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3월 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주립 대학교 이사회(SUNY BOARD OF TRUSTEES)의 

부의장으로 MERRYL TISCH 박사를 임명했다고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Merryl H. Tisch 박사를 뉴욕 주립 대학교 

이사회(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oard of Trustees)의 부의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Tisch 박사는 2017년 6월부터 뉴욕 주립 대학교 이사회(SUNY Board of 

Trustees)의 이사로 봉사해왔습니다. 그녀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뉴욕주의 교육 

관리기구인 교육 위원회(Board of Regents)를 책임져 왔던, 교육 분야에서 미국을 

선도하는 인물 중의 한 명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isch 박사님은 교육 정책 분야에서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주관을 가진 인물입니다. 고등 교육 분야에서 최고의 정점에 올라있는 분에게 

뉴욕 주립 대학교(SUNY)를 위한 역할을 맡기기 위해 이 새로운 직책에 임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사님은 수십 년에 걸친 경험과 전문 지식으로 이 직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의 고등 교육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McCall 의장님 및 

Tisch 박사님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이사회의 H. Carl McCall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Merryl 

Tisch 박사님은 시민 운동과 자선 활동을 통해 교육 정책에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에서는 학업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재정 책임에 대한 날카로운 

감각으로 그 동안 쌓아온 경험을 계속 활용해 갈 것입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이사회(SUNY's Board of Trustees)의 부의장으로 임명된 것을 축하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Kristina M. Johnson 명예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는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규모의 고등 교육 기관입니다. 양질의 

교육과 지원 환경을 보장하는 일은 엄청난 책임이 뒤따르는 일이며 모든 차원에서 

강력한 관리를 통해 달성되는 일입니다. Tisch 박사는 이사회의 귀중한 구성원이며 우리 

학생들의 강력한 옹호자입니다. 우리는 박사님과의 파트너십에 빠르게 의존하게 

되었고, 우리 업무에 대한 박사님의 견해를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Tisch 박사는 20년 동안 교육 위원회(Board of Regents)의 위원이었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부위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뉴욕주 교육 위원회(New York State Board of 

Regents)의 위원장으로서, Tisch 박사는 뉴욕주의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뉴욕주 전 

지역의 공립 교육 및 사립 교육 양쪽 모두를 감독하는 책임을 졌습니다. 박사의 정책은 

뉴욕시의 라마즈 스쿨(Ramaz School)과 비나이 여수룬 스쿨(B'nai Jeshurun 

School)에서 1 학년 담당 교사로 일한 경력을 비롯하여 교육, 지역사회 서비스, 자선 

분야 등의 영역에서 쌓은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사는 국제 구조 위원회 이사회(board of the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의 

이사직과 선도적인 사회 서비스 기관인 유태인 빈곤에 관한 메트로폴리탄 

협의회(Metropolitan Council of Jewish Poverty)의 공동 의장직을 비롯하여 현재 여러 

자선 단체 및 시민 단체와 관련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Tisch 박사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이사회(board of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의 이사이며, 

공공 디자인 위원회(Public Design Commission)에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을 

대표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사는 또한 워싱턴 근동 정책 연구소(The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와 시민 예산위원회(Citizens Budget Commission)의 집행 

위원회에도 참석하고 있으며, 뉴욕시 문화 자원 신탁 이사회(board of The Trust for 

Cultural Resources of the City of New York)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교육 대학원의 감독 위원회(Graduate School of Education's Board of 

Overseers)에서도 봉사하고 있습니다.  

  

Tisch 박사는 2008년에 마운트 시나이 병원(Mt. Sinai Hospital)에서 Tisch 암 

연구소(Tisch Cancer Institute)를 설립했습니다. 박사는 버나드 칼리지(Barnard 

College)에서 학사 학위를, 뉴욕 대학교(New York University)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의 티처스 칼리지(Teacher's College)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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