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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4월 28일 

 

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나사렛나사렛나사렛나사렛 대학에서대학에서대학에서대학에서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건강건강건강건강 및및및및 재활재활재활재활 연구소연구소연구소연구소(NEW WELLNESS & REHABILITATION 

INSTITUTE) 착공을착공을착공을착공을 발표발표발표발표 

 

1천천천천 65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확장확장확장확장 프로젝트는프로젝트는프로젝트는프로젝트는 지역지역지역지역 위원회에서위원회에서위원회에서위원회에서 25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자금을자금을자금을자금을 지원지원지원지원 받았습니다받았습니다받았습니다받았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나사렛 대학이 나사렛의 건강 및 웰빙 분야의 다양한 배열을 한 

지붕 아래에서 하나로 만들고 건강 및 복지 센터와 협업 공간을 두 배로 늘리는 건강 및 재활 

연구소(WRI)에 착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WRI의 확장과 재구성을 통해 약 30% 등록을 증가시키고 

건강 관리 분야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필요한 기술을 나사렛 졸업생들이 갖출 수 있게 

도움이 됩니다. 건물은 새로운 학생들의 임상 작업에 시기인 2015년 가을에 오픈할 것입니다.  

 

뉴욕 주 부지사 Robert J. Duffy는 나사렛 대학 총장 Daan Braveman과 재단의 대학의 이사회의 

구성원들과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새로운 1천650만 달러의 확장은 340만 달러의 새로운 약속을 

받아서 이 프로젝트를 위한 총 자금인 1천 550만 달러에 더해졌습니다. Cuomo 주지사의 경제 

개발을 위한 상향식 접근의 주요 구성인 핑거 레이크스(Finger Lakes) 지역 경제 

개발위원회(FLREDC)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주 자금 25만 달러를 투자하였습니다.  

 

“이 확장은 우리가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의료 산업을 성장하고 뉴욕 시민을 위한 고품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계속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지역 경제 

개발위원회는 북부 지역 사회를 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확장은 우리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뉴욕의 고등 교육 시설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또 다른 좋은 예입니다.” 

 

Duffy 부지사는 “이 확장은 지역 경제 개발위원회가 경쟁력과 미래의 직업 시장에 진출 할 준비가 

학생을 유지하고, 우리의 국가의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 노력의 좋은 예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향식(bottom-up)의 방법을 통해 지역 경제를 재구축 하려는 Cuomo 주지사의 비전은 주 전역에 

걸쳐 지역 자치에서 최선의 투자를 하도록 합니다. 나는 최첨단 의료 및 교육 시설을 갖추고 

로체스터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 헌신에 다하는 나사렛과 자신의 지속적인 작업과 

성공을 위한 핑거 레이크스 지역 경제 개발위원회의 구성원들에게 감사를 보냅니다. “ 

 

나사렛 대학 총장 Daan Braveman은 “새로운 연구소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공급자의 다음 세대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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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교육에 대한 국가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연구를 위한 

기회를 창출하고 더 큰 사회를 위한 웰빙 및 재활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임상 서비스를 제공 할 

것입니다. 나사렛은 빠르게 변화하는 건강 관리 분야와 우리의 지역과 지역 사회와 주변 지역에서 

일할 의료 전문가의 훈련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리더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사렛은 William과 Sheila Konar 재단, Wegman 가족 재단, Duda 가족 재단, 핑거 레이크스 지역 

경제 개발위원회와 Alden Trust에서의 관대한 지원을 통해 WRI의 확장에 필요한 1천 650달러 

모집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Emerson 재단은 최종 1백만 달러를 더 인상하고 캠페인을 종료하기 

위한 도전 그랜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회장, CEO 및 위원 Kenneth Adams는 “그레이터 로체스터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학력 인력이 많은 곳으로 그 경쟁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사렛 대학에서 건강 재활 연구소를 완공한 이후에 더 많은 뛰어난 학생들이 나사렛 대학으로 올 

것입니다. 대학 입학이 증가될 것이고 의료 교육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핑거 레이크스 지역 경제 개발위원회의 공동 의장이자 로체스터 대학 총장인 Joel Seligman 

과Wegmans의 푸드 마켓 CEO인 Danny Wegma는 “핑거 레이크스 지역 경제 개발위원회의 우선 

순위 사업으로, 나사렛 대학 건강 재활 연구소는 자금 조달을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그것이 대학 

등록을 확대시키고 필요한 인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한 주의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지역에 남을 

것이고 의료 분야의 즉각적이고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미술 치료, 음악 치료, 간호, 직업 치료(OT), 물리 치료(PT), 사회 복지 및 음성 언어 병리를 

포함하여 건강과 인간 서비스 프로그램의 배열을 제공합니다. 나사렛 학생들은 OT에서 5년만에 

석사 학위를 완료할 수 있으며 PT에서 6년 만에 박사 학위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WRI는 한 지붕 아래에서 건강 및 웰빙 분야의 나사렛의 다양한 배열을 가져와서, 학교의 보건 

클리닉 및 공동 작업의 공간을 두 배로 확장할 것입니다. WRI의 확장과 재구성을 통해 약 30% 학생 

등록을 높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건강 관리 분야에서 기술을 가진 나사렛 졸업생들을 배출해 

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나사렛 졸업생을 

장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물은 새로운 학생들의 임상 작업에 기간인 2015년 가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건강 및 재활 연구소가 2015년 가을에 개장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 나사렛의 건강과 웰빙 필드를 한 지붕 아래에서 데려와서 클리닉 및 공동 작업 공간을 

66,700평방 피트인 두 배까지 확장합니다. 

• 간호, 음성 언어 병리학, 작업 치료, 물리 치료, 미술 및 음악 치료 및 사회 복지 등의 

분야에 걸쳐 학습 및 협업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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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과 건강 결과와 임상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근접하고 새로운 회의 공간을 통해 학생 - 

교수의 연구를 촉진합니다. 

•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여 고품질,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의회 다수당 원내 대표 Joseph D. Morelle은 “로체스터와 핑거 레이크스 지엿에서 우리는 의료 

서비스를 만들었고 최우선 순위의 결과를 개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을 의료 

분야에서 국가 리더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사렛 대학의 건강 및 재활 

연구소의 착공은 획기적인 건강 서비스와 교육의 우수성에 우리 사회의 폭 넓은 헌신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함께 한 주지사, 나사렛 대학 및 현지 파트너 

모두에 박수를 보냅니다.” 

 

상원 의원 Joe Robach는 “나사렛 대학의 건강 및 재활 연구소를 학생들에게 최고 수준의 시설과 

다양한 건강 및 재활에 관한 뛰어난 교육의 훈련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로체스터 지역의 국가 

굴지의 직업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위해 언제든지 주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교육 경험 개선과 인력 개발을 위한 우리 지역의 미래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윈-윈 입니다.” 

 

상원 의원 Ted O’Brien은 “나사렛 대학의 건강 및 재활 연구소는 의료 부분에서 고급 인력 

개발을위한 중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뉴욕에 있는 대부분의 고급 인력들에게 

로체스터와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명성을 높일 것입니다. 민간 투자와 결합된 영리하고 집중된 

국가 지원이 바로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위한 중심지로의 잠재력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 지역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방문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를http://forcollegeandcommunity.org/updates-and-

progress/index.shtm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상황을 실시간 웹캠과 버즈아이로 

확인하십시오: http://forcollegeandcommunity.org/cam.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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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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