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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BINGHAMTON UNIVERSITY의의의의 신설신설신설신설 약학대학원을약학대학원을약학대학원을약학대학원을 위한위한위한위한 토지토지토지토지 매입매입매입매입 발표발표발표발표 

 

60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예산의예산의예산의예산의 신설신설신설신설 약학대학원을약학대학원을약학대학원을약학대학원을 위해위해위해위해 Johnson 시시시시 부지부지부지부지 선정선정선정선정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Binghamton University의 약학대학원을 위해 Broome 카운티의 

부지가 선정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70,000 평방피트 시설은 Johnson시 Corliss Avenue 

소재 United Health Services의 Wilson Medical Center 인근에 건립될 것이며, 이곳에서 학생들은 임상 

순회 및 직무 훈련 같은 과정 요건을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지사는 이 발표를 오늘 일찍 

Binghamton University 방문시에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은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우리 주에 젊은이들을 유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Binghamton University의 

약학대학원을 위해 주정부 예산을 떼어 놓은 것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새 시설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 그것은 이 지역을 위해 더 밝고 더 번영하는 미래에 대한 보증금입니다. 이 

약학대학원은 Binghamton을 세계적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돋보이게 하고, 수 백명의 학생들에게 

연구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추가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 프로젝트가 

Johnson시에서 추진되는 것을 보니 매우 흥분됩니다.” 

 

주지사는 Binghamton의 약학대학원을 금년 집행예산에서 우선순위로 삼아 부지 획득 및 준비를 

포함한 초기 계획 및 개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 자원으로 1000만 달러를 배정하였습니다. 새 

시설의 건축은 2015년 봄에 시작될 것이며 2018년에 준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설의 투시도는 

여기에 있으며, 장소의 항공 지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Binghamton University는 신설 대학원이 본궤도에 도달하면 약학사 프로그램에 320명 및 약학 박사 

프로그램에 60명의 학생을 등록시킬 계획입니다. 시설 건축은 수 백개의 건설 일자리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단 준공되어 오픈되면 이 대학원은 년 100개 이상의 새 민간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년 약 1억 달러의 지역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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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의원 Tom Libou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Binghamton University 다운타운 센터가 민간 

투자에 가져오는 것과 Binghamton 다운타운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새 활동으로 이 약학대학원은 

Johnson시를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지사 및 Stenger 총장과 직접 협력하여 우리 학생들과 

지역사회에 새 기회를 가져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원의원 Donna Lupard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Binghamton University를 짜릿한 

뉴스로서 이미 인상적인 연구 혁신 포트폴리오를 더합니다. 과학의 진보로 혁신적인 새 의약품이 

특정 개인의 유전자 조성에 근거하여 그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며 BU는 이 진화하는 산업의 

선두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병원 회진 필요성 때문에 병원 인접성은 약학대학원 부지 선정의 중요 측면입니다”라고 

Binghamton University 총장 Harvey Stenger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Johnson시의 이 장소를 확정하여 

절대적으로 흥분되며, 주지사께서 우리 학생과 우리 주를 섬기기 위한 약학대학원과 제약학을 

확립하려는 우리 계획을 강력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 약학대학원으로 인해 Binghamton University는 바이오과학 분야 내의 많은 첨단 학문을 제공할 

수 있고 본 대학교가 고등 학문 및 의학 연구의 선도적 기관으로서의 명성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Binghamton 학생들의 1/3 이상이 이미 관련 STEM(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및 수학) 

부문을 공부하였으며, 이 대학원이 인근 병원들과 가깝기 때문에 제약 학위를 취득하려면 인턴십 

및 익스턴십 시간을 채워야 하는 미래의 학생들에게 이상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약학 및 제약학은 고소득 대학 전공으로 꾸준하게 랭크되어 왔으며,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투자 

수익을 제공하는 학위입니다. 노동통계국은 약학을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직업 중 하나로 

열거하는 데 – 미국 인구가 노화되어 감에 따라 2020년이 되면 면허 약학 전문가 수요가 1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뉴욕주의 경우 고등교육에서 제약 프로그램 수요도 상당합니다. 현재 뉴욕주에는 7개 

약학대학원만 있는데도 2010년에 접수한 약학박사 지원은 10,300건이 넘었습니다. 현재 뉴욕주 

유일의 공립 약학대학원인 University at Buffalo는 그 해에 가용 자리는 125개 미만인데도 지원은 

900건 이상 받았습니다.  

 

Broome 카운티 집행관 Debbie Prest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Binghamton University 

약학대학원을 위한 이 미래 부지의 선정 및 매입은 세계적 수준의 제약교육을 뉴욕주 학생들에게 

가져오는 큰 걸음입니다. 이 부지 위치는 미래의 Binghamton University 학생들에게 매우 편리하여 

United Health Services의 Wilson Medical Center에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Johnson시장 Greg Deemi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Binghamton University 약학대학원을 

위한 부지의 선정 및 매입이 바로 여기 Johnson시에서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Wilson Medical Center에 접근할 수 있어서 미래의 약학대학원 재학생들에게 편의와 호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과소 평가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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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타운 감독관 Rose Sotak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Binghamton University 

약학대학원을 위한 미래의 장소를 Johnson시로 정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논리적 결정을 한 

Binghamton University의 관리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약학대학원을 Corliss Avenue에 위치시키는 

것은 학생들에게 Binghamton University의 캠퍼스에서 쉽게 통학하고 Wilson Medical Center에서 

필수 과정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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