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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4월 23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1500개의개의개의개의 신규신규신규신규 하이테크하이테크하이테크하이테크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제제제제1차분을차분을차분을차분을 채우기채우기채우기채우기 위한위한위한위한 NANO UTICA 취업취업취업취업 박람회박람회박람회박람회 

발표발표발표발표 

 

컴퓨터칩컴퓨터칩컴퓨터칩컴퓨터칩 상용화센터에서의상용화센터에서의상용화센터에서의상용화센터에서의 기회를기회를기회를기회를 위한위한위한위한 후보자들을후보자들을후보자들을후보자들을 구하는구하는구하는구하는 4월월월월 29일일일일 취업취업취업취업 박람회박람회박람회박람회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Nano Utica 취업 박람회가 4월 29일 화요일에 Utica의 SUNYIT Field 

House에서 정오부터 오후 4시 사이에 개최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취업 박람회는 15억 달러 

Nano Utica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1500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에서 첫 이정표가 

됩니다. SUNYIT 캠퍼스에 있는 컴퓨터칩 상용화센터(Quad-C)를 위한 이 취업 박람회에서는 채워야 

할 현재 및 미래의 빈 자리가 300여개 있으며 지사실, 뉴욕주 노동부, 새로 합병된 SUNYIT/ SUNY 

나노과학엔지니어링대학(CNSE)과 기업 파트너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Nano Utica는 뉴욕주에서 가장 신나는 새 경제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Mohawk Valley에 주요 

국제 첨단 기업,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와 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져 올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욕주 경제가 21세기 신흥 산업을 포용하는 쪽으로 옮겨감에 따라 우리는 

뉴요커들이 Mohawk Valley의 이 새 벤처의 일부가 되어 Nano Utica가 이 지역에 만들고 있는 취업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SUNYIT은 Advanced Nanotechnology Solutions Incorporated(ANSI), SEMATECH, Atotech가 주도하는 

선도적 글로벌 기술 회사들과 IBM, Lam Research 및 Tokyo Electron을 포함한 파트너 기업들의 

컨소시움을 수용할 1억 2500만 달러짜리 25만 평방피트의 기술 단지인 Quad-C의 현장입니다. 

SUNYIT은 CNSE Albany NanoTech Complex에서 ANSI, SEMATECH와 민간 산업 파트너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 개발 프로그램을 토대로 하여 나노 기술 혁신, 교육 및 경제 개발의 리더로서 

뉴욕주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이 취업 박람회에 참여하려는 개인은 www.sunycnse.com/jobfair.aspx에서 사전 등록을 하고 

이력서를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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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Y 나노과학엔지니어링대학 부학장 겸 CEO인 Alain Kaloyeros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를 위한 Andrew Cuomo 지사의 하이테크 청사진은 Albany에서부터 Buffalo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일자리 성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Utica를 뉴욕주 두 번째의 주요 나노기술 교육, 

연구, 개발 및 상용화 허브로 확립시킴에 따라 Quad-C에서 생기고 있는 일자리는 지원자들에게 

비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CNSE는 주지사실, 뉴욕주 노동부 및 SUNYIT과 제휴하여 이 나노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흥분되며, 더 많은 뉴요커들이 이 급속 성장 산업에 합류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SUNYIT/CNSE 합병 캠퍼스와 기업 파트너는 유망 후보자들에게 취업 기회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소개 인터뷰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성, 군 제대자, 

소수민족 후보자들이 Nano Utica 취업 박람회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상당한 홍보 노력이 

경주되고 있습니다. 

 

채워야 할 지원 일자리로는 엔지니어, 기사 및 공정 오퍼레이터, 설비 운전 기사 및 환경 보건 

안전관이 있습니다. 또한 정보기술, 비즈니스 운영, 행정, 보안 및 청소 정비직 후보자들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위의 연봉은 $35,000에서 $100,000 이상의 범위이며 Quad-C 입주 기업뿐만 아니라 후원 

프로그램 활동을 시행하는 민간 비영리 교육 단체인 SUNY 연구재단(RF)의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직위는 의료보험, 치과, 안과, 연금 플랜, 경쟁력 있는 급여, 후한 유급 휴가, 수업료 지원, 

생명보험, 장기 장애보험 같은 훌륭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뉴욕주 노동부 부장 Peter M. Rivera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Cuomo 지사님의 리더십 

덕분에 뉴욕주의 고기능 인력을 수 백 개의 나노기술 기반 일자리와 연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일자리는 주지사의 뉴욕주 하이테크 회랑의 성공과 지속적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저는 모든 관심 있는 적격 후보자들의 참여를 장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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