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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SUNY CNSE(나노과학및공학대학나노과학및공학대학나노과학및공학대학나노과학및공학대학) 교수진이교수진이교수진이교수진이 최초최초최초최초 연구재단연구재단연구재단연구재단 프레지덴셜프레지덴셜프레지덴셜프레지덴셜 펠로우로펠로우로펠로우로펠로우로 

선정되었음을선정되었음을선정되었음을선정되었음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CNSE 나노공학 부교수 Fatemeh(Shadi) Shahedipour-Sandvik 박사가 SUNY Networks of Excellence 

initiative 프로젝트  조정자로 발탁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SUNY CNSE(나노과학및공학대학)의 나노공학 부교수 

Fatemeh(Shadi) Shahedipour-Sandvik 박사가 뉴욕의 혁신 아젠다의 핵심 요소로 첨단 교육 및 

상업화를 홍보하는 SUNY Networks of Excellence initiative 프로젝트를 조정하는 SUNY Research 

Foundation의 최초 프레지덴셜 펠로우로 발탁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SUNY CNSE에서의 연구로 알 수 있듯이 Shahedipour-Sandvik 박사는 일자리를 유치하고 우리의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우리의 세계적 수준의 고등 교육 시스템을 사용하여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Sandvik 박사는 

뉴욕주에서 뉴욕의 혁신 아젠다를 발전시키고 SUNY CNSE의 성공을 되풀이할 수 있는 이상적인 

후보자입니다.”  

 

“Sandvik 박사는 SUNY의 Networks of Excellence를 조정할 적임자입니다. Networks of Excellence는 

연구의 주요 분야에서 우리 시스템을 글로벌 리더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우리의 전문 교수진, 

통찰력 있는 연구자, 예지력을 갖춘 학생들에게 사회에 오랫동안 지속되는 공통적인 영향을 

끼칠도록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라고 SUNY의 Nancy L. Zimpher 총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Cuomo 

주지사의 혁신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이번 약속은 뉴욕과 SUNY 모두에게 또 다른 큰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에게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교육 및 연구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SUNY Networks of Excellence를 포함하여 Andrew Cuomo 주지사의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일원이 된 것에 기쁜 마음 그지 없습니다”라고 CNSE 수석 부사장 겸 CEO인 Alain 

Kaloyeros 박사가 말했습니다. “Sandvik 박사가 이처럼 훌륭하고 당연한 자리에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는 혁신적인 Power of SUNY 프로젝트를 통해 뛰어난 학술적 성과를 이루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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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cy Zimpher 총장의 약속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연구 재단의 필수 임무를 통해 날로 늘어나는 

SUNY의 연구 포트폴리오에 대한 Tim Killeen 회장의 지원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Shahedipour-Sandvik 박사가 연구 재단의 초대 프레지덴셜 펠로우로 우리와 함께 하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라고 SUNY 연구 재단 회장이자 SUNY 연구 담당 부총장인 Tim Killeen 

박사가 말했습니다. “Sandvik 박사는 네트워크 팀에 남다른 배경, 비전 그리고 에너지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재원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CNSE의 Kaloyeros 박사와 동료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주지사의 교육 청사진의 지원을 받아 Shahedipour-Sandvik 박사는 연구 재단 리더십 및 부회장들과 

함께 SUNY의 여러 캠퍼스에서 연구를 수행하여 SUNY’s Networks of Excellence 발전 및 이행을 

조정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최근 START-UP NY, “Hot Spots” 인큐베이터, 뉴욕주 

벤처캐피탈펀드(Venture Capital Fund), NYS Innovation Network를 포함하는 뉴욕 혁신 

아젠다(Innovation Agenda)의 핵심 요소로 네 개의 네트워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모두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기업가정신과 하이테크 발전을 조성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와 CNSE 그리고 SUNY에게 아주 멋진 기회입니다. 저는 주지사의 비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뉴욕주 전역에서 활동하는 리더들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 가장 발전된 교육 시스템이 새로운 교육, 사업 및 하이테크 기회를 창조하여 학생, 기업인 

그리고 뉴욕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입니다”라고 Shahedipour-Sandvik 박사가 말했습니다. 

“제 연구 재단과 SUNY 동료들과 함께 공동연구라는 이러한 새로운 초석을 창조적이고 효과적으로 

쌓게 되길 기대합니다.”  

 

현재 CNSE에서 고성능 와이드 밴드갭(Wide Bandgap) III-Nitride 광전자공학 재료 및 장치 개발을 

중점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는 Sandvik 박사는 2013-14학년도에는 남은 시간의 50%를 연구 재단에 

할애할 것입니다. Sandvik 박사의 조정 및 지원 책무는 커뮤니케이션, 연방 관계, 협동 

플랫폼(collaboration platforms), 데이터 분석 제안 개발, 학생의 연구 경험, 워크숍, RFP, Network 

어워드 및 예산을 다루고 이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SUNY 연구 재단은 400만 달러를 투입하여 우수성 연구 네트워크(Research Networks of Excellence)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개의 네트워크에는 SUNY 4E(에너지, 환경, 경제학, 교육), SUNY Health Now, 

SUNY Brain, SUNY Materials 및 Advanced Manufacturing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각 네트워크는 

뉴욕주에 자리한 SUNY 캠퍼스의 과학자와 학자로 구성되어 주제별 합동 연구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함으로써 뉴욕주의 연구 환경을 더욱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한편, 학생들의 

학업 및 경력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 재단의 프레지덴셜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후보자들에게는 SUNY의 연구 아젠다에 

영향을 주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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