리더, 혁신가 및 

개척자를 준비하는 방법을 재구상하고 재구성하는 변혁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나타냅니다."  

  



리버풀 중앙 교육구 교육감인 Daniel G. Henner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센트럴 뉴욕 

지역사회에 Micron을 추가하면 리버풀 중앙 학군과 지역 전역의 학군에 K-12 학년 

학생들에게 수많은 교육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Chip Camp, Girls Going Tech 및 

Careers in a High-Tech World와 같은 프로그램은 리버풀에 새로 도입된 경력 경로를 

향상시켜 학생들이 미래의 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수년 

동안 Micron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주 파이프 무역 협회 회장인 Greg Lancett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센트럴-노던 

뉴욕 건물 및 건설 무역 위원회(Central-Northern New York Building & Construction 

Trades Council)를 대신하여 Micron을 뉴욕에 환영하게 되어 기쁩니다. Micron의 인력 

개발 프로그램은 뉴욕 시민, 특히 미래에 전통적인 진로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소외된 

지역사회의 기술과 근면한 성격을 활용할 것입니다. Micron과 지역 노동 조합 간의 

프로젝트 노동 협정(Project Labor Agreement)은 프로젝트 인력에서 소수 민족, 재향 

군인 및 여성의 대표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우리 지역의 재능 있는 

노동 조합과의 안정성과 협력을 보장할 것입니다. 견습 프로그램 개발에서 의도적으로 

계약자를 선택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Micron은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과 인력의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n.com/NY의 뉴욕 커뮤니티 및 인력 투자(New York Community 

and Workforce Investment) 자료표를 참조하십시오.  

  

Micron Technology, Inc. 소개  

당사는 혁신적인 메모리 및 스토리지 솔루션 분야의 업계 리더로서 전 세계가 정보를 

사용하여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고객, 기술 리더십, 

제조 및 운영 우수성에 끊임없이 집중하고 있는 Micron은 Micron® 및 Crucial® 

브랜드를 통해 고성능 DRAM, NAND 및 NOR 메모리 및 스토리지 제품으로 구성된 

풍부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매일 직원들이 창출하는 혁신은 데이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데이터센터에서 인텔리전트 에지, 클라이언트 및 모바일 사용자 경험 

전반에 걸쳐 기회를 창출하는 인공 지능 및 5G 애플리케이션의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Micron Technology, Inc. (나스닥: MU)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micron.com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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