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3월 2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주립 대학교 히스패닉 리더십 연구소 (SUNY HISPANIC 
LEADERSHIP INSTITUTE) 출범 발표 

 
고등 교육계에서 라틴계 경영진 발굴 및 양성을 위한 국가적 모델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소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전체에서 차세대 라틴계 리더들을 모집해서 양성하는 새로운 
자문위원회 (Advisory Council) 

 
뉴욕 주립 대학교 (SUNY)에 훌륭한 자질을 갖춘 신진 히스패닉 리더들을 유치하기 위해 

협력, 연수, 콘퍼런스 등의 역량을 강화하게 되는 고위 리더십 프로그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시스템 전체에서 경영진 

수준의 차세대 라틴계 리더들을 발굴 양성할 책임을 지는 뉴욕 주립 대학교 히스패닉 

리더십 연구소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Hispanic Leadership Institute)의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규모의 종합적인 고등 교육 시스템인 뉴욕 

주립 대학교 (SUNY)는 미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대학 시스템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과감하게 노력해왔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뉴욕 주립 대학교 (SUNY)의 학술 

및 병원 업무 (Academic and Hospital Affairs) 담당 최고 책임자인 Ricardo Azziz 박사가 

이끄는 이 대학교의 라틴계 리더십 자문위원회 (Latino Leadership Advisory Council)는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시스템의 최고 수준의 경영진 직책을 위해 히스패닉 리더들을 

채용하고 양성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우리의 다양성이 우리의 가장 커다란 

힘이라고 믿습니다. 새로 설립된 히스패닉 리더십 연구소 (Hispanic Leadership 

Institute)는 뉴욕 주립 대학교 (SUNY)에서 차세대 라틴계 리더 양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일의 미래 리더들에게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험, 

기술, 교육을 제공하여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시스템의 리더십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역사회의 힘을 반영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히스패닉 리더십 연구소 (SUNY Hispanic Leadership Institute)는 뉴욕 



주립 대학교 (SUNY)에서 무엇보다도 대학 총장, 교무 처장, 최고 재무 책임자, 최고 업무 

책임자 등의 직책을 담당할 히스패닉 리더들을 발굴, 보유,양성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히스패닉 리더십 연구소 (SUNY Hispanic Leadership Institute)의 

업무는 히스패닉 고등 교육 공동체의 인정받는 뉴욕주와 국가적 리더들 15명으로 구성된 

저명한 자문위원회 (Advisory Council)가 이끌 것입니다.  

 

이 연구소는 올버니의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시스템 행정부 임원들 뿐만 아니라 

3곳의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캠퍼스에서 그림자 총장의 역할을 수행할 중급에서 

고급 수준의 라틴계 경영자 및 임원들을 통해 1년 일정의 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히스패닉 리더십 연구소 (SUNY Hispanic Leadership 

Institute)는 또한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칼리지 학장의 임원진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경력의 발전이 이루어질 중간직 수준의 히스패닉 리더들에게 단기간의 개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연구소는 또한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전체 교수진을 대상으로 매년 

2일 과정의 라틴계 리더십 콘퍼런스 (Latino Leadership Conference)를 주최할 

예정입니다.  

 

연구소는 뉴욕 주립 대학교 (SUNY)에 훌륭한 자질을 갖춘 히스패닉 리더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상 프로그램과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개별적 지원. 연구소는 발전과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현존 또는 신진 라틴계 

리더들을 위한 개별 평가 및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입니다.  

• 인식 및 교육 활동. 연구소는 뉴욕 주립 대학교 이사회 (SUNY Board of 

Trustees)를 포함한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전체 리더들과 함께 라틴계 

리더십을 주제로 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 이해, 지식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강의와 행사를 후원할 것입니다.  

• 조사 위원회 훈련. 연구소는 조사 위원회가 훌륭한 자질을 갖춘 잠재적인 

히스패닉 후보자들을 식별하는 방법을 훈련받고 이해하도록 지침 및 지원책을 

개발하기 위해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최고 다양성 담당관과 협력하여 일할 

것입니다. 

• 후보자 식별. 연구소는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요직을 위한 잠재적인 히스패닉 

후보자들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문위원회 (Advisory Board) 및 전국의 

광범위한 리더 네트워크와 협력할 예정입니다.  

• 자원 및 연구 활동. 연구소는 뉴욕주와 전국의 고등 교육 기관의 라틴계 리더들을 

위한 도전과 기회에 관련된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그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패닉 리더십 개발, 보유, 성공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후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H. Carl McCall 뉴욕 주립 대학교 이사회 (SUNY Board)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경우 최근 연도인 2015-2016 학년도에 거의 12 퍼센트에 

육박하거나 5만명 정도 될 규모로 우리 캠퍼스에 입학하는 히스패닉 및 라틴계 학생들의 



수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SUNY)의 다양성, 공평성,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는 캠퍼스 리더십과 교수진이 책임지고 있는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히스패닉 리더십 연구소 

(Hispanic Leadership Institute)는 히스패닉 학생들의 독특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성공을 돕는 학업 프로그램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도처에서 진행 중인 노력을 훌륭하게 보완할 것입니다.” 

 

Nancy Zimpher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명예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SUNY)는 모두 다른 배경을 가진 우수한 학자들을 모집, 보유, 양성하는 데 있어 

국가적 리더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히스패닉 리더십 연구소 (Hispanic Leadership 

Institute)는 그러한 활동에 있어 또 한가지 중요한 발전의 상징입니다. 이 중요한 

프로그램은 뉴욕 주립 대학교 (SUNY)의 최고 수준에서 다양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우리가 달성해 온 훌륭한 업무 성취를 기반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고등 교육 기관 

리더들을 통해, 뉴욕 주립 대학교 (SUNY)는 훌륭한 자질을 갖춘 라틴계 리더들을 향후 

몇년간 지속적으로 우리 캠퍼스에 유치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학술 및 병원 업무 (Academic and Hospital Affairs) 담당 최고 책임자인 Ricardo Azziz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배경과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모집함으로써, 

우리는 학문적 우수성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뉴욕 주립 대학교 (SUNY)가 우리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여 미국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패닉 리더십 연구소 (Hispanic Leadership Institute)는 참신하고 재능있는 라틴계 

리더십을 뉴욕 주립 대학교 (SUNY)에 지속적으로 유치해서 우리의 우수한 학업 성취를 

이어갈 것입니다. 저는 주지사님께서 뉴욕이 희망, 포용, 기회의 신호등으로 남도록 

보장해 주신 점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SUNY)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arcos Cresp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다양성이 우리의 

가장 커다란 힘이며, 우리 기관들을 보다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 기관들을 더 강하게 

변모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히스패닉 리더십 

연구소 (SUNY Hispanic Leadership Institute)는 유망한 리더들을 유치하고, 그들의 

야망을 지원하여 차세대 리더들을 양성할 것입니다. 이 혁신적인 연구소는 미국의 다른 

지역을 위해 고등 교육에서 히스패닉계 리더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따라야 할 

국가적 모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저는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시스템 및 뉴욕주 

전 지역에서 더욱 다양한 리더십을 유치하도록 Cuomo 주지사님과 협력하여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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