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5월 1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롱아일랜드 변화 프로젝트 세 개에 7,200만 달러 투자 발표  

  

3,000만 달러 투자로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Cold Spring Harbor Laboratory)에 

신경과학 연구단지(Neuroscience Research Complex) 설립을 지원할 예정  

  

파인스타인 연구소(Feinstein Institute)의 생체전자공학 의료 센터(Center for 

Bioelectronic Medicine)에 기금 3,000만 달러 재할당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 롱아일랜드 대학교(Long Island University)에 위치한 최초 

수의학 컬리지(Veterinary College) 설립에 1,200만 달러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롱아일랜드 전역에 일자리를 창출할 변화, 경제 개발 

프로젝트 세 개를 지원하는 뉴욕주의 7,200만 달러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서퍽 

카운티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CSHL)에 신경과학 

연구단지(Neuroscience Research Complex, NRC)를 세우는 데 3,0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나소 카운티 맨해셋의 파인스타인 의학 연구소(Feinstein Institute for 

Medical Research) 생체전자공학 의료 센터(Center for Bioelectronic Medicine, 

CBEM)에 추가 3,000만 달러를 재할당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나소 카운티 브룩빌의 

롱아일랜드 대학교 포스트(LIU Post)에 수의학 컬리지(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를 

세우는 데 1,200만 달러를 투자함을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롱아일랜드의 주요 경제 자산을 

더욱 강화하고 미래의 번영으로 가는 길을 닦을 것입니다. 이 기금은 연구 능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며 미래에 더 강하고 번영한 롱아일랜드를 만들도록 도울 

것입니다.”  

  

뉴욕은 생명과학 부문에 계속 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은 생명공학, 약학, 

생명의학 기술, 생명 체계 기술 분야를 아우릅니다. 이 부문에는 연구, 개발, 기술 이전 및 

상업화의 다양한 단계에서 주로 노력하는 기구와 단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새로운 치료법을 통해서 또는 자폐증과 암 등의 질병의 조기 검진을 통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새로운 의료 및 제약 돌파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신경과학 

연구단지(Neuroscience Research Complex)  

  

주지사는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캠퍼스에 1단계 

개시를 지원하는 3,000만 달러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7에이커 규모 개발 중 1단계로 

신경과학 연구단지(Neuroscience Research Complex)를 수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최신 

연구 건물 세 개를 포함하며 인간 건강의 향상을 위한 신경과학 및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CSHL)의 추가 리더십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신경과학 연구단지(NRC)에서 과학자들은 인지와 인간 뇌의 연결도 매핑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 분야의 판도를 바꿀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CSHL) 기술은 자폐증 같은 

발달 신경 장애와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신경 질환이 미국 인구의 약 삼분의 일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제약 회사는 

신경과학 분야의 연구 개발을 포기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서 혁신과 발견을 가져오려면 

학문 연구 기관의 연구가 중요합니다.  

  

신경과학 연구단지(NRC) 투자는 롱아일랜드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주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생명공학 업계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CSHL)는 연방 기금 및 민간 자금 출처를 이용하는 뉴욕주의 3,000만 달러 

투자에 부응할 것입니다. 신경과학 연구단지(NRC)가 운영되면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CSHL)의 약 55개 일자리와 롱아일랜드 추가 일자리 50개를 지원할 것입니다.  

  

파인스타인 의학 연구소(Feinstein Institute)의 생체전자공학 의료 센터(Center for 

Bioelectronic Medicine)  

  

Cuomo 주지사는 3,000만 달러를 생체전자공학 의료 센터(Center for Bioelectronic 

Medicine)에 재할당하고 나소 허브(Nassau Hub)에 계획되었던 프로젝트를 파인스타인 

의학 연구소(Feinstein Institute for Medical Research)에 재배치함을 발표했습니다. 

노스웰 헬스(Northwell Health)의 계획 단계에서 나소 허브(Nassau Hub)는 센터 특유의 

공간, 병원 근접성, 다양한 의료계에 있는 과학자 및 연구자들의 협동 업무 환경을 고려할 

때 생체전자공학 의료 센터(CBEM)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생체전자공학 의료 센터(CBEM)가 있는 파인스타인 연구소(Feinstein 

Institute)에서는 생체전자공학 의료 분야가 개척 및 발명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센터가 

성장하고 번영하는 데 특화된 조건을 충족합니다. 생체전자공학 의료 센터(CBEM)는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및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United Therapeutics) 등 

이미 상당한 외부 투자를 끌어 모았습니다. 현재 생체전자공학 의료 센터(CBEM)의 직원 

40명에 더하여 새 시설에서는 추가 56명의 과학자가 각각 10만 달러 규모의 평균 연봉과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파인스타인 연구소(Feinstein Institute)는 생체전자공학 의료 분야의 국가적 세계적 

중심이 될 것입니다. 생체전자공학 의료 센터(CBEM)의 설립 및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호프스트라 의대(Hofstra School of Medicine) 

및 간호대학원(Graduate School of Nursing)과의 파트너십으로 롱아일랜드 리서치 

코리더(Long Island Research Corridor)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획기적 과학 연구에 민간 

부문 투자와 협력체를 끌어들임으로써 지역 전역에서 더 많은 파트너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대학교(Long Island University, LIU) 수의학 컬리지(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설립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가 브룩빌의 롱아일랜드 대학교(Long Island University)에 수의학 

컬리지(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를 설립하는 데 1,2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임을 

발표했습니다. 4,000만 달러 규모의 해당 프로젝트는 학교 풍경에서 빈 공간을 채우고 

동시에 새 의료 연구 기회와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수의학 학교가 30개 있는데 그 중 세 개만이 북동쪽에 있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뉴욕에는 수의사들이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대학교(LIU)는 2018년에 컬리지를 롱아일랜드 대학교 

포스트(LIU Post) 캠퍼스에 새로 짓고 2019년 9월에 학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수의학 

컬리지(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에서 매년 100명이 4년제 박사 과정에 등록하고 

97%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롱아일랜드 대학교(LIU)는 최소 100개의 직원 

일자리를 약속했습니다.  

  

연구 개발은 미국 전역 주요 수의학 학교의 핵심 기능입니다. 롱아일랜드 대학교(LIU) 

크기와 비슷한 퍼듀 대학교(Purdue University)의 수의학 컬리지는 2014년에 2억 

2,020만 달러의 직접적 경제 생산량을 산출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대학교(LIU)는 이미 

브롱크스 동물원(Bronx Zoo), 노스 쇼어 동물연맹(North Shore Animal League) 등 유명 

단체와 합의 및 협력 각서를 20개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Bruce Stillman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Cold Spring Harbor Laboratory)의 

신경과학 연구 단지를 개시하게 해주신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신경과학 연구 단지(NRC)는 신경과학 분야에서 판도를 바꿀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CSHL)가 자폐증 및 알츠하이머 같은 뇌 관련 질환의 신규 치료법 개발에 

집중하게 할 것입니다. 미국 인구의 약 삼분의 일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질환 문제와 

신경과학 분야에서 연구 개발 노력을 포기한 제약 회사들 때문에 이 분야에서 혁신과 

발견을 이끌기 위해서는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CSHL) 같은 학문 연구 단체의 연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노스웰 헬스(Northwell Health) Michael J. Dowling 회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3,000만 달러로 노스웰 헬스(Northwell Health)가 생체전자공학 



 

 

의술에 집중하는 국가적 세계적 주요 센터 중 하나로서 파인스타인 의학 

연구소(Feinstein Institute for Medical Research)를 계속 키워나갈 것입니다. 생체전자 

의학은 질병에 맞서고 치료하는 데 신체의 신경 연결 통로를 사용할 미래 세대 분석론과 

이식 컴퓨터 기술을 합친 분야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Cuomo 주지사님과 주 

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롱아일랜드 대학교(Long Island University) Kimberly Cline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대학교 수의학 컬리지(LIU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를 지원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컬리지는 우리 지역과 국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 최초이자 미국 최신 수의학 컬리지에 투자하는 것은 

롱아일랜드 대학교(Long Island University), 지역, 동물 건강을 변화시킬 사건입니다. 

이는 뉴욕에서 일자리와 연구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정부, 동물 건강 커뮤니티,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 지원해주신 모든 협력체에 감사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하에 

뉴욕주는 미래 개발을 장려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필수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전략적 

투자를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롱아일랜드에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고 신흥 생명과학 부문을 지원하며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나소 카운티의 Laura Curran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는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촉진하며 롱아일랜드를 경제 개발의 선두 

지역으로 만들 혁신적 프로젝트에 지금을 대어 롱아일랜드를 21세기의 중심에 두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선견지명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번영과 성장을 위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헌신을 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롱아일랜드 협회(Long Island Association)의 Kevin Law 회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투자로 롱아일랜드의 미래는 밝습니다. 

주지사님께서는 바로 여기, 우리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21세기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기금을 사용하고 첨단 기술, 과학, 연구 개발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뉴욕은 새 일자리와 새 경제 개발 기회를 위한 틀을 마련하고 동시에 최고 

중의 최고를 지속적으로 롱아일랜드에 끌어 모아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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