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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폴리테크닉 대학(POLYTECHNIC INSTITUTE)의 재료 공학 기술 촉진 

센터(MATERIALS ENGINEERING TECHNOLOGY ACCELERATOR CENTER, META 

CENTER) 개관 발표  

  

산업 리더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의 내 시설이 획기적인 

연구의 글로벌 허브라는 업스테이트 뉴욕의 위치를 강화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올버니의 뉴욕 주립 대학교(SUNY) 폴리테크닉 

대학(Polytechnic Institute) 캠퍼스에 위치한 재료 공학 기술 촉진 센터(META Center)의 

개관을 발표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사(Applied Materials, Inc.)가 이끄는 

재료 공학 기술 촉진 센터(META Center)는 새로운 재료, 절차 기술 및 장치의 고객 

시제품화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최초의 시설입니다. 재료 공학 기술 촉진 센터(META 

Center)에서 엔지니어들은 새로운 칩 재료, 구조 및 장치를 평가하여 견고한 견본 제조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고객 대량 제조 시설에 대한 준비를 가속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료 공학 기술 촉진 센터(META Center)가 

개관함에 따라 뉴욕주는 하이테크 경제를 성장시킬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와 같은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정표는 연구개발 분야에서 많은 새로운 발전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뉴욕주로 유치하며, 미래의 기술에 더 가까이 데려갈 것입니다."  

  

뉴욕주와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 간의 파트너십은 2018년 11월에 

발표되었으며, 뉴욕주,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 간에 새로운 전략적 제휴를 시작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는 뉴욕 주립 대학교 연구재단(SUNY 

Research Foundation)이 선진 연구개발 시설에서 도구를 구입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5년간 2억 5천만 달러의 자본 보조금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금은 주도 지역을 

글로벌 재료 공학 연구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는 캠퍼스 내 6억 달러 투자의 일부로 시설 개발을 위해 

1억 달러 이상의 임대 비용을 지불합니다.  

  

https://esd.ny.gov/esd-media-center/press-releases/esd-and-suny-announce-new-research-partnership-applied-materials


 

 

또한,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시스템 전반의 연구자들은 어플라이드(Applied)와 공동 

연구 및 개발 활동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초청됩니다. 최대 2천 5백만 달러에 

달하는 어플라이드(Applied)의 연구 투자는 뉴욕 주립 대학교(SUNY)에 의해 최대 5천만 

달러의 총 연구 기금에 연결됩니다. 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다른 고등 교육 기관에서 

이용할 수 없는 뉴욕 주립 대학교(SUNY) 학생들을 위한 인턴십 및 연구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어플라이드(Applied)의 자본 부문인 어플라이드 벤처스(Applied Ventures)와 

파트너들은 업스테이트 뉴욕 전역의 초기 단계 비즈니스를 위한 벤처 자본에 2천만 

달러를 공동으로 투자할 예정이며,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는 새로운 기술을 

육성하고 하이테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총 3천만 달러를 위해 1천만 달러 보조금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의 뉴마켓 앤 얼라이언스(New Markets 

and Alliances) 수석 부사장인 Steve Ghanayem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재료 

공학 기술 촉진 센터(META Center)의 문을 열고 업계가 재료에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 협력할 산업을 초청하게 되어 기쁩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의 최고기술경영자(Chief Technology 

Officer, CTO)이자 어플라이드 벤처스(Applied Ventures)의 회장인 Om Nalamasu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는 재료 공학 기술 

촉진 센터(META Center)에서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시대를 위한 새로운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일할 기존 및 떠오르는 분야의 혁신가들을 

환영합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Kristina M. Johnson 명예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료 

공학 기술 촉진 센터(META Center)는 뉴욕 주립 대학교 폴리테크닉(SUNY Poly)을 선진 

기술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허브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와 함께 기술 분야와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새로운 협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커미셔너 대행 겸 

대표,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번성하는 첨단 

기술 생태계의 고향으로, 재료 공학 기술 촉진 센터(META Center)를 개설함으로써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뉴욕 연구, 경제, 발전, 기술, 공학, 과학 

센터(New York Center for Research, Economic Advancement, Technology, 

Engineering and Science, NY CREATES),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와 함께 개발한 파트너십은 향후 몇 년간 새로운 



 

 

비즈니스, 연구, 직업, 교육 기회를 주 정부에 제공할 수 있는 빌딩 블록을 만들 

것입니다."  

  

뉴욕 연구, 경제, 발전, 기술, 공학, 과학 센터(NY CREATES)의 장래 센터장인 Douglas 

Grose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및 뉴욕 주립 

대학교(SUNY)와 협력하여 이 이정표에 이르며, 우리는 첫해에 이미 재료 공학 기술 

촉진 센터(META Center)의 특징이었던 중요한 발전을 기록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센터의 역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관련된 양질의 첨단 기술 일자리의 성장은 

모두 강력한 미래를 보여주며, 우리는 이 협업이 이 지역 및 뉴욕주 전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폴리테크닉 대학(SUNY Poly) 임시 부총장인 Grace Wang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협력 재료 연구 및 개발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지 1년이 

채 안 되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가 재료 공학 기술 촉진 

센터(META Center)를 개통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에 Cuomo 주지사 및 뉴욕 주립 

대학교(SUNY)와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재료 공학 기술 촉진 센터(META Center)와 

연구 파트너십과 같은 노력이 더욱 형성됨에 따라, 뉴욕 주립 대학교 폴리테크닉 

대학(SUNY Poly)은 우리 대학의 교수진, 직원, 학생들을 위한 자석 역할을 하게 되고 

관련된 21세기 향상된 재료 연구개발(R&D)에 뛰어들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뉴욕의 

혁신적인 경제를 지원하는 밝은 미래를 앞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료 공학 기술 촉진 센터(META Center)는 어플라이드(Applied)의 기존 반도체 

고객뿐만 아니라 인공 지능, 증강 및 가상 현실, 첨단 광학, 빅데이터, 생명과학 및 

자율주행차 등 분야의 신기술 고객을 위한 재료 엔지니어링 연구개발(R&D), 시제품 

제작 및 시범 프로젝트를 위한 세계적인 허브가 될 것입니다.  

  

재료 공학 기술 촉진 센터(META Center)의 개관은 업스테이트 뉴욕의 "테크 밸리(Tech 

Valley)"로 주도 지역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으며,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시스템은 첨단 산업 분야의 첨단 연구, 개발 및 혁신의 선두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플라이드(Applied)는 전 세계의 모든 새로운 칩과 첨단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 엔지니어링 솔루션의 선두 주자입니다.  

  

Neil Bresli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료 공학 기술 촉진 센터(META 

Center)가 주도 지역에 개관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도 지역은 세계적인 수준의 

학술 기관과 최첨단 나노기술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로 인해 가능하게 될 

획기적인 협업 및 연구개발은 이 지역에 가장 적합합니다. 이것은 더 많은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이끄는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Patricia Fahy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재료 공학 기술 촉진 

센터(META Center)의 개관은 테크 밸리(Tech Valley)에 또 다른 첨단 시설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and Math, STEAM) 일자리는 주변 지역 경제 및 고용 시장에 

긍정적인 복합 효과를 생성합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폴리테크닉 대학(SUNY Poly)의 

성장으로 주도 지역은 앞으로 수년간 강력한 기술 경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  

  

John T. McDonald III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폴리테크닉 대학(SUNY Polytechnic Institute) 캠퍼스에 재료 공학 기술 촉진 

센터(META Center)의 개관은 기술적 관점으로도 좋은 소식이며, 재료 공학 기술 촉진 

센터(META Center)가 캠퍼스에 가져올 민간 부문의 투자로 경제적 이득의 면에서 뉴욕 

주립 대학교 폴리테크닉 대학(SUNY Poly)에게도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이며 주도 

지역에도 이득을 가져다줍니다. 이 파트너십은 주도 지역 테크 밸리(Tech Valley)의 

배당금을 창출하고 이 지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 것입니다."  

  

Daniel P. McCoy 올버니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폴리테크닉(SUNY Poly)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 재료 공학 기술 

촉진 센터(META Center)를 개관함으로써 주도에 보탬이 되는 "테크-밸리(Tech-Valley)"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료 공학 기술 촉진 센터(META Center)는 

선진적인 연구 및 개발을 위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며, 이 지역에 새롭고 흥미로운 

사업들을 선보여 좋은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올버니 시의 Kathy Sheehan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버니는 뉴욕 주립 

폴리테크닉 대학(SUNY Poly)에 미국의 훌륭한 연구개발 기관을 유치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재료 공학 기술 촉진 센터(META Center)가 주도 도시에 

문을 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주 정부의 이러한 상당한 투자는 뉴욕 '테크 밸리(Tech 

Valley)'가 앞으로 수년간 혁신을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거의 20년에 걸쳐, 차세대 웨이퍼를 위한 기계 및 장비 개발부터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장 발전된 일부 컴퓨터 칩 발명까지, 뉴욕주 연구 시설은 중대한 기술 발전 및 발견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업계를 선도하는 공공-민간 컨소시엄을 주최함으로써 

나노기술,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제조, 산업을 선도하는 공공-민간 컨소시엄을 위한 

글로벌 허브인 "테크 밸리(Tech Valley)"로 변모하여 수십억 개의 경제 활동과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2018년 조지타운 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의 보고서는 반도체 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나노기술에 의해 총 60,000개 이상의 직간접 일자리, 건설 일자리가 생겼다고 

산출했습니다.  



 

 

  

반도체는 국가 경제와 뉴욕주 내 경제 모두에 기여하는 주요 산업입니다. 최근 미국 

반도체 산업 협회(U.S.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는 반도체 산업 직접 일자리 

하나로 다른 부문에서 4.89개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으며 미국 반도체 산업으로 약 

25만 개의 직접 미국 일자리, 100만 개 이상의 추가 간접 일자리가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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