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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고등교육 서비스 법인(HIGHER EDUCATION SERVICES 

CORPORATION) 의장으로 GUILLERMO LINARES 지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고등교육 서비스 법인(Higher Education Services 

Corporation, HESC) 의장으로 Guillermo Linares를 지명했습니다. 뉴욕주 학생 재정 지원 

기관인 HESC는 매년 수십만 명의 뉴욕 주민에게 필요한 보조금 및 장학금을 제공하는 

국가적 리더입니다. 이번 지명은 주 상원의 승인이 요구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Guillermo Linares는 수십 년간 공직에서 일하면서 

뉴욕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싸워 

왔습니다. 그가 이 행정부에 합류해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 기관을 이끌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욕주를 계속 발전시키고, 모든 노동자 계층 및 중산층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뉴욕을 만들기 위해 그와 함께 일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Guillermo Linar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 저를 HESC 의장으로 

지명하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지사님은 뉴욕의 노동자 계층 및 중산층 가족을 

위한 저렴한 학비의 대학을 만드는 대담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학생의 부채 부담을 

줄이고 정시 졸업 시 보상을 부여하는 것에서부터, 뉴욕 주민에게 성공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저는 Cuomo 주지사님과 함께 모든 학생의 고등교육의 꿈을 

실현하기를 기대합니다.” 

 

Mr. Linares는 40년 이상 공교육 접근성 개선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HESC 

의장으로서, Mr. Linares는 학비 지원 프로그램, 가장 성공적인 컬리지 저축 프로그램,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및 연방 컬리지 입학 

보조금을 위시한 수많은 주정부 장학금을 비롯한 HESC의 중요 프로그램과 이사회를 

감독하게 됩니다. 

 

Mr. Linares의 헌신은 워싱턴 하이츠(Washington Heights)의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곳의 지역 학교 위원회에서 3학기 동안 봉사했습니다. 더 

적극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목격한 직후, Mr. Linares는 뉴욕시에서 진보적 도미니칸 



커뮤니티 연합(Community Association of Progressive Dominicans), 푸에르토 

리코/라틴계 교육 원탁 회의(Puerto Rican/Latino Education Round Table), 교육을 위한 

학부모 연합(Parents Coalition for Education) 설립을 도왔습니다. 또한 Mr. Linares는 

시티 컬리지(City College)의 CUNY 도미니칸 학술 연구소(CUNY Dominican Studies 

Institute), 경제 발전을 위한 오듀본 파트너십(Audubon Partnership for Economic 

Development), CUNY 대학원 센터(CUNY Graduate Center)의 라틴 아메리카 및 라틴계 

연구 센터(Center for Latin American and Latino Studies) 설립에도 기여했습니다. 

 

Mr. Linares는 주 및 지방 정부에서 여러 직책을 맡았으며, 이전에 1991년부터 

2001년까지 뉴욕시 의회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또한 북부 맨해튼의 워싱턴 

하이츠(Washington Heights), 인우드 및 마블 힐(Inwood and Marble Hill)을 대표해 

뉴욕주 의회에서 근무했습니다. Mr. Linares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뉴욕시장 이민부 

커미셔너를 역임하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뉴욕시 정부와 이민자 커뮤니티간의 격차를 

메워 뉴욕시 정보 및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1995년, Mr. Linares는 히스패닉계 미국인 교육 우수성을 위한 백악관 이니셔티브(White 

House Initiative for Educational Excellence for Hispanic Americans)의 멤버로 

임명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1999년 빌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에 의해 이 

이니셔티브의 의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Mr. Linares는 시티 컬리지(City College)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포덤 대학교(Fordham 

University)에서 행정 및 관리 감독 전문가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 사범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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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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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