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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6년 4월 20일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MARCY NANOCENTER 소재소재소재소재 AMS AG를를를를 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 SUNY 

POLYTECHNIC INSTITUTE의의의의 획기적인획기적인획기적인획기적인 첨단첨단첨단첨단 칩칩칩칩 제작을제작을제작을제작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이이이이 기공식은기공식은기공식은기공식은 Nano Utica 이니셔티브의이니셔티브의이니셔티브의이니셔티브의 주요주요주요주요 이정표로서이정표로서이정표로서이정표로서, 이이이이 지역을지역을지역을지역을 나도기술의나도기술의나도기술의나도기술의 글로벌글로벌글로벌글로벌 
허브로허브로허브로허브로 정착시키고정착시키고정착시키고정착시키고 향후향후향후향후 10년간년간년간년간 이이이이 지역에지역에지역에지역에 4,000개의개의개의개의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창출하기창출하기창출하기창출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수십수십수십수십 억억억억 

달러달러달러달러 규모의규모의규모의규모의 청사진이다청사진이다청사진이다청사진이다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또한또한또한또한 경제를경제를경제를경제를 강화하고강화하고강화하고강화하고 이이이이 지역에지역에지역에지역에 중요한중요한중요한중요한 인프라를인프라를인프라를인프라를 재건하는재건하는재건하는재건하는 2016-17년도년도년도년도 주주주주 
예산에예산에예산에예산에 포함된포함된포함된포함된 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 투자투자투자투자 및및및및 이니셔티브를이니셔티브를이니셔티브를이니셔티브를 집중집중집중집중 소개하였다소개하였다소개하였다소개하였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Marcy Nanocenter에 자리한 SUNY Polytechnic 

Institute의 새로운 360,000 평방피트의 첨단 컴퓨터 칩 제조시설의 기공식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곳은20여억 달러의 초기 민간투자인 ams AG의 첨단 센서 제조의 

본거지가 되고 Mohawk Valley에 1,0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 기공식은 주지사의 Nano Utica 이니셔티브에서 큰 이정표입니다. 이 니셔티브는 향후 

10년 간 최소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General Electric과의 

파트너십으로 Computer Chip Commercialization Center(QUAD C)에 연구개발 시설이 

들어설 것입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가 변모하는 데 기쁜 이정표를 찍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Nano Utica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우리는 Mohawk Valley에 유례없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다가오는 미래와 장기적인 미래에 수 천 개의 높은 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하이테크 제조업을 시작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Upstate New York의 최고의 

날들이 머지 않았다는 또 다른 표시로, 공사가 진척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곳은 Cuomo 주지사의 레이저가 Upstate New York의 경제 개발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Kathy Hochul 부지사가부지사가부지사가부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첨단 제조 및 

이를 둘러싼 발전적 투자 전략은 우리 주의 재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현재 

미래의 성공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ams CEO인인인인 Alexander Everke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웨이퍼 

제조시설을 구축하게 되면 ams는 자사의 성장 계획을 달성하고 첨단 제조 노드에서 

생산되는 센서 솔루션에 대한 증대하는 수요에 발맞출 수 있습니다. “뉴욕에 이 시설을 



Korean 

건립하기로 한 당사의 결정은 고도로 숙련된 인력, 권위 있는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근접성 그리고 모든 민관 파트너들이 제공하는 우호적 비즈니스 환경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우리가 Utica에서 해내려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생산적인 ‘More 

than Moore’ 제조시설이 될 것입니다.” 
 

SUNY Poly 총장총장총장총장 겸겸겸겸 CEO인인인인 Alain E. Kaloyeros 박사는박사는박사는박사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현재 ams 

AG와 같은 글로벌 리더가 취급하고 있는 첨단 일자리 창출 기계와 Nano Utica를 

구축하는 데는 돈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전, 끈기, 리더십, 불굴의 

정신입니다. Mohawk Valley를 위해 Andrew Cuomo 주지사보다 이러한 자질을 구현하고 

더 많은 것을 돌려준 분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에 일어난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지사의 Nano Utica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뉴욕은 세계에서 최고의 센서 제품을 

제조할 뿐만 아니라 첨단 센서 및 컴퓨터 칩 기술에서 우리 업계 파트너들과 첨단 

연구개발도 이끌어갈 것입니다.” 
 

최근에 제정된 주 예산에는 Mohawk Valley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Nano Utica 및 제조시설 제1단계 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5억8,500만 달러를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뉴욕주, SUNY Poly CNSE, Fort Schuyler Management 및 

Mohawk Valley Edge와 합작으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웨이퍼 조립 시설은 스마트폰, 태블릿 및 기타 통신 기기, 자동차제조업체, 오디오 및 

의료장비 제조업체 등에 이르는 제품에서 글로벌 시장을 갖고 있는 이 회사의 고성능 

아날로그 반도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ams AG의 직원들에 의해 운영될 것입니다. 

그리고 ams 센서는 수많은 기기들에서 빛, 컬러, 제스처, 영상, 움직임, 위치, 환경 및 

의료 매개변수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Oneida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집행관인집행관인집행관인집행관인 Anthony Picente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Nano Utica는 우리가 

한 세대에서 보았던 것과는 달리 우리 지역에 진정으로 역사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곳은 지역 우선사항이 특히 Cuomo 주지사 덕분에 주정부의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고 이러한 지원이 현지 일자리와 투자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이 프로젝트로 우리는 첨단 제조에서 앞서 나갈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Joseph Griffo 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오늘은 Mohawk Valley에 매우 혁신적이 

날입니다. Oneida 카운티를 세계 첨단 경제 활동의 중심지로 삼고 수 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과정에서 수 십 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우리는 전 지역에 보다 밝은 

미래를 가꾸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지원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앞으로 이 일이 잘 진척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Anthony Brindisi 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이곳 Mohawk 

Valley에 성장을 위한 초석을 쌓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김으로써 또 다른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Utica에 대한 이 역사적인 투자는 

주정부가 경제를 키우고 일자리를 활성화하는 데 그 어느 대보다 전진하고 있음을 



Korean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마을과 지역이 경제적으로 활기를 되찾는 데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랑스럽고 고개를 숙이게 하는 날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Cuomo 주지사, SUNY Poly, ams AG, 모든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Utica의의의의 Robert Palmieri 시장은시장은시장은시장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Utica에 새로운 

첨단 경제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민간부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에너지와 투자는 

기분 좋은 일입니다. 오늘 기공식은 앞으로 오랫동안 우리 커뮤니티에 도움이 될 또 다른 

유형의 성취입니다. Utica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이처럼 혁신적인 이정표를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신 Cuomo 주지사와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Marcy 타운의타운의타운의타운의 Brian Scala 집행관은집행관은집행관은집행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AMS가 우리 Marcy Nano 

부지에 또 다른 제조시설을 건설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지역에 기쁜 

소식입니다. 이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의 시작일 뿐이길 바랍니다. 정말 기쁜 

날입니다.” 
 

Rome 시장인시장인시장인시장인 Jackie Izzo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나노기술 투자는 Utica/Rome 지역에 

보다 튼튼한 경제를 창조하는 데 스마트하고 멋진 방식입니다. Nano Utica를 통해서 

이러한 변혁을 이끄는 데 앞장서주신 주지사에게 감사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수 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 십억 달러 가치의 투자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가 

계속되는 것을 빨리 보게 되길 바랍니다.” 
 

추가추가추가추가 예산의예산의예산의예산의 핵심핵심핵심핵심 내용내용내용내용 
 

Cuomo 주지사는 또한 Mohawk Valley에 도움이 되는 2016-17년도 주 예산에 포함된 

다수의 투자 및 이니셔티브를 집중 소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지역 도로 및 교량을 위한 CHIPS 보조금 3,200만 달러 

• Robert Riddell 주립공원의 공원 개발 프로젝트에 75,000달러 

• 농업 성장을 위한 세액 공제에 700만 달러 

• Utica의 빈곤퇴치 보조금에 최대 150만 달러  

• SUNY Poly, Cobleskill, Oneonta, Fulton/Montgomery CC, Herkimer CC, 

Mohawk Valley CC의 설비 투자에 1,250만 달러 

• 수질 보호, 서식지 보호, 홍수 방지 및 환경 교육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포함해 

Mohawk River Action Agenda에 포함된 최우선 프로젝트에서 Mohawk River에 

800,000달러. 

• 연례 시민 역량 제고 세금 공제(Citizen Empowerment Tax Credits)(Town of 

Bridgewater 및 Town of Trenton)에 약 125,000달러를 받는 두 명의 수령자 
 

카운티가 최근에 승인한 5년 자본 프로그램에서 교통부 관련 추가 특별 사항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Oneida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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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y of Utica의 Route 5S, Oriskany Boulevard 및 Genesee Street 교차로의 교통 

및 안전을 개선하는 데 1,110만 달러 

• City of Rome의 Ellsworth Road에서 Perimeter Road까지 이르는 Griffis 

Veterans Memorial Parkway 재건축에 1,020만 달러  

• Mapledale에서Alder Creek까지 이어진 State Route 12를 포장하는 데 880만 

달러  

• City of Utica의 North-South Arterial에 있는 Burrstone Road 교량을 재건하는 

데740만 달러  

• Nine Mile Feeder 위로 나 있는 Trenton Falls Road 교량 교체에 130만 달러  
 

Fulton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 City of Johnstown의 State Route 29에서 Harrison Street까지 연결된 State 

Route 30A의 안전 개선에 470달러  

• City of Johnstown의 Cayadutta Creek 위로 나 있는 Townsend Ave 교량 교체에 

170만 달러  
 

Herkimer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 Village of Illion의 State Route 5, Erie Canal 및 CSX 위로 나 있는 State Route 

51를 재건하는 데 1,010만 달러  

• Village of Illion의 Steele Creek 위로 나 있는 State Route 51을 교체하는 데 

550만 달러  

• Town of Farifield의 Stoney Creek 위로 나 있는 State Route 169를 교체하는 데 

140만 달러  

• Town of Little Falls의 Erie Canal을 따라 나 있는 1.8 마일의 아스팔트 다목적 

트레일 건설에 100만 달러  
 

Montgomery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 City of Amsterdam의 Route 5, 5S, 30, 67 및 Grieme Avenue 위로 나 있는 12개 

교량을 유지하는 데 960만 달러  

• Town of Florida의 Terwilleger Creek 위로 나 있는 State Route 5S를 재건하는 

데 180만 달러  
 

Otsego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 Exit 12에서 Exit 13로 이어진 I-88를 포장하고 Towns of Oneonta and Otego 

상으로 나 있는 12개 교량을 유지하는 데 2060만 달러  

• Town of Millford의 Route 7과 Norfolk Southern Railroad 위로 나 있는 Route 

28를 교체하는 데 280만 달러  

• Town of Worchester의 Norfolk Southern Railroad 위로 Route 7와 연결된 

교량을 교체하는 데 680만 달러  

• Town and Village of Otego의 Route 7, Main Street를 포장하는 데 650만 달러  



Korean 

• 카운티 내 여러 곳에 자리한 7개 대형 지하배수로를 재건 또는 교체하는 데 

540만 달러  

• Town of Springfield의 Route 80에 자리한 지하배수로를 교체하는 데 130만 달러  
 

Schoharie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 카운티 내 State Highways를 따라 자리한 여러 곳의 가이드레일을 교체하는 데 

200만 달러  

• Town and Village of Richmondville의 Route 10을 따라 자리한 비탈을 교체하는 

데 180만 달러  

• Town of Cobleskill의 Cobleskill Creek 위로 Shady Tree Lane과 연결된 교량을 

교체하는 데 110만 달러  

• Town and Village of Richmondville의 Interstate 88 위로 나 있는 8개 교량을 

재건하는 데 110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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