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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2024년 회계연도 행정 예산의 일환으로 센트럴 뉴욕의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의 세부 사항 발표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고, 고등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8,000만 달러 

이상 포함  

  

또한 반도체 확장, 관리 및 통합의 새로운 사무소를 통해 Micron 투자 및 기타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한 행정 및 운영 지원에 4,500만 달러 포함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센트럴 뉴욕의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4년 회계연도 행정 예산의 주요 제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시정 

연설에 맞춰 예산에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지역의 경제적 기회와 혁신을 확대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Onondaga Community College를 위한를 

위한 3,600만 달러, 지역 노동력 및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Onondaga Community College 

1,100만 달러, New 15th Ward 공공 주택 프로젝트를 위한 1,000만 달러, State Fair 및 

지역 공원 2,6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GO SEMI (Governor's 

Office of Semiconductor Expansion, Management and Integration)를 위해 다음과 같이 

4,500만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무소는 역사적으로 1,000억 달러를 투자한 센트럴 

뉴욕에 있는 새로운 메가팹을 위해 Micron에 행정 및 운영 지원을 제공하고 뉴욕의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스비다. "이러한 투자는 시러큐스와 센트럴 뉴욕를 더욱 

번영하고, 보다 경제적이며,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모멘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주택, 교육 및 경제 개발에 대한 새롭고 더 심층적인 약속을 통해 

예산은 Micron의 투자를 기반으로 더 많은 뉴욕 시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저는 

센트럴 뉴욕에 대한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지역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합니다."  

  

Hochul 주지사가 오늘 발표한 예산안 중 몇 가지는 대상 투자, 사업 지원 및 고성장 

산업을 목표로 하는 기타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주 전역으로 경제 기회와 혁신을 

확대하여 일자리와 기업을 늘리기 위해 2023년에 발표된 경제 혁신 계획과 일치합니다. 

주지사의 예산에는 고등 교육에 투자하고 주 전역의 지역 명소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이니셔티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센트럴 뉴욕의 경우, 이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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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러큐스의 New 15th Ward 공공 주택 프로젝트에 1,0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는 다년에 걸쳐 진행되는 12단계 프로젝트의 첫 3단계 건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시러큐스 경제 개발 공사(Syracuse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가 주택 

건설 및 재활을 위한 자격을 갖춘 계약자의 필요성과 주택의 납 위험 감소에 대한 

중요한 격차를 메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회전 대출 기금을 조성하는 데 

5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 시러큐스 시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한 재정 프로그램에 50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 100만 달러를 들여 성공적인 시러큐스 건설 경로 견습(Syracuse Build Pathways 

to Apprenticeship)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하여 시러큐스의 건축업 견습생 제도를 

지원하고 차량 작업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 시러큐스 주민들을 반도체 경력, eSOL 프로그램 및 고급 제조 경력을 위한 기술 

교육과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Syracuse Surge High-Tech Careers Bridge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1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 다음을 포함하여 Onondaga Community College를 위한 3,600만 달러:  

-School of Health을 확장하기 위한 1,500만 달러.  

-5,000평방피트의 ISO 클래스 5, 6 클린룸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500만 달러. 

이는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산업에 종사하는 학생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응용 엔지니어링, 기술 및 인력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창고 공간을 

위한 300만 달러.  

-Coyne Hall의 에너지 효율을 위한 개조에 250만 달러.  

-캠퍼스 전체에 걸쳐 다양한 개선을 위한 1,025만 달러.  

• 주정부 박람회장 유지보수 및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기 위한 1,400만 달러.  

• 캠핑장에 두 개의 새로운 편의 시설을 건설하고 Selkirk Shores 주립공원에 순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700만 달러.  

• Green Lakes 주립 공원의 개선을 위한 500만 달러.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사장, 최고경영자 겸 커미셔너인 Hope Knigh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전략적 투자를 해왔으며 이러한 

투자는 주 정부의 Green CHIPS 프로그램과 연방 CHIPS 및 Science Act와 결합하여 

특히 우리가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함에 따라 센트럴 뉴욕에서 유례없는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뉴욕주에서 이 중요한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Hochul 

주지사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Micron의 글로벌 운영 사업부 수석 부사장인 Manish Bhati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Micron 팀이 지역 사회 및 정부 파트너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이 지역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Micron이 바로 여기 센트럴 뉴욕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훌륭한 선택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John W. Mannion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Green Chips 법안이 진전됨에 

따라 주지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상원 50지구가 1,000억 달러 규모의 Micron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인프라에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K-12 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및 4년제 대학의 인력 

파이프라인을 지원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저는 주지사와 입법부의 제 동료들과 함께 센트럴 뉴욕의 선진 제조를 위한 

제정된 예산에 필수적인 주정부 자금을 포함시키고 그것이 주에 가져다 줄 수만 개의 

일자리를 포함시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Rachel May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Micron이 미국을 선도하는 반도체 

공장을 센트럴 뉴욕에 건설하고 수천 명의 직원을 고용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이웃임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예산에 자금을 포함시켜 Micron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Ben Walsh 시러큐스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시러큐스는 거의 한 세기 동안 볼 수 없었던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Hochul 주지사의 행정 예산안에 주택, 소상공인 발전, 일자리 준비 등에 대한 

재원을 마련해 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시러큐스와 

센트럴 뉴욕의 성장이 지속 가능하고 모두에게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GO SEMI 및 뉴욕의 반도체 산업 성장  

Hochul 주지사는 또한 Micron이 뉴욕 오논다가 카운티에 위치한 클레이에 세계 최대 

메모리 제조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1,0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역사적인 발표에 

이어 2023년 시정연설의 일환으로 발표한 GO SEMI에 대해 4,500만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웨스턴 뉴욕 지역에 최대 50,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추정되며, 주지사가 2022년 서명한 연방 CHIPS 및 Science Act 그리고 뉴욕의 

Green CHIPS 법안에 의해 가능해졌습니다. 새로운 사무소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가 이끌 것이고 국무부, 뉴욕주 에너지 연구 개발청, 노동부, 교통부, 환경 

보존부, NY CREATE, 뉴욕 전력청,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 및 뉴욕 주립 대학교의 

전문가 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GO SEMI는 Micron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중앙 집중화하며, 

반도체 산업과 공급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 및 발전시키고, 지역, 주, 연방 및 

민간 파트너 간의 인력 개발 및 지역사회 투자를 조정하며, 고도로 숙련된 인력 수요를 

창출, 유치 및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스마트 성장 원칙에 초점을 맞춘 응집력 

있는 개발을 지원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Micron 발표 직후 반도체 산업의 진공 및 방지 장비 분야에서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 선도 기업인 Edwards Vacuum이 제네시 카운티에 위치한 Western New 

York Science & Technology Advanced Manufacturing Park(STAMP)에 3억 1,900만 달러 

규모의 미국 건식 펌프 제조 시설을 새로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6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Micron과 Edwards Vacuum 간의 계약은 선진 

제조업의 중심지이자 21세기 일자리의 본거지로서 뉴욕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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