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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전 지역에서 생명과학 연구를 진흥하고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금 1,380 만 달러에 대해 발표

암, 당뇨병, 간질, 만성 통증 연구를 지원하는 지원금
뉴욕을 생명과학 혁신의 리더로 만들기 위한 62,000 만 달러 규모의 공약에 기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엠파이어 임상 연구 조사관 프로그램(Empire Clinical
Research Investigator Program, ECRIP)에 따라 의사 연구원들을 양성하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의 26 개 학술 의료 기관에 지원금 1,380 만 달러를 수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암,
당뇨병, 간질, 통증 관리와 같은 분야의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2 년 기간의 이
지원금은 뉴욕에서 생명과학 클러스터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주지사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완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의학 및 과학 혁신의 리더입니다. 따라서
뉴욕주 전 지역의 병원들이 최고 수준의 과학 연구자들을 유치하여 유지하는 데
지원함으로써 저희는 우리 보건 센터들이 뉴욕 주민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것입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의사들이 뉴욕주 전 지역의 남녀
성인 및 어린이들과 미래 세대 뉴욕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훈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건부(Health)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엠파이어 임상
연구 조사관 프로그램(ECRIP) 기금은 뉴욕주가 최신 생물 의학 연구 및 혁신을 유지하는
방법 중 한 가지입니다. 이 지원금은 우리의 질병 퇴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뉴욕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의 병원에서 차세대 의사 연구원들이 훈련받도록 유도합니다.”
엠파이어 임상 연구 조사관 프로그램(ECRIP)을 통해 이루어진 업무는 2017 년 주지사
시정연설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생명과학 연구 클러스터를 개발하려는 주지사의 공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62,000 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에는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Excelsior Jobs Program)을 확장하기 위한 지원금 1 억 달러, 새로운 생명과학

연구 및 개발 세액 공제를 위한 지원금 1 억 달러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또한 습식 연구실 및 혁신 공간의 개발을 지원하고 운영을 지원하며 민간
부문의 협력관계로부터 부응 기금을 조달하기 위해 최소 1 억 달러를 활용하는 초기
단계의 생명과학 기업에 대한 투자 자본을 제공하기 위한 주정부 자본 보조금 32,000 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엠파이어 임상 연구 조사관 프로그램(ECRIP) 기금은 센터 및 개별 기관, 두 가지
부문에서 수여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향후 2 년 동안 의사 연구원 62 명을 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센터 지원금은 특정 주제, 질병 또는 상태에 초점을 맞춘 연구팀을 구성하도록 연구팀
양성 병원에 기금을 제공하고 이들 병원이 연방정부로부터 추가 지원금을 지원받아 해당
업무를 발전시키도록 그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연구소 18 곳이 최소한 3 명의 휄로우로
구성된 팀 양성을 위해 2 년 동안 약 70 만 달러를 수령할 것입니다. 각 연구소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직접 부응 기금으로 최소한 20 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연구소 8 곳은 2 년 동안 최대 15 만 달러의 개별 지원금을 수령할 것입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연구팀 양성 병원의 연구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지원금 수령 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드 허드슨 밸리



HealthAlliance of the Hudson Valley Hospital
Westchester Medical Center

롱아일랜드




Long Island Jewish Medical Center
North Shore University Hospital
South Side Hospital

센트럴 뉴욕


SUNY Upstate Medical University

핑거 레이크스


University of Rochester Medical Center

뉴욕시












Lenox Hill Hospital
Lincoln Medical and Mental Health Center
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Metropolitan Hospital Center
Montefiore Medical Center
Mount Sinai Hospital
New York Presbyterian – Columbia University Medical Center
New York Presbyterian – Weill Cornell Medical Center
NYU Langone Medical Center
Richmond University Medical Center
SUNY Downstate Medical Center

지원금 개별 수령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드 허드슨


Montefiore/New Rochelle Hospital

롱아일랜드


Glen Cove Hospital

뉴욕시







Elmhurst Hospital Center
Jacobi Medical Center
Maimonides Medical Center
Mount Sinai Beth Israel
New York Eye and Ear Infirmary of Mount Sinai
Staten Island University Hospital

엠파이어 임상 연구 조사관 프로그램(ECRIP)은 의학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주지사 및 보건부(Health ) 커미셔너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의학 교육자 단체인 뉴욕주
의료교육 대학원 위원회(New York State Council on Graduate Medical Education, NYS
COGME)의 권고에 따라 2000 년에 개발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원금의 경우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유치된 엠파이어 임상 연구 조사관 프로그램(ECRIP) 기금
총액이 11,600 만 달러에 달합니다.
엠파이어 임상 연구 조사관 프로그램(Empire Clinical Research Investigator Program,

ECRIP)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health.ny.gov/professionals/doctors/graduate_medical_education/ec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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