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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브룸(BROOME) 카운티에 빙햄튼 대학의 데커 간호보건대학 개교 

발표  

  

11만 2천 평방 피트 시설-전 Endicott 신발 상자 공장- 이제 학생들이 첫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개방  

  

뉴욕주, 빙엄튼 대학의 13에이커 규모의 건강 과학 캠퍼스 및 STEM 교육 
이니셔티브에 2억8700만 달러 투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브룸(Broome) 카운티 존슨 시티 빌리지(Village of 

Johnson City)에서 빙엄턴 대학의 데커 간호보건과학대학 개교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데커 칼리지와 빙엄튼 대학의 STEM 교육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존슨 시티 

다운타운에 13에이커 규모의 건강 과학 캠퍼스를 완공하기 위해 총 2억 8,7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현재 완공된 6층 112,000 평방 피트의 교육 시설은 용도 변경된 Endicott 

Johnson 신발 상자 공장 안에 있습니다. 한때 97,000 평방 피트의 구조물이었던 이 

프로젝트 부지는 원래 건물에 15,000 평방 피트의 건설을 포함했습니다. 700명 이상의 

학생(학부와 대학원)이 있는데커 칼리지에 걸쳐 130명 이상의 교수진과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6,000명 이상의 데커 칼리지 동문들이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선도적인 임상의, 연구원, 교육자 및 행정가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의 노동력을 창출하고 있는 뉴욕의 세계적인 

교육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최근 투자인 데커 간호 및 보건 과학 대학을 위한 빙엄턴 

대학의 완전히 새로운 시설을 개장한 것을 축하하는 것은 뉴욕에게 신나는 순간입니다. 

이 프로젝트와 서던 티어(Southern Tier)를 가로지르는 다른 혁신적인 이니셔티브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주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동시에 젊은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존슨 시에 첫 학생들을 환영한 새로운 데커 간호 보건 과학 대학 건물은 마을의 

황폐했던 콜리스 애비뉴(Corliss Avenue) 인근에 위치한 대학의 야심찬 보건 과학 

캠퍼스의 한 구성 요소일 뿐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빙엄턴 약학 및 약학대학이 

포함되어 있는데, 빙엄턴 약학 및 약학대학은 지난 봄 첫 번째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약학 교육 인증 위원회(Accreditation Council for Pharmacy Education)로부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인증을 받았습니다.  



  

빙엄턴 대학교는 뉴욕 주와 협력하여 존슨 시의 심각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역에서 한때 번화가였던 지역을 변화시켰습니다. 마을 중심가 사업 지구 바로 

남쪽에 위치한 보건 과학 캠퍼스는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놀고, 획기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대학은 루르드 병원(Lourdes Hospital)과도 

제휴하여 인근에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학생들이 임상경험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 요양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빙엄턴 대학의 Harvey Stenger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보건 과학 

이니셔티브와 존슨 시 캠퍼스는 하룻밤 사이에 실현된 것이 아니라 로드맵 전략 계획 

과정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우리는 보건 과학에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가 완화할 수 있는 지역, 지역 및 전국적인 인력 문제가 존재합니다. 대학 

커뮤니티와 그 이상의 모든 곳에서 수년간 계획과 지원을 한 끝에 약학 학교와 약학 과학 

학교를 위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설계하고 데커 간호 대학 주변에 추가적인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데커 간호 및 보건 과학 대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는 존슨 시의 도시 중심도 변화시킬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우리의 확장 노력을 

위해 도심 지역을 공략하는 우리의 전략은 빙엄턴에서 성과를 거두었고, 이제 마을에도 

비슷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Capital Dollars와 

지역경제개발위원회(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의 주북부 재활성화 

이니셔티브(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를 통해 우리가 받은 자금에 대해 뉴욕 주 

지도부와 지역 선출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 프로젝트가 

성장하는 것을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했으며 오늘 그녀가 모든 결과를 목격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욕주의 2억87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에는  혁신적인 BU 보건 과학 캠퍼스와 

베스탈(Vestal)에 있는 메인 캠퍼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SUNY와 ESD 

모두의 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주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최고운영책임자 겸 상임 부커미셔너인 

Kevin Youn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빙엄턴 대학의 보건 과학 캠퍼스 개발에 대한 

뉴욕주의 투자와 파트너십은 존슨 시를 훨씬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설은 인력 개발과 혁신에 대한 ESD의 전략적 초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서던 티어(Southern Tier)의 지속적인 재활성화를 더욱 촉진할 새로운 

일자리와 혁신적인 개선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Fred Aksha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 분야가 

번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투자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Donna Lupard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커 간호 보건 과학 대학은 존슨 시에 

있는 빙엄턴 대학 캠퍼스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 대학은 버려진 신발 상자 공장을 



용도 변경하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생명과 에너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존슨 시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투자가 우리의 전체 지역과 주에 매우 필요한 교육적, 경제적 

기회에 이익을 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신 모든 파트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SUNY의 Jim Malatras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빙엄튼 대학의 새로운 데커 간호 및 

보건 과학 스쿨은 SUNY가 중요한 국가 투자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투자를 통해 SUNY는 의료 서비스의 심장박동인 필수 의료 종사자, 특히 간호사를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뉴욕을 위한 인력 개발 부서로서 SUNY는 고품질의 

저렴한 공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는 과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브룸(Broome) 카운티 실무 책임자인 Jason Garna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슨 시에서 

진행 중인 작업은 주 북부 재활성화 이니셔티브(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빙햄튼 대학의 새로운 간호 스쿨 개원은 브룸(Broome) 카운티의 진행 

중인 변혁 계획의 가장 최근 성공 사례입니다. UHS에 인접한 BU의 보건 과학 캠퍼스를 

건설하게 되면 간호사, 약사 및 기타 미래의 의료 종사자들이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해 

주신 대학뿐만 아니라 주지사님 그리고 뉴욕주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존슨 시 빌지지 Greg Deemie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와 빙엄턴 대학 간의 

파트너십은 존슨 시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우리가 지역사회 

전체의 이웃을 성장시키고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존슨 시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욱 촉진하면서 지역 및 주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던 티어 지역 경제 개발 협의회(Southern Tie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의 공동 의장 Judy McKinney Cherry, 경제 개발을 위한 스카일러 카운티 

파트너쉽(SCOPED) 실무 책임자 그리고 브룸(Broome) 커뮤니티 칼리지의 Kevin 

Drumm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경제발전을 위해 학계를 

활용하고 빈 건물을 활력 넘치는 시설로 탈바꿈시켜 도심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등 

지역의 전략적 계획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지방의회 접근법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의 서던 티어 경제를 성장시키고 강화시키면서 우리는 빙엄턴 

대학교 (Binghamton University)와 함께 투자를 유치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의 인력을 양성하는 우리의 제휴관계를 지속하기를 기대합니다."  

  

서던 티어 부흥 사업 촉진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서던 티어(Southern Tier) 

지역의 종합 발전 계획인 "서던 티어(Southern Tier) 부흥" 사업을 보완합니다. 지역에서 

설계한 이 계획은 인재를 모시고 사업을 성장시키며 혁신을 주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을 통해 주 정부가 조성한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서던 티어(Southern Tier) 부흥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의 

5억 달러 규모 투자로 인해, 민간 기업에서 25억 달러가 훨씬 넘는 투자를 하도록 

장려하고, 제출된 해당 지역의 투자 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 최대 10,2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주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소개  

뉴욕주 개발공사(ESD)는 뉴욕의 주요 경제 개발 기관입니다 (www.esd.ny.gov). 

뉴욕주 개발공사의 목적은 경제 활성화와 성장, 새로운 일자리 및 경제 기회 창출,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세수 증가 및 지역사회 경제의 안정화 및 다변화입니다. 대출, 

지원금, 세금 공제 및 기타 금융 지원을 통해서 뉴욕주 개발공사는 직장 창출 도모와 

뉴욕주에 위치한 지역사회의 번영을 위한 사유 기업 투자 및 성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개발공사(ESD)는 또한 뉴욕주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와 뉴욕을 상징하는 

관광 브랜드 “아이 러브 뉴욕(I LOVE NEW YORK)”을 감독하는 주요 행정기관입니다. 

지역협의체 및 뉴욕주 개발공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www.regionalcouncils.ny.gov 및 www.esd.ny.gov를 방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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