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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10월 16일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의뉴욕의뉴욕의뉴욕의 임상연구임상연구임상연구임상연구 분야의분야의분야의분야의 의사의사의사의사 교육교육교육교육 및및및및 의료의료의료의료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개선을개선을개선을개선을 위해위해위해위해 17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지원지원지원지원 발표발표발표발표 

 

이이이이 상금으로상금으로상금으로상금으로 생물의학생물의학생물의학생물의학 연구연구연구연구 및및및및 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 질병질병질병질병 감지와감지와감지와감지와 치료에치료에치료에치료에 박차를박차를박차를박차를 가할가할가할가할 것으로것으로것으로것으로 예상예상예상예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비만 예방에서 녹내장 치료에 이르는 임상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의사 연구원을 교육하기 위해 31개 의료 교육 기관에게 172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Empire Clinical Research Investigator Program은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의사를 

교육하고 질병 감지 및 치료를 개선하기 위해 주 전체의 병원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또한 뉴욕 병원이 생물의학의 국제적 리더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의사와 의과대학 학생을 유치하며, 미래 연방 연구 자금에 대한 뉴욕주의 입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은 주 전체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여 미래에 더 건강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체 수상자 목록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이 보조금은 교육을 실시하는 병원이 임상 연구 의사들의 교육비를 제공하는 Empire Clinical 

Research Investigator Program(ECRIP)을 통해 수여됩니다. 이 보조금은 의사 교육 비용과 임상 연구 

실시 비용을 충당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CRIP 펠로우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완료하면 미국 국립보건원(NIH) 및 기타 연방 연구 자금을 신청할 준비를 마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상금은 100여 명의 연구원들에게 향후 2년 동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 보건국 국장 Nirav R. Shah, M.D., M.P.H는 “한 때 연방 연구 보조금의 리더였던 뉴욕주는 

지난 30년 동안 NIH가 확보한 자금만큼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3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ECRIP 자금은 이러한 흐름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정된 이 

프로그램은 임상 연구원 수를 늘리고 뉴욕의 의료기관이 연방 연구 자금을 위해 더욱 잘 

경쟁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CRIP는 특히 관할 구역에서 지역사회 관련 연구를 위해 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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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성장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교육 실시 병원을 위해 개별적 상금을 수여하고 

생물의학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는 기관을 위한 팀 중심의 Center Awards를 형성하기 위해 올해 

재정비되었습니다.  

 

개별 상금은 19개 기관에게 각각 $150,000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ECRIP 펠로우는 유방암 감지, 

신생아 유전병, 척수 부상, 심혈관계 질병, 수술을 위한 나노스케일 연구, HIV 예방, 알코올 의존성, 

통증 관리, 환자 중심의 의료시설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Center Awards는 12개 기관이 기관당 5명의 펠로우로 구성된 팀을 교육하기 위해 각각 

$1,197,766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enter Awards는 교육 실시 병원이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 팀을 

형성하도록 하여 새로운 연방 센터 보조금을 위한 기본 자금을 제공하면서 임상 연구원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뉴욕주는 센터 보조금이 NIH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팀 구축은 뉴욕주 기관이 연방 자금 획득을 위해 경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성과 차이는 ECRIP가 회복하려는 생물의학 연구를 위한 연례 연방 자금에 2억 

달러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교육 실시 병원은 기본 프로젝트와 독립적인 별도의 주제에 대해 형성된 보완적 개요를 

제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은 두 가지 프로젝트 사이에서 보조금을 분할하게 

됩니다. 12개의 기관들은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적 매칭 자금으로 각각 20만 달러 이상을 받게 

됩니다.  

 

뉴욕주 의과대학원 위원회의 회장 겸 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의 회장인 Mary Jane 

Massie, M.D.는 “Shah 국장의 리더십의 혜택을 보게 되어 행운이라 생각하며 ECRIP가 젊은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독특한 교육의 기회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저는 처음에 뉴욕주 GME 

위원회가 생물의학 연구에 적극 참여하여 연구 과학자의 수와 NIH 자금이 감소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뉴욕주 의료기관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재정비된 프로그램이 주 전체에서 임상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공할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CRIP는 뉴욕주 의과대학원위원회(Council on Graduate Medical Education)가 만들었으며 

2002년부터 의사들의 임상 연구 교육을 지원해왔습니다.  

 

Associated Medical Schools of New York의 Jo Wiederhorn의 사장 겸 CEO인 Jo Wiederhorn은 “ECRIP는 

유능한 과학자의 조기 경력 개발에 대한 중요한 투자를 나타내고 뉴욕주의 의료 교육 기관이 

추가적인 연방 연구 보조금을 활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의 7가지 임상 및 

전환적 연구 센터들 사이에서 추가적인 연구 및 교육 협력을 촉진하며 NIH 자금 지원 센터는 

과학적 발명을 실제 치료에 적용하는 것을 가속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Dr. Steven J. Corwin, New York-Presbyterian Hospital의 CEO는 “New York-Presbyterian은 Em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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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Research Program의 자금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료 교육 

기관으로서 우리의 사명은 과학적 발견과 생물의학적 연구로 환자 치료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조금을 통해 New York-Presbyterian/Weill Cornell Medical Center 및 New York-

Presbyterian/Columbia University Medical Center의 연구원들은 의학적 연구를 이어가고 뉴욕 주민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발견 사항을 혁신적 접근방법에 적용할 가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teven M. Safyer, Montefiore Medical Center의 사장 겸 CEO는 “Montefiore는 뉴욕주의 Empire Clinical 

Research Investigator Program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뉴욕의 

지원으로 비교 효과 연구를 포함하고 기존의 Montefiore에서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주니어 임상 

연구원을 위한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뉴욕이 연구 자금을 확대한 것에 박수를 보내며 

보건국과 협력하여 뉴욕주 전역에서 임상 업무를 개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orth Shore-LIJ Health System의 의료 담당 회장 Thomas McGinn, M.D.는 “우리 병원 전체에서 가장 

능력 있는 의사들에게 환자 중심적 의료 연구 및 치료에 대해 교육하는 것은 의료 시스템의 

우선과제입니다. 임상 연구원의 발전을 촉구하면서 새로운 연방 센터 형태의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기본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의사, 환자, 병원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University of Rochester School of Medicine and Dentistry의 Mark Taubman, M.D. 학장은 “수술적 

치료와 의학적 처치는 미국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부분 중 하나이며 매년 2억 3000만 건의 암, 

심장혈관계 질병, 뇌졸중 등을 포함한 증상의 수술 및 처치를 받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일부 의학 

부문에서 부교수 및 훈련의가 연구를 지원하고 치료 및 위험 요소에 대한 변수를 파악하고 

합병증을 없애고 뉴욕주 전역에서 모방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이고 완벽한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게 될 것입니다. 

 

Richmond University Medical Center의 안과학과 학장인 Robert D’Amico, M.D.는 “Richmond University 

Medical Center(RUMC) 최초의 전환적 안과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ECRIP 상금은 RUMC와 SUNY 

Downstate의 협력의 결과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RUMC의 임상적 장점과 SUNY Downstate의 첨단 

연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명의 ECRIP 펠로우가 전통적으로 RUMC가 치료한 환자들에게 

보편화된 녹내장 치료를 위한 인공 섬유 주대 개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Kaleida Health의 최고 의료 책임자 Margaret Paroski, M.D.는 “Kaleida Health는 2명이나 보조금을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필수적인 자금은 Buffalo와 뉴욕주 서부 지역의 

생물의학 발전을 목표로 의사들을 임상 연구원으로 교육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CRIP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health.ny.gov/professionals/doctors/graduate_medical_education/ecrip/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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