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6월 2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HAVIDÁN RODRÍGUEZ 박사를 뉴욕주 역사상 최초의 뉴욕 주립 

대학교(SUNY) 4년제 공립 대학의 히스패닉계 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발표  

 

올버니 대학교(University at Albany, UAlbany)의 20 대 총장으로 임명된  

Havidán Rodríguez 박사  

 

차세대 라틴계 리더의 모집 및 준비를 위해 설계된 뉴욕 주립 대학교 히스패닉 리더십 

연구소(SUNY Hispanic Leadership Institute)를 주지사가 출범시키며  

그 후속 조치로 임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Havidán Rodríguez 박사를 뉴욕주 역사상 최초로 

뉴욕 주립 대학교(SUNY) 4 년제 대학의 히스패닉계 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버니 대학교(University at Albany)의 20 대 총장으로 Rodríguez 박사를 임명한 것은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시스템 전체에서 경영진이 될 만한 수준의 차세대 라틴계 

리더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책임을 맡은 주지사의 뉴욕 주립 대학교 히스패닉 리더십 

연구소(SUNY Hispanic Leadership Institute)가 출범한 이후 그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Rodríguez 박사는 이전에 텍사스 리오그란데 밸리 대학교(University of Texas Rio 

Grande Valley)에서 설립 당시 교무처장을 지내고 학사 담당 집행 부총장까지 역임한 

고등 교육계의 리더로서 25년간의 경험을 쌓은 후 올버니 대학교(UAlbany)에 

합류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Rodríguez 박사님은 25 년 이상 고등 교육계에서 

검증받은 리더이며 올버니 대학교(University at Albany)를 계속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경험, 재능, 전문 지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시스템은 뉴욕 

최고의 보석 중 하나입니다. Rodríguez 박사님과 협력하여 우리의 수준을 새로운 

차원으로 계속 끌어올리고 학생들에게는 최상의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임명에 대해 박사님께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앞으로 함께 협력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Rodríguez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올버니 대학교(University at Albany)의 차기 

총장으로 봉사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특권을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올버니 대학교(UAlbany)는 전국의 연구 대학 중에서 뛰어난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저를 신뢰해 주신 Cuomo 주지사님, McCall 의장님, Zimpher 명예총장님, 

이사회(Board of Trustees)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한 Michael Castellana씨와 검증 

위원회(search committee)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명예총장이신 Kristina 

Johnson 박사님과 협력하여 일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국립 다양성 위원회(National Diversity Council)는 오늘, 비즈니스 리더, 교육계 리더, 

정책 리더, 지역사회 리더 등을 포함하여 업계 전문가들을 총 망라해서 작성한 2017년 

최고의 라틴계 리더(Top Latino Leaders)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15 명의 

선정인 중 단지 2 명만이 고등 교육 분야에 있습니다. Havidán Rodríguez 박사는 이 

목록에 실린 유일한 학계 행정가였습니다.  

 

Rodríguez 박사는 가장 최근에 텍사스 리오그란데 밸리 대학교(University of Texas Rio 

Grande Valley)에서 설립 당시 교무처장을 지내고 학사 담당 집행 부총장까지 역임하며 

고등 교육계에서 25년간의 경험을 쌓은 후 올버니 대학교(UAlbany)에 합류했습니다. 

Havidán Rodríguez 박사는 고등 교육계에서 25 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올버니 

대학교(University at Albany)에 부임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텍사스 리오그란데 밸리 

대학교(University of Texas Rio Grande Valley)에서 설립 당시 교무처장을 지내고 학사 

담당 집행 부총장까지 역임했습니다.  

 

그 이전에 Rodríguez 박사는 텍사스-팬 아메리칸 대학교(University of Texas - Pan 

American, UTPA)에서 위원장, 임시 이사, 교무 처장, 학사 담당 부총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텍사스-팬 아메리칸 대학교(UTPA)에서 일하기 전에, Rodríguez 박사는 

델라웨어 대학교(University of Delaware)에서 학사 담당 및 국제 프로그램 부 교무처장, 

사회학 및 형사 행정학 교수로 근무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또한 세계적으로 연구를 

선도하는 사회과학 재해 연구 센터 중 하나인 재해 연구 센터(Disaster Research 

Center)를 지휘했습니다. Rodríguez 박사는 푸에르토리코-마야구에스 대학교(University 

of Puerto Rico-Mayagüez)에서 10년 넘게 교수 겸 행정직을 수행했으며 미국 사회학 

협회(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에서 소수민족 문제 프로그램(Minority Affairs 

Program) 국장직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시간 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의 

인구학 팰로우 프로그램(Population Fellow’s Program)의 객원 교수직도 역임했습니다.  

 

Rodríguez 박사는 메릴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Maryland)에서 심리학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위스콘신-밀워키 대학교(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를, 위스콘신-매디슨 대학교(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이사회(SUNY Board of Trustees)의 H. Carl McCall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Rodríguez 박사님의 존경받는 경력으로 볼 때 뉴욕 주립 대학교(SUNY)는 

그분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전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길은 올버니 



대학교(University at Albany)의 강점에 집중하여 이 대학교와 직접적으로 유사한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사회(Board of Trustees) 및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전체 가족을 대표하여, 저는 박사님을 주도 지역으로 모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함께 협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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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은 탁월한 자격, 학문적 우수성과 더불어 연구 우수성에 대한 검증된 기록, 이 

직분에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뉴욕 주립 대학교(SUNY)와 올버니 

대학교(UAlbany)에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Rodríguez 박사님이 학생, 교직원, 

직원들이 최고 수준의 성공에 이르도록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캠퍼스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흑인, 푸에르토리코 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입법 간부회의(Black, Puerto Rican, 

Hispanic & Asian Legislative Caucus)의 의장 겸 다양성과 포용성에 관한 주지사 

자문위원회(Governor’s Advisory Council on Diversity and Inclusion)의 위원인 

N. Nick Perry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Rodríguez 박사님은 고등 

교육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높이 평가되는 리더 중 한 명입니다. 저는 그분이 재임기간 

동안 올버니 대학교(University of Albany)의 우수한 유산을 지속적으로 쌓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이 임명에 대해 Rodríguez 박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히스패닉계 리더들이 뉴욕 주립 대학교(SUNY)와 주정부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역할을 맡는 것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는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시스템을 강화하고 뉴욕의 여러 세대 학생들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도록 만들기 위해 박사님과 협력하여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인/히스패닉 태스크포스(Puerto Rican/Hispanic Task Force)의 대표 겸 

다양성과 포용성에 관한 주지사 자문위원회(Governor’s Advisory Council on Diversity 

and Inclusion)의 위원인 Marcos A. Cresp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뉴욕의 

라틴계 지역사회는 라틴계의 성장세가 뉴욕 주립 대학교(SUNY) 경영진 수준의 리더십에 

반영되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력 연구 대학 중 한 곳을 이끌고 있는 

Havidán Rodríguez 박사와 같은 탁월한 교육자 겸 행정가를 선택하는 일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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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주지사가 처음 발표한 뉴욕 주립 대학교 히스패닉 리더십 연구소(SUNY 

Hispanic Leadership Institute)는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시스템에서 근무할 최고 

수준의 임원 직책을 위해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히스패닉 리더를 발굴하고 

유지하며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규모의 종합적인 고등 

교육 시스템인 뉴욕 주립 대학교 (SUNY)는 미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대학 시스템이 되기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launch-suny-hispanic-leadership-institute


위해 최선을 다해 과감하게 노력해왔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학술 및 병원 업무부(Academic and Hospital Affairs)의 최고 책임자인 

Ricardo Azziz 박사가 이끄는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라틴계 리더십 

자문위원회(Latino Leadership Advisory Council)는 대학 총장, 학장, 최고 재무 책임자, 

최고 업무 책임자, 기타 직책 등을 수행하도록 히스패닉계 리더들을 모집하여 

훈련시키는 일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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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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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또한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전체 교수진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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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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