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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빙엄턴 대학교 (BINGHAMTON UNIVERSITY)의 보건학 및 기술혁신 

단지 (HEALTH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ARK) 제 2단계 건설 

계획 발표 

 

새로운 조제학 및 약학대학 (School of Pharmacy and Pharmaceutical Sciences) 건설 

및 간호대학 (School of Nursing)의 확장 이전 공사를 포함하는 10,5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빙엄턴 대학교의 조제학 및 약학대학 (Binghamton University’s School of Pharmacy 

and Pharmaceutical Sciences)의 공사 “마무리 (Topping off)” 기념 종료 행사를 

축하하는 주지사 

 

15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간호학교 (School of Nursing)의 확장,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지역의 성공적인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인 “Southern Tier Soaring”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여기에서 확인가능한 개보수된 간호학교 (School of Nursing)의 도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존슨시 빙엄턴 대학교의 보건학 및 기술혁신 단지 

(Binghamton University’s Health Sciences and Technology Innovation Park)의 제 2단계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학교의 10,5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는 데커 

간호대학 (Decker School of Nursing)을 Corliss Avenue의 100년된 역사적인 건물로 

이전해서 확장하는 공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조제학 및 약학대학 (School of Pharmacy 

and Pharmaceutical Sciences)의 건설이 포함됩니다. 이 간호대학 (School of Nursing) 

프로젝트는 뉴욕주 기금으로 2,100만 달러를 지원해서 15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낼 것입니다. 

 

데커 간호대학 (Decker School of Nursing)이 이전된다는 발표에 이어, Corliss Avenue의 

간호대학 (School of Nursing) 근처에 자리잡은 조제학 및 약학대학 (School of Pharmacy 

and Pharmaceutical Sciences)의 건설 공사 중 올려질 철골에 서명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지역의 지도급 인사들 및 선출직 공무원들과 합류했습니다. 새로운 약학대학 

(School of Pharmacy) 및 확장된 간호대학 (School of Nursing)과 함께, 이 대학교는 

생명과학 분야 내에서 새로운 선진 학과목을 제공하며 선진 학문 및 의학 연구의 선도적 

기관으로서의 빙엄턴 대학교 (Binghamton University)의 명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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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욕주의 세계 정상급 교육 

시스템에 투자할 경우,우리는 미래의 노동자를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빙엄턴 대학교 (Binghamton University)에 제공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들과 

뉴욕주 투자를 제휴함으로써, 이 프로젝트는 젊은 인재를 유치해서 유지하며, 교육 

분야의 선두 주자로서의 뉴욕주의 역할을 지원하고 서던 티어 경제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뉴욕주의 역할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학생들이 뉴욕주의 성장하는 인력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새로운 약학대학 (School of Pharmacy)의 초기 계획 및 개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 달러의 자본을 투자한다는 공약과 함께 빙엄턴 대학교의 보건학 및 

기술혁신 단지 (Binghamton University’s Health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ark)를 2014년의 우선과제로 삼았습니다. 

 

이 대학교의 약학대학 프로젝트의 개발과 성공을 기반으로, 주지사는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2,100만 달러의 기금으로 데커 간호대학 

(Decker School of Nursing)의 이전 및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금으로 보건학 및 기술혁신 단지 (Health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ark) 

내에 위치한 역사적인 존슨시 건물의 개조 및 업그레이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확장된 시설에서 대학은 보건학 및 공중 보건 (Health Sciences and Public Health) 

분야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할 것이며, 임상, 교육 및 지역사회 파트너들을 

위한 추가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93,000 평방 피트 규모의 시설에 대한 개보수 공사는 

즉시 개시될 예정이며, 2020년 8월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완료되면 빙엄턴 대학교 (Binghamton University)는 430명 이상의 학부생 및 170명 

가량의 대학원생을 데커 간호대학 (Decker School of Nursing)에 입학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로 15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325개의 기존 일자리가 

유지될 것입니다. 

 

이 대학교는 박사과정에 추가로 60명을 입학시킬 뿐만 아니라 약학 박사 (Doctor of 

Pharmacy) 프로그램에 320명을 입학시킬 계획입니다. 약학대학 시설의 건설공사는 

이미 수백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단 완료되면 대학은 서던 티어 지역에서 

매년 약 1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하면서 매년 100개 이상의 새로운 민간부문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Nancy L. Zimpher 뉴욕 주립 대학교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빙엄턴 대학교 (Binghamton University)의 데커 간호대학 (Decker 

School of Nursing)은 교육, 훈련,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더입니다. 

기술혁신 단지 (Technology Innovation Park)의 새로운 최첨단 조제학 및 약학대학 

(School of Pharmacy and Pharmaceutical Services)에 대학 시설, 학생, 교수진의 유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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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학문적 우수성 및 학생의 성공을 위한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성공에 대해 서던 티어 전 지역의 우리 파트너들 뿐만 아니라 Stenger 총장님과 

전체 빙엄턴 대학교 (Binghamton University) 지역사회에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Howard Zemsky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mpire State Development) 사장 겸 

CEO 및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Cuomo 주지사님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REDC) 접근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입증합니다. 그것은 경제 발전을 위해 학계를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전략적 계획을 완벽하게 조정하며, 수백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어있는 

건물을 더욱 미래가 밝은 활기찬 시설로 전환시킴으로써 다운타운 활성화를 

촉진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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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vey Stenger 서던 티어 지역경제개발협의체 (Southern Tie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공동 의장 겸 빙엄턴 대학교 (Binghamton University)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학교에 대한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지원과 대학교의 

미래 성공을 보장해주시는 점에 대해서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빙엄턴 대학교 

(Binghamton University, BU)가 우리 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이 간호대학을 위한 뉴욕주의 경제적인 지원이 최근에 투입되었다는 

점에 관해 알게되어 매우 기쁩니다.” 

 

Fred Aksha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존슨시 지역사회와 서던 

티어 전체를 위한 혁신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Cuomo 주지사님, Stenger 총장님, 제 

전임자인 Tom Libous 상원의원님의 노고와 비전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새로운 약학대학 

(Pharmacy School) 및 간호대학 (School of Nursing)과 함께 존슨시 다운타운이 

성장하고 번영하는 것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Donna Lupard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학대학 (Pharmacy School) 및 데커 

간호대학 (Decker School)의 마무리 발표는 우리 지역사회에 낙관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지역으로 삶을 되돌려주면서 

건강관리 분야의 리더로서 우리 지역의 강점을 기반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개발은 

또한 빙엄턴 대학교 (Binghamton University)가 새로운 서던 티어 경제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업스테이트 지역과 특별히 서던 

티어 지역에 헌신적으로 집중해주시는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Greg Deemie 존슨시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존슨시 마을을 위해 매우 

흥분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빙엄턴 대학교 (Binghamton University), Harvey Stenger 

총장님, Andrew Cuomo 주지사님께서 새로운 약학대학 (School of Pharmacy) 및 

간호대학 (School of Nursing)의 입지 장소로 우리를 선택해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존슨시의 변화와 새롭고 밝은 미래를 위한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Southern Tier Soaring 사업 촉진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서던티어 지역의 종합적 발전 

계획인 “Southern Tier Soaring” 사업을 보완합니다. 재능 있는 인력을 유치하고, 기업을 

성장시키며, 혁신을 추진하면서, 이 계획을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주에서는 이미 

2012년 이래로 이 지역에 31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시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졌고, 기업들은 빙엄턴, 

존슨시, 코닝 등을 성장과 투자를 도모할 지역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는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부흥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Southern Tier Soaring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제공한 

5억 달러의 투자금을 기반으로 민간 사업체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발표된 바에 의하면, 이 지역은 최대 10,2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regionalcouncils.ny.gov/content/southern-tier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