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2월 1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H. CARL MCCALL을 기리기 위해 뉴욕 주립 대학교 행정 빌딩을 

개명한다고 발표  

  

H. Carl McCall 뉴욕 주립 대학교 빌딩은 뉴욕 주립 대학교 행정 캠퍼스로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며, 여기에서 명판 확인 가능  

  

Cuomo 주지사, 뉴욕을 위한 McCall의 뛰어나고 오랜 봉사에 대해 주지사의 메달 수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올버니 시내에 위치한 뉴욕 주립 대학교 행정 

빌딩(SUNY Administration Building)이 H. Carl McCall 뉴욕 주립 대학교 빌딩으로 

개명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뉴욕 주립 대학교 이사회(SUNY Board of Trustees) 

이사장, 주 감사관 및 유엔 대사 등 뛰어난 능력을 보인 선구적인 공무원을 기리는 

것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주를 위해 오랫동안 뛰어나게 봉사한 McCall의 경력을 기려 

주지사의 공공 서비스 메달(Medal of Public Service)을 수여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arl McCall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뛰어난 

서비스와 리더십으로 위대한 주를 빛내주신 진정한 공무원이자 친구이며, 모든 뉴욕 

주민은 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업적은 셀 수 없으며, 그의 유산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지할 것이고,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정부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에서 가장 위대한 선구자 중 한 명에게 

주지사의 공공 서비스 메달을 수여하고 그를 기려 뉴욕 주립 대학교 행정 빌딩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가치 있는 헌사입니다."  

  

Carl McCa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모든 학생이 더 고등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넓힘으로써 뉴욕 주민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할 리더십과 영향력의 원천이 되어 

영광이며, 제 일을 인정하고 축하해주신 주지사의 행동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의 

성취는 공공 서비스를 위해 일한 지난 수년간 주지사, 입법부, 뉴욕 주립 대학교 이사회, 

명예총장, 그리고 많은 공무원과 파트너십을 맺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제가 봉사한 

사람들, 특히 스스로의 가열찬 노력과 좀 더 많은 일을 하려는 열망으로 더 좋은 삶을 

일군 학생들로부터 얻은 피드백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Carl_McCall_SUNY_Building.pdf


 

 

Cuomo 주지사는 흑인, 푸에르토리칸, 히스패닉 및 아시아 간부회의(Black, Puerto 

Rican, Hispanic & Asian Legislative Caucus) 회원과 손님이 참석한 이그제큐티브 

맨션(Executive Mansion)의 연회에서 공식적으로 개명을 발표하고 주지사의 공공 

서비스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McCall은 거의 50년간의 공공 서비스를 통해 여러 역할로 뉴욕주에 봉사했습니다. 그는 

할렘과 맨해튼의 일부 지역을 대표하는 주 상원의원으로 세 번의 임기를 역임한 후 주 

감사관으로서 최초로 주 전역 사무실에 선출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McCall은 뉴욕 주립 대학교 이사회 이사장으로 학비를 저렴하게 유지하고 수천 

명의 뉴욕 주민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뉴욕 

주립 대학교는 첫 번째 다양성 및 포용 사무소(Office of Diversity and Inclusion)와 시스템 

전반의 다양성 정책을 도입하고, 교육 기회 프로그램(Educational Opportunity 

Programs)을 확대하고, 대학 캠퍼스 내의 성폭행 방지를 위해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으며, 뉴욕 주립 대학교 지원 시 범죄 경력을 밝히지 않도록 하고, 대표자가 

적은 교수진의 수를 늘리기 위해 시스템 전반의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이사회 의장인 Merryl H. Tisch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 Carl 

McCall 뉴욕 주립 대학교 빌딩은 당시 국가의 역사를 반영하기 위해 100년도 전에 

설계되었으며, 오늘 주지사의 행동으로 우리 시대에 가장 변혁적인 지도자 중 한 명을 

상기시키는 건물로 알려질 것입니다. Carl McCall은 모든 사람의 지지자이며, 그는 

교육을 통해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와 우리나라와 시민들에게 봉사함으로써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범을 지속적으로 제시합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명예총장 Kristina M Johns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 Carl 

McCall은 제게 교육은 개인이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더 좋은 삶을 창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인생의 목적은 저와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매일 영감을 줍니다. 평등, 다양성, 그리고 모든 뉴욕 학생, 특히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접근성에 대한 그의 깊은 헌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저는 교육에 대한 

그의 열정과 미래 세대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도록 돕는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상징하도록 저희 본부 건물을 H.Carl McCall 뉴욕 주립 대학교 빌딩으로 개명하는 것이 

그를 기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지사의 공공 서비스 메달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H. Carl McCall 귀하  

  

개척자, 공무원, 인도주의자  

  



 

 

뉴욕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제공한 수십 년간의 리더십, 지혜, 도덕적 명료성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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