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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CUNY 이사회이사회이사회이사회 이사로이사로이사로이사로 STATEN ISLAND 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JAMES P. MOLINARO와와와와 BARRY F. 

SCHWARTZ의의의의 선임을선임을선임을선임을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시립대학교(CUNY) 이사회 이사로 봉직할 Staten Island 구청장 

James P. Molinaro와 Barry F. Schwartz의 선임을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시립대학교 제도는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5개 구에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저렴한 교육을 제공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사회의 강력한 경제 

엔진으로서 기업가와 혁신가를 양성하고 차세대 인력을 준비시킵니다. 본인은 CUNY 이사회에 

James Molinaro 구청장장과  Barry Schwartz씨를 선임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대학에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접목할 것입니다. 본인은 CUNY가 최고의 표준으로 뉴욕시 

학생들을 계속 섬김에 따라 이분들의 리더십에 감사합니다.” 

 

CUNY 이사회 의장 Benno C. Schmidt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사 Kathleen M. Pesile과 

Jeffrey Wiesenfeld께서 뉴욕시립대학교 이사회에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 우리 주 및 시의 주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적절한 때에 우리의 심심한 감사를 

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CUNY 이사회에 저명한 두 분을 선임해 주신 Andrew M. Cuomo 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James P. Molinaro 구청장과 Barry F. Schwartz씨를 환영하며 미국의 선도적 

도시 공립 교등교육 기관으로서 우리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Staten Island 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James P. Molinaro 

 

James P. Molinaro씨는 Staten Island 구청장으로서 3기 연속 봉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Molinaro 

구청장은 부구청장으로 12년 그리고 미국 하원의원의 참모장으로 7년 봉직하였습니다. Staten 

Island 소재 Fort Wadsworth 구역의 오랜 주민인 Molinaro 구청장은 공무원이 되기 전에는 성공적인 

재활용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Molinaro 구청장은 College of Staten Island를 “본인 구의 

주민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의 원천”이라고 했으며 금년초 CUNY 이사회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그는 

이사들에게 “CUNY 교육을 통해 번영해 왔고 계속 번영할 수 많은 학생들의 희망, 꿈과 무한한 

잠재력을 마음에 새길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Korean 

Barry F. Schwartz 

 

Schwartz씨는 2007년 이래 MacAndrews and Forbes Holdings Inc.에서 부회장으로 봉직해 왔습니다. 

그는 이 회사에 1989년에 입사하여 1993년에 법률고문의 직위에 올랐습니다. Schwartz씨는 Revlon, 

Inc., Scientific Games Corporation 및 Harland Clarke Holdings Corporation을 포함하여 MacAndrews의 

여러 계열사의 이사회에 참석합니다. Schwartz씨는 Kenyon College의 이사회 의장이며 Georgetown 

University 법률센터의 이사회 구성원입니다. 그는 Kenyon College에서 우등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고 Georgetown University 법률센터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New York City 

Center, Jazz at Lincoln Center 및 Human Rights First의 이사회 멤버이기도 합니다. 

 

Staten Island 구청장 Molinaro와 Schwartz씨는 이사 임기가 만료된 Kathleen Pesile 및 Jeffrey 

Wiesenfeld의 후임입니다.  

 

CUNY 이사회에이사회에이사회에이사회에 대하여대하여대하여대하여 

 

CUNY 이사회는 이 대학교의 활동을 관장하는 유일한 기구입니다. 이사회는 대학교의 행정 절차, 

학업 기준, 재정 건전성 관련 결의안을 토의, 검토 및 통과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집됩니다. 

이사회는 2명의 직무상 멤버, 주지사가 상원의 조언 및 동의로 선임하는 10명의 멤버, 뉴욕시 

시장이 선임하는 5명의 멤버를 포함하여 17명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주지사가 선임하는 

이사들에는 5개 구 각각의 주민 최소 1명이 포함되고 시립대학교 교육 단위의 졸업생 최소 2명도 

포함됩니다. 

 

CUNY 이사회의 방침 및 목적은 “최고 질 및 기준의 교육기관으로서 그리고 대학교의 일반적 및 

특정 사명을 충족해야 하는 교수진 및 행정 요원을 갖추고 대학교를 보존, 향상 및 개선하고: 

뉴욕시 주민들을 교육하고 섬기며, 도시 지향 고등교육 기관을 구축하고, 지식과 진리 추구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뉴욕시립대학교에뉴욕시립대학교에뉴욕시립대학교에뉴욕시립대학교에 대하여대하여대하여대하여 

 

뉴욕시립대학교는 뉴욕시 전역의 24개 캠퍼스에서 269,000여명의 학위-학점 학생들과 

270,000명의 성인, 평생, 전문가 교육 학생들에게 양질의 저렴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대학교는 

뉴욕시의 5개 구에 위치한 11개의 4년제 대학, 7개의 커뮤니티 칼리지, The Macaulay Honors 

College와 5개의 대학원 및 전문가 학교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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