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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BILL THOMPSON과과과과 FERNANDO FERRER를를를를 TO CUNY 

대학평의원회에대학평의원회에대학평의원회에대학평의원회에 지명하다지명하다지명하다지명하다 

 

Thompson, 차기차기차기차기 대학평의원회대학평의원회대학평의원회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의장으로의장으로의장으로 지명되다지명되다지명되다지명되다;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이이이이 대학평의원회를대학평의원회를대학평의원회를대학평의원회를 13년간년간년간년간 
이끈이끈이끈이끈 것을것을것을것을 포함해포함해포함해포함해 CUNY에에에에 16년에년에년에년에 걸쳐걸쳐걸쳐걸쳐 헌신적인헌신적인헌신적인헌신적인 활동을활동을활동을활동을 펼친펼친펼친펼친 퇴임하는퇴임하는퇴임하는퇴임하는 Benno Schmidt 

의장에게의장에게의장에게의장에게 감사의감사의감사의감사의 말을말을말을말을 전하다전하다전하다전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City University of New York 대학평의원회에서 활동할 

분들로 Bill Thompson과 Fernando Ferrer를 지명하였습니다. Thompson씨는 퇴임하는 

Benno Schmidt 의장을 대신할 신임 의장에 지명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1999년에 CUNY 

대학평의원에 지명된 이후 2003년 이후 의장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이 두 번의 지명은 

뉴욕주 상원의원의 인준을 필요로 합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학생들에게 기회의 등불로, CUNY는 뉴욕의 장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지난 16여년 동안, Benno Schmidt는 

그러한 장래를 약속했고 CUNY와 재학생들에게 엄청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처음엔 

1999년에 CUNY 대학평의원회의 부의장으로 시작해 2003년 이후 의장에 오른 그는 이 

시스템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그의 리더십은 미래의 클래스에도 지속적인 혜택을 

안겨줄 것입니다. 공무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Benno 전 의장께 감사 드립니다.”  

 

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또한또한또한또한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Bill Thompson과 Fernando Ferrer를 CUNY 

대학평의원회에 지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Bill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그리고 뉴욕시 교육위원회의 전 의장으로서 이 역할에 대단히 다양한 경험을 

안겨주었습니다. Fernando는 뉴욕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로 업무에 대한 자질을 

크게 인정 받았습니다. 저는 그도 CUNY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CUNY가 

제공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은 뉴욕시와 주변 커뮤니티의 학생들에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시스템이 Bill과 Fernando의 지도력 하에 계속 새로운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CUNY는 뉴욕시 전역의 캠퍼스에서 수십만 명의 학위-학점 학생들과 성인, 평생, 전문가 

교육 학생들에게 양질의 저렴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Bill Thomp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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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pson씨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뉴욕시의 감사관으로 2회 연속 4년 임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그는 72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팀을 이끌었고, 6,600만 달러의 연간 

운영예산과 미국 5대 연금기금, 세계 상위 20위에 랭크된 수십 억 달러의 지원금을 

운영하였습니다. Thompson씨는 뉴욕시 감사관으로서 5대 뉴욕시 연금기금의 5인 

이사회에 관리인과 투자자문관으로 활동했습니다. 여기에는 뉴욕시 공무원연금; 뉴욕시 

교원연금; 뉴욕시 경찰연금; 뉴욕시 소방서연금; 뉴욕시 교육이사회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1983년부터 1992년까지 Brooklyn 부 보로장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그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뉴욕시 교육위원회의 5년 임기 회장과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 2월, David Paterson 뉴욕주지사는Thompson씨를 2012년까지 The Hugh L. 

Carey Battery Park City Authority 위원회 의장으로 지명하였습니다. 그는 이전에 뉴욕주 

Gaming Facility Location Board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2011년, Cuomo 

주지사는Thompson씨를 MWBE 태스크포스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Thompson씨는 뉴욕주 주택금융공사(HFA)와 뉴욕주 모기지기관(SONYMA)의 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Thompson씨는 현재 Siebert Brandford Shank에서 파트너로서 학교, 도로, 교량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재정상의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Tufts University의 명예이사 겸 

Bedford-Stuyvesant Restoration Corporation과 KeySpan/Brooklyn Union Gas 

Company의 전 이사회 소속 이사입니다. 그는 Tufts University 졸업생으로. 

 

현재 Harlem에서 아내인 Elsie McCabe 및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Fernando Ferrer 
 

Ferrer씨는 1987년부터 2001년까지 거의 15년을 Bronx 보로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는 

임기 동안 약 66,000 가구의 주택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이 보로는 또한 특히 South 

Bronx에서 상당한 수준의 범죄율 하락을 이뤄냈고, 비즈니스와 부동산 투자에 꾸준한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Ferrer씨는 선출직 Bronx 보로장이 되기 전에는 1982년부터 1987년까지 

뉴욕시의회에서 North Bronx 커뮤니티 대표로 활동하였습니다. 

 

Ferrer씨는 현재 Metropolitan Transit Authority의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MTA의 의장 대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Ferrer씨는 Mercury Public Affairs, LLC의 파트너이자 공동의장입니다. 또한 Sterling 

BanCorp 자회사의 하나인 Sterling BanCorp and Sterling National Bank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Drum Major Institute for Public 



Korean 

Policy의 사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는 University Heights College of Arts and Sciences of New York University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고 Baruch College of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Ferrer씨는 Manhattan, Mercy, Herbert H. Lehman, 

Metropolitan Colleges에서 명예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New York University 

동창회로부터 Eugene J. Keogh Public Service 어워드를 받았고, 학교, 커뮤니티 단체, 

학계 및 종교단체에서 수백 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Ferrer씨는 현재 아내인Aramina Vega Ferrer 박사와 Bronx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Benno Schmidt 
 

Schmidt씨는 2003년 George Pataki 주지사에 의해 CUNY의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2006년 6월에 7년 동안 이 평의원회에 재임명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1999년 8월에 임명 당시에는 부의장을 역임하였습니다. Schmidt씨는 글로벌 

사립학교 네트워크인 Avenues의 회장이자 현재 Edison Schools, Inc.의 부의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1992년부터 2007년 가을까지 의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Edison 

Schools, Inc.에 합류하기 전에는 예일대학교의 20대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이 

대학교에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일반 교양 교육의 학문적 가치로 미국 전역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986년부터 예일 대학교에서 종신 교수로 활동하는 동안 Schmidt씨는 예일대 역사상 

가장 큰 건축 프로그램 중의 하나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는 예일대학교에서 가장 성공한 

기금모금자가 되었고, 예일대학과 New Haven 시 간에 모범적인 파트너십을 맺었고, 

특히 환경과학, 분자생물학 및 국제학에서 새로운 학제간 프로그램을 다수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예일대학교의 기부금은 17억 달러에서 

거의 30억 달러로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사립대학교 모금 증가율 중 최고로 높습니다. 

 

예일대학교에 들어오기 전에는 Columbia University 법학대학 학장을 역임했습니다. 이 

대학교에서 Schmidt씨는 1969에 교수진에 합류하여 4년 후 Columbia University 역사 상 

최연소 종신교수 중의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1982년에 Harlan Fiske Stone 헌법 

교수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는 헌법, 미대법원 역사, 표현의 자유법, 미국 인종관계 

역사와 관련해 미국의 중요한 학자 중의 한 분입니다. Schmidt씨는 대법원 Earl Warren 

수석재판관의 서기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는 예일대학교에서 칼리지 학위와 법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National Humanities Center의 이사이자 미국 

예술과학아카데미 회원입니다. 또한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에서 Giuliani 

시장의 태스크포스 의장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2010년 11월, Schmidt씨는 American 

Council of Trustees의 제6회 연례 Philip Merrill Award를 수상했고 자유교양교육에 

뛰어난 기여를 한 동창생 상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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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립대학교뉴욕시립대학교뉴욕시립대학교뉴욕시립대학교(CUNY) 소개소개소개소개 

 

뉴욕시립대학교는 미국 주요 도시의 공립 대학입니다. 1847년 뉴욕에 설립된 이 대학은 

24개의 기관을 포함합니다: 노인 대학 11개, 커뮤니티 칼리지 7개, CUNY의 William E. 

Macaulay Honors College, CUNY Graduate School & University Center, CUNY 
Graduate School of Journalism, CUNY School of Law, CUNY School of Professional 

Studies 및 CUNY School of Public Health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 대학은 274,000명의 

학위 과정을 밟는 학생들과 218,083명의 성인, 평생교육 및 전문 교육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CUNY는 205여 국가와 가문의 유산이 연결되어 있는 대단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중 40%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태어났고, 약 44%는 1세대 미국인이며, 약 20%는 가족 중에서 칼리지에 

다니는 가족이 처음인 경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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