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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오네이다 카운티의 크리 | 울프스피드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팹에서 

"완공" 기념식 발표  

  

2022년 생산 일정에 맞추어 추진한 세계 최대의 탄화 규소 장치 제조 시설 건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유티카 인근의 뉴욕 주립 대학교 폴리테크닉 

대학교(SUNY Polytechnic Institute)에 위치한 마시 나노센터(Marcy Nanocenter)에 크리 

| 울프스피드(Cree | Wolfspeed)의 최첨단 신규 자동화 시설인 200mm 지원 전력 및 무선 

주파수 웨이퍼 제조 시설의 "완공"을 발표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커미셔너 대행 겸 사장,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크리 | 

울프스피드, 오나이다 카운티 및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경영진, 기타 귀빈과 

함께 새로운 제조 공장에 마지막 강철 빔을 올려 놓는 기념식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건설 성과이며, 2022년 생산을 목표로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모호크 밸리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며, 뉴욕이 하이테크 산업을 유치하고 더 나은 방식의 건설을 위해 필요한 연구 및 

과학 자산을 강화할 수 있는 다음 단계의 조치입니다. 크리 | 울프스피드는 이미 훌륭한 

파트너임을 스스로 증명했으며, 우리는 뉴욕주의 첨단 제조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인프라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뉴욕주에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호크 밸리는 새로운 투자와 기회로 기술 

및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마시 나노센터에서 탄화 규소 웨이퍼 제조 시설의 성장을 

통해 웨이퍼 제조 및 생산을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대규모 투자로 수백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당 지역의 학생들은 인턴십 및 연구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이번 

건설 프로젝트는 모호크 밸리를 비롯한 뉴욕주 전역의 경제를 더욱 나은 방식으로 

건설하고 강화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크리(Cree)의 Gregg Lowe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 | 울프스피드의 

직원, 공급업체, 뉴욕주, 자애로운 지역사회 파트너, 우리를 이 놀라운 지역사회로 기꺼이 

맞아주신 주민 등 오늘의 프로젝트 성과를 위해 모든 분들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탄화 

규소는 전기 자동차,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등 온실 가스를 크게 줄이는 친환경 



 

 

기술의 선두 주자입니다. 바로 이곳 지역사회에 위치한 제조 시설에서 탄생할 기술은 

모두를 위해 지속 가능하며 더욱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커미셔너 대행 겸 사장, 최고경영자 담당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모호크 밸리의 변화를 견인할 뿐 아니라 

뉴욕주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한 조치입니다. 크리 | 

울프스피드의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은 업스테이트 뉴욕의 주요 경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더 나은 방식으로 뉴욕 재건을 추진할 

것입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Jim Malatras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완공식은 

현장 교육 인턴십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 STEM) 리더십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 주립 대학교 

폴리테크닉 대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크리가 만들고 있는 기반 및 파트너십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마시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탄화 규소 제조 시설과 울프스피트 

프로젝트를 통해 협력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완공 후 모호크 밸리가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의 수혜를 받고 일자리 창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뉴욕 연구, 경제 개발, 기술, 엔지니어링, 과학 연구소(New York Center for Research, 

Economic Advancement, Technology, Engineering and Science, NY CREATES) 

대표인 Douglas Grose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크리뿐만 아니라 뉴욕주에서 

최첨단 공장을 완성하기 위한 노력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또한 

크리| 울프스피드는 현재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반드시 필요한 전력 칩 생산에도 

적합합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며, 뉴욕 연구, 경제 

개발, 기술, 엔지니어링, 과학 연구소는 크리| 울프스피드와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폴리테크닉 대학교(SUNY Polytechnic Institute)의 임시 총장인 

Grace Wang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폴리테크닉 대학교를 

대신하여 세계 최대의 탄화 규소 제조 시설 건설이라는 성과를 모호크 밸리에서 달성해 

낸 크리에 축하를 전합니다. 크리는 우리 지역 및 뉴욕주 전역의 사람들을 위해 밝은 

미래를 만들고 있으며, SUNY 폴리테크닉 대학교가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기회를 촉진하고 학업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쁩니다."  

  

모호크 밸리 경제 개발 성장 기업 공사(Mohawk Valley Economic Development 

Growth Enterprises Corporation, EDGE)의 Steven J. DiMeo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빔 서명식은 크리의 모호크 밸리 제조 시설 건설 완공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뉴욕주와의 크리의 파트너십,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은 물론 엑사이트(Exyte), 하청업체, 벤더, 공급업체 등 이 혁신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놀라운 협력을 통해 실현 가능했습니다. 모호크 밸리 제조 시설을 실제 



 

 

건설하는 데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는 일도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작업을 계속하면서도 짧은 기간 내에 프로젝트를 

완수하라는 요청을 받고 본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숙련된 건설 인력을 만날 수 있어 

매우 행운이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노력 및 업무에 대한 그들의 헌신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분명합니다."  

  

크리 | 울프스피드가 뉴욕주에서 최신 시설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현재 이 기업은 뉴욕에서 전일제 직원 4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지난 

여름 뉴욕주 전역의 지역 대학에서 24명의 인턴을 고용했습니다. 크리는 제조 시설에서 

엔지니어링, 기술 연관직 등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할 것입니다. 또한, 크리는 7월 "크리 | 

울프스피드 장학금(Cree | Wolfspeed Scholarship)" 프로그램 실시를 발표했으며, 현재 

하이테크 전문가 인력 풀 마련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모호크 밸리에서 추진 중인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STEM 교육 및 졸업 비율에 

대한 학생의 기회를 늘리고 학생들의 교육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차세대 첨단 기술 인력을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크리 | 울프스피드는 제조 시설 건설을 통해 최소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8년 이내에 

6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며 뉴욕 주립 대학교 학생들에게 인턴십 및 연구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SUNY 시스템 전반에서 선진 제조 지향 인력 

개발 계획을 만들어 새 시설이 가져올 21세기 장기적 인력, 고급 직장, 발전 기회에 

대비하도록 돕습니다. SUNY는 또한 SUNY 시스템을 위해 크리 | 울프스피드가 제공하는 

반도체 관련 연구 기금에 맞춰 최대 50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뉴욕주는 크리 | 울프스피드가 새 공장 건설, 기계 및 장비 설치 비용 부분을 변제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성과 기반 자본 보조금 5억 달러를 제공하고 

엑셀시어 일자리 세금 공제(Excelsior Jobs tax)로 100만 달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Joseph Griffo 상원의원 - "크리 | 울프스피드 모호크 밸리 제조 시설 프로젝트(Cree | 

Wolfspeed Mohawk Valley Fab Project)는 지역, 지방, 주 경제에 중요한 원동력을 

제공하며 이미 모호크 밸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혁신, 발전, 연구 노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완료 후, 이 프로젝트는 지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향후 업스테이트 뉴욕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Marianne Buttenscho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 주식회사(Cree, Inc)가 

마시의 모호크 밸리 제조 시설(Mohawk Valley Fab)에서 이루어낸 훌륭한 성과는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크리가 SUNY 

폴리테크닉 대학교에서 건설을 계속 진행하고 차즘 건물 완성을 보는 것은 매우 즐거운 

과정이었습니다. 크리가 경제 성장과 고용 기회 창출이라는 형태로 우리 지역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고대하고 있으며, 회사가 탄화 규소 및 전기 자동차 산업에 어떻게 

혁명을 일으킬 것인지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07ae55ac-5b96f2ce-07acac99-000babd9f75c-f73fda4efa7d7c6d&q=1&e=14531267-e7f3-4bf0-8914-c4d8fa287841&u=https%3A%2F%2Fwww.cree.com%2Fnews-events%2Fnews%2Farticle%2Fcree-donates-3-5m-to-support-stem-education-program-for-suny-polytechnic-institute#_blank


 

 

오네이다 카운티의 Anthony J. Picente, Jr.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 우리의 길을 계속 개척하는 가운데, 크리| 울프스피드 

모호크 밸리 제조 시설(Cree| Wolfspeed Mohawk Valley Fab)은 오네이다 카운티의 경제 

회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Gregg Lowe 및 그의 크리 팀과 함께 

협력하여 마시에서 놀라운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우리 지역의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Brian Scala 마시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시 타운은 크리| 

울프스피드를 맞이하여 모호크 밸리에서 탄화 규소 칩 생산을 이끌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크리| 울프스피드가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기대하고 있으며, 마시가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로 입지를 굳건히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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