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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NYSUNY 2020 장려금을 통해 뉴욕주립대학교 검안대학에 약 200 만
달러 지원 발표

새로이 확장되는 임상치료 시설과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실습실을 통해 최첨단 임상
교육과 환자 진료 향상을 지원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NYSUNY 2020 장려금을 통해 뉴욕주립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검안대학(College of Optometry)에 약 200 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장려금은 우수한 진료를 위한 첨단 임상 교육을 제공할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실습실과 임상치료 시설 확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주립대학교
검안대학은 뉴욕주 전체 검안사의 60%를 배출하고 있는 바, 이 지원금은 고숙련 안과
전문가 수요 증대에 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튼튼하고 건강한 뉴욕주를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들이 반드시 최고의 기술과 숙련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뉴욕주립대학교
검안대학은 이 지원금으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최신식 시설을 갖춤으로써 빼어난 진료
서비스를 통해 뉴욕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바에 부응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립대학교 검안대학은 최고의
교육/연구/치료 기관이며, 그 사실은 이곳에서 배출한 수천 명의 검안사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체계적 계획에 따라 임상치료 시설을 확장/현대화하고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실습실을 세움으로써 뉴욕주는 향후 검안학 분야의 리더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Nancy L. Zimpher 뉴욕주립대학교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립대학교
검안대학은 이 전문적 의학 분야에서 진정한 최고 기관이며, 이러한 개선은 우수한
연구학문 기관으로서 이 대학의 전국적 명성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Heath 총장님과
뉴욕주립대학교 검안대학 전체에 이번 장려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이 장려금을 통해
분명 학생들은 최신식 시설에서 풍부한 임상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David A. Heath 뉴욕주립대학교 검안대학 학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프로젝트는
등록 정원 30% 증원을 지원하고 교육/치료/연구 프로그램의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뉴욕 주민들의 요구 변화에 따른 안과 진료의 진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NYSUNY 2020 장려금을 통해 우리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환자 및
의료진을 지원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주립대학교 검안대학에 신축 및 증설되는 시설은 치료 역량과 응용학습, 전문인
상호 교육과 총체적 의료관리(holistic care)를 촉진할 것입니다.
임상치료 시설 확장 - $150 만
확장된 임상치료 시설은 이 대학의 현행 보건 전문 교육과 응급 진료 시스템을 향후
통합하는 과정에서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등록 정원 30% 증가를 수용하는 시설 능력
확충 외에도, 이 프로젝트는 임상 연구 및 증거 기반 실무를 수용하여 미래의 뉴욕주 안과
전문인을 교육할 최첨단 교육 환경도 제공할 것입니다.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실습실 - $367,000
새로운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실습실에는 통합적인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3 차원적인
안구 검진 기능을 제공할 임상 전 교육용 시뮬레이터 14 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시뮬레이션 실습실의 발전과 가상현실 기술의 활용은 실제 환자 치료 상황에 대한
응용학습 체험을 학생들에게 준비시키는 효과적인 가교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
실습실은 학생들의 기술적 역량과 지식, 비판적 사고 능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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