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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H. CARL MCCALL의 SUNY의 이사회(BOARD OF TRUSTEES)
회장 임명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H. Carl McCall를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의
이사회 회장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Carl McCall은 공공 서비스에서 얻은 몇 십년동안의 경험을 SUNY의
이사회 의 책임직에 사용할 것입니다. 그의 포괄적인 재정 배경은 SUNY가 뉴욕의 경제
개발을 이끄는것을 돕는데 있어 그를 이사회의 완벽한 지도자로 만듭니다. 저는 Carl
그리고 SUNY 이사회와 함께 공립대학들의 접근성 및 저렴성 유지를 위해, 또한 이
학교들을 연구와 혁신에 있어 국내 선두주자로 만들어 고임금 직업들이 Empire State로
찾아오도록 하는데 협력하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Carl McCall는 2007년부터 SUNY의 이사회 에 재임했으며, 현재는 SUNY Finance and
Administration Committee와 State University Construction Fund의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2002년까지 Mr. McCall은 뉴욕주의 감사원장으로 재임하며, 주
재무책임자로서 그는 정부와 금융 감독 및 연금 펀드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담당했습니다.
그 전에, Mr. McCall은 뉴욕시의 Manhattan 윗구역을 대표하는 뉴욕주 상원의원직을 세 번
재임했습니다. 그는 또한 유엔 특사, 항만공사(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위원, 및 뉴욕주 인권위부 (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의 위원으로
재임했습니다. 1985년부터 1993년까지, Mr. McCall은 Citibank의 부사장을 재임했습니다.
그는 또한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뉴욕시 교육부 (Board of Education)의 부장으로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학교 시스템을 위해 정책을 펼쳤습니다.
Mr. McCall은 Dartmouth College, Andover Newton Theological Seminary와 University of
Edinburgh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홉개의 명예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Dean G. Skelos 상원 다수당 대표는, “뉴욕주립대학 시스템은 주의 모든 지역에 직업을
창출함과 동시에, 새로운, 첨단 기술 경제를 만들려는 저희의 노력의 중심에 있습니다.
Carl McCall은 그의 경험과 지도력으로, 최고의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뉴욕주의 경제
엔진이라는 SUNY의 미션을 우리가 확장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저는 Cuomo 주시사의
뛰어난 임명에 찬사를 보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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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don Silver 의회 대변인은, “저는 Carl McCall과 많은 기간동안 함께 일해왔으며
SUNY가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 경제회복에 있어 엔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며 그의 전념과 헌신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제가 오랫동안
존경해온 Carl Hayden의 뒤를 잇는 것입니다. Carl Hayden은 어려운 재정시대에 주립대
시스템을 옹호했으나 여전히 고등교육 시스템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SUNY의 저렴성과
그것의 공교육의 선두기관로써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언제나 저의 최우선순위 중
하나였으므로, 저는 Cuomo 주지사가 Carl을 SUNY의 이사회 회장으로 선택한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Nancy L. Zimpher SUNY 이사장은, “저는 Cuomo 주지사가 Carl McCall이 SUNY의
이사회를 이끌도록 선택한 것에 찬성합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Carl과 함께 SUNY를
뉴욕주의 경제 성장의 인도자로 만드는데 협력해왔습니다. 그는 주 전체에 경제 개발과
직업창출을 위한 고등교육을 함께 가져오는 민간 및 공공 부문의 계속되는 결합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경험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SUNY가 연구 및 혁신 면에서
세계를 이끌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오고 있으며, 저는 계속적인 협력을 고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SUNY 학생회장인 Kaitlyn Beachner는, “헌신된 공무원이자 SUNY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Carl McCall는 우리 대학 시스템의 접근성과 저렴성 유지에 앞장서는 지지자입니다.
Cuomo 주지사는 SUNY 시스템의 개혁과 강화를 그의 행정부의 최우선순위로 삼았고,
우리는 Mr. McCall의 임명에 기뻐합니다. 그는 SUNY를 고등교육의 국내 선두주자로 만들
수 있는 경험과 비젼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SUNY 학생들을 대표하여 새로운
이사회장과 함께 고등교육 향상에 협력하고 노력할 것을 고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고등교육 위원회 (Senate Higher Education Committee) 회장인 Kenneth LaValle
상원의원은, “저는 Cuomo 주지사가 많은 햇수동안 저와 같이 일해온 Carl McCall을
SUNY의 이사회인도자로 선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Carl의 공무원으로서의
수십년간의 경험과 공교육에 대한 이해는 이 직책에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그는 SUNY
2020를 개발하고 통과시킬 때 핵심역할을 감당했으며, 저는 그가 학생들, 지역사회, 및 주
전체를 위해 SUNY를 개발 및 향상시킬 것을 압니다. 그는 또한 SUNY의 저렴성 및
접근성을 유지시킬 것입니다. 저는 Carl과의 협력을 고대하며 Cuomo 주지사께 이 임명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함께, SUNY를 뉴욕 경제 성장의 선두주자로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고등교육 위원회(Assembly Higher Education Committee) 회장인 Deborah Glick 여성
하원의원은, “저는 Carl McCall의 넓은 영향력을 존경해오고 있으며 그의 관심이 주립대
시스템에 있다는 것이 매우 기쁩니다. 예전보다 더 그와 협력하여 일하게 될 것을
고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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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State Black, Puerto Rican, Hispanic and Asian Legislative Caucus 회장 Karim
Camara 하원의원은, “H. Carl McCall은 교육에 오랫동안 전념된 구별된 직업인입니다.
그의 뉴욕시 교육회(New York City Board of Education)의 수장직은, 그의 뉴욕 감사원장
재임시 기록에 의해 잘 보완되었습니다. 그를 SUNY의 이사회 회장으로 임명한 Cuomo
주지사는 옳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McCall 이사와 함께 모든 뉴욕인들에게
SUNY의 접근성과 저렴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Cuomo 주지사가
SUNY가 모든 뉴욕 가족들에게 고등공교육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방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하기 위한 의도를 충분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SUNY의 이사회 에 대하여
SUNY의 이사회 는 뉴욕주립대의 관리기관입니다. 이사회는 18명의 회원이 있으며, 그 중
15명은 상원의 조언과 동의와 함께 주지사에 의해 임명받습니다. 추가로, Student
Assembly of the State University의 회장이 직무상 투표이사로 재직하고, University Faculty
Senate의 회장과 Faculty Council of Community Colleges 회장은 직무상 비투표이사들로
재직합니다.
이사회의 책임은 대학 지도부 즉, 이사장 및 고위 시스템 교수진, SUNY 캠퍼스가
적용하는 학비 및 활동비를 조정하고 매년 발급하는 학위, 졸업장, 자격증 및 명예 학위
수여를 인정하는 캠퍼스 회장직 등의 임명 및 승인을 포함합니다. 이사회는 연중 거의
매달 모이며, 이사회모임은 대중에게 공개되며 뉴욕인들에게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생중계됩니다. 이사회는 또한 일년에 두 차례 여론 포럼을 열어 대중이
이사회와 소통하고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State University of New York에 대하여
State University of New York은 467,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64개 캠퍼스에서 7,500개
이상의 학위 및 자격증을 획득하고, 250만명 이상의 졸업생들이 세계에 나와 있는,
미국에서 규모가 제일 큰 종합대학입니다. SUNY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www.suny.edu

###
추가의 뉴스는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