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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UB MEDICAL SCHOOL 건설건설건설건설 착공착공착공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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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는 오늘 University of Buffalo의 3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첨단 의과대학 건물 공사 

착공을 발표했습니다. 2016년 가을에 문을 열 예정인 UB의 새로운 약학대학과 생물의학과는 이 

대학 역사의 이정표이며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시설로서 재탄생하려는 Buffalo시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면적이 54만 평방 피트인 8층 건물은 주지사가 2011년에 SUNY 캠퍼스와 주변 

지역사회를 위해 상향식의 개별화된 장기 경제 개발 계획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상징적인 

운동인 NYSUNY2020 Challenge Grant 프로그램에서 기금을 지원 받은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Cuomo 주지사는 “University of Buffalo의 새로운 의과대학 착공은 뉴욕주 서부 지역을 부활시키고 

Buffalo를 어느 때보다 번성한 도시로 만들려는 뉴욕주의 노력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뉴욕주 서부 

지역은 보건 및 의학을 위한 주요 지역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이 새로운 대학은 최고의 의과대학 

학생, 교수진, 연구원, 의사들이 Buffalo로 모이게 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11년에 UB와 

같은 대학은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지역사회 재활성화를 위한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NYSUNY2020 Challenge Grant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착공으로 이러한 비전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의과대학은 첨단 연구 및 시뮬레이션 실험실과 Buffalo Niagara Medical Campus(BNMC) 

파트너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UB 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임상 교육을 크게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학적 치료 및 기술 발전을 주도할 새로운 연구의 기회를 만들고 이 지역의 새로운 생물의학 

업계를 성장시킬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 지역도 병원 이용이 용이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며 지역이 재활성화된다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의과대학 프로젝트는 167년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개별 건설 프로젝트이며 사회의 의학적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연구를 촉진하고, 학생들에게 전환적 교육 경험을 제공하며 지역 및 전세계 

커뮤니티와 더욱 가까워지려는 UB 2020 계획의 중요한 절차입니다.  

 

UB는 새로운 의과대학으로 100명의 의료진을 고용하고 의과대학 학생 수를 140명에서 180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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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리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UB 의료진이 들어오면서 이 지역은 더 많은 임상 전문가와 첨단 의료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yron Brown 시장은 “Buffalo는 더욱 발전하고 있으며 University at Buffalo의 새로운 3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의과대학 공사 착공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프로젝트 지원은 

Buffalo가 수준 높은 의학 교육과 의료 서비스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도심의 

급성장하는 의료단지에 새로운 의과대학이 건설되어 경제 개발의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Buffalo는 특히 저소득층과 소외된 주민들이 이 지역의 의료 서비스 이용이 크게 개선되고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더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장소가 될 것이며, 수 많은 사람들이 Buffalo를 

찾아 도심 지역의 경제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착공은 SUNY 역사상 멋진 순간이 될 것입니다”라고 SUNY의 Nancy L. Zimpher 총장이 

말했습니다. “UB School of Medicine과 Biomedical Sciences는 연구 활동과 발견을 주도하는 촉매가 

될 것이며 최고 수준의 학습, 교육, 의술 실습을 원하는 뉴욕과 전세계의 학생 및 교수진을 위한 

장소가 될 것이며 환자들에게는 안전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UB의 Satish K. Tripathi 총장은 “이번 착공은 UB와 이 지역에게 결정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 새로운 

의과대학은 21세기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학생들이 전세계 리더가 

되도록 준비시키고, 광범위한 지역사회와 더욱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등 UB 2020 비전의 모든 핵심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을 시내로 이주함으로써 환자 치료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의학적 발견을 도모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고, Buffalo시의 부활을 도움으로써 

우리의 비전 현실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ichael E. Cain, MD, 보건과학 부학장 겸 UB 의과대학 학장은 “오늘 우리는 새로운 건물의 착공 

이상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과대학과 UB, Buffalo시, 뉴욕주 서부 지역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의과대학을 Buffalo Niagara Medical Campus에 있는 병원 및 연구 

파트너에게 가까운 곳으로 이전함으로써 UB는 역사상 처음으로 종합적인 학업적 의료 센터를 

활성화하여 Pittsburgh, Cleveland 및 St. Louis 수준의 의료 서비스 장소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의료 서비스 발전을 위해 새로운 발견 및 지식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세계적인 설계, 건축, 엔지니어링 및 기획업체인 HOK가 설계했습니다. Allentown 

Association과 Orchard Community Initiative를 포함한 지역사회 단체, Fruit Belt를 기반으로 한 시민 

그룹은 설계에 대해 중요한 피드백과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건물의 특징에는 2개의 L자 모양의 구조물 및 테라코타가 있는 7층짜리 유리 아트리움과 정면의 

빗물 차단 장치 등이 있습니다. 첨단 연구 실험실과 교실 이외에도 이 새로운 건물에는 일반 환자 

치료와 수술, 로봇 수술 교육을 위한 첨단 시뮬레이션 센터를 갖추게 됩니다.  

 



Korean 

시내의 의과대학은 새로운 Allen/Hospital Metro역 옥상에 건설하여 지역사회 연결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에 대한 옵션으로서의 역할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 환승역과 건물과 병원의 연결 다리, 기타 의료 시설은 의과대학과 BNMC 파트너 기관 사이의 

이동을 더욱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임상교육, 환자 치료 및 연구는 이 

학교가 BNMC에 새롭게 자리함으로써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새로운 의과대학은 2,000명의 교수, 의료진, 학생들을 Buffalo로 모이게 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기회를 만들고 도시 활력의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Gilbane LiRo Ventures가 건설 관리자입니다. 이 건설 프로젝트는 올해 말 입찰을 실시합니다. UB는 

Cuomo 주지사와 뉴욕주의 목표에 맞추어 모든 건설 프로젝트에 소수민족 및 여성 소유의 사업체 

참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Tripathi 학장은 UB에게 0.85 에이커의 부지를 기부한 First Niagara를 포함하여 다수의 파트너의 

기여로 착공이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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