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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9/10/2015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SUNY 다양성다양성다양성다양성 정책정책정책정책 발표발표발표발표  

 

새새새새 정책은정책은정책은정책은 SUNY 이사회의이사회의이사회의이사회의 승인을승인을승인을승인을 받았으며받았으며받았으며받았으며 전국에서전국에서전국에서전국에서 가장가장가장가장 포용적임을포용적임을포용적임을포용적임을 자부자부자부자부 

 

학생들은학생들은학생들은학생들은 성적성적성적성적 취향취향취향취향, 성성성성 정체성을정체성을정체성을정체성을 자발적으로자발적으로자발적으로자발적으로 밝힐밝힐밝힐밝힐 기회를기회를기회를기회를 가질가질가질가질 것임것임것임것임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립대학교를 위한 전면적인 새로운 다양성, 공평성 

및 포용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SUNY 이사회가 채택한 이 안은 모든 SUNY 

캠퍼스를 위한 최고 다양성 책임자뿐만 아니라 학생, 교직원 사이의 다양성을 증대하기 

위한 전략 계획을 포함합니다. 또한 자신의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을 자발적으로 밝힐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새 툴이 있을 것입니다. 

 

“뉴욕주는 다양성을 포용해온 오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데 세계적 수준의 우리 

SUNY 대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새 다양성, 

공평성 및 포용 정책으로 우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모든 학생들을 위한 포용의 

전국적 리더 겸 횃불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다양한 주들 중 하나를 섬기는 공립대학교로서 SUNY가 모든 학생들의 

진화하는 니즈에 적응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라고 SUNY 총장총장총장총장 Nancy L. Zimpher가가가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다양성은 우리의 전략 계획에 짜여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2020년까지 

해마다 150,000개의 SUNY 학위를 수여할 목표로 완료 어젠다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의 

다양성 공약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야 합니다. 이사회에 감사하고 SUNY가 

평등이라는 중요한 이슈에서 전국적 리더가 계속 되도록 다양성 태스크포스를 통해 

기여하신 모든 분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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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책은 다양성을 인종, 민족, 종교, 성적 취향, 성별, 성 정체성 및 표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군필 지위, 장애 학생 지위, 일세대 학생 및 국제 학생 또는 대학 

전학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합니다. 이 정책은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와 지원을 개선하고 SUNY의 학생, 교직원 집단이 뉴욕주의 정책을 반영하여 모든 

다양한 집단을 환영하고 포용하려는 SUNY의 집념이 분명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Zimpher 총장이 소집한 SUNY 다양성 태스크포스는 SUNY와 전국의 리더 및 

전문가들의 의견과 데이터 분석 및 SUNY 내에 다양성을 증대하기 위한 현행 노력 

그리고 전국 고등교육의 결과 중 모범 관행에 근거하여 새 정책을 개발하였습니다. 

 

정책의 주요 내용: 

 모든모든모든모든 캠퍼스를캠퍼스를캠퍼스를캠퍼스를 위한위한위한위한 최고최고최고최고 다양성다양성다양성다양성 책임자책임자책임자책임자. 이 사람은 고위 행정 요원으로서 

포용성을 고양하고 모범 관행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캠퍼스 사무소와 협력합니다. 

모든 최고 다양성 책임자는 학교 이니셔티브를 알리고, 지원하며 시행하기 위해 

전교망으로서 협조할 것입니다.  

 캠퍼스와 SUNY 행정본부를 위한 전략적전략적전략적전략적 종합종합종합종합 다양성다양성다양성다양성 계획계획계획계획. 캠퍼스 계획은 

학생 모집, 유지 및 완료 전략; 행정요원, 교수 및 직원 모집 및  유지 전략; 평가 

요소를 포함할 것입니다.  

 다양성을다양성을다양성을다양성을 존중함을존중함을존중함을존중함을 입증한입증한입증한입증한 리더리더리더리더 물색물색물색물색 회사회사회사회사 이용을이용을이용을이용을 더욱더욱더욱더욱 강조강조강조강조. 그뿐만 아니라 

SUNY는 고등교육 기관에서 일하는 커플 고용과 관련된 난제도 취급할 것입니다.  

SUNY  와 캠퍼스 직원을 위한 맞춤식맞춤식맞춤식맞춤식 문화문화문화문화 역량역량역량역량 훈련훈련훈련훈련.  

 리더십 평가 과정에 연계된 정책 진도에 대한 연례연례연례연례 보고보고보고보고.  

 다양성, 공평성 및 포용성 분야의 전담전담전담전담 교수교수교수교수 연구자연구자연구자연구자들이 SUNY 최고 다양성 

책임자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정책의 효과 및 지속적 개선을 평가할 것입니다. 

 

본 정책 이외에 이사들은 SUNY 캠퍼스에 등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음 사항을 

자발적으로 밝힐 기회를 제공할 새 데이터 수집 툴도 승인하였습니다: 

 성적성적성적성적 취향취향취향취향. 학생들은 7가지 옵션(이성애자,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범성애자, 남자 동성애자, 의문 또는 불확신)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식별되지 않은 

취향을 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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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성성성 정체성정체성정체성정체성. 같은 툴 내에서 학생들은 7가지 옵션(남성, 여성, 성전환 남성, 

성전환 여성, 양성탈피자/양성유동자, 의문 또는 불확신)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성 

정체를 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세대 대학생, 현역 군인 또는 제대자임, 캠퍼스 내 및/또는 외에서 일할 

것인지 및 캠퍼스 사무소에 장애인 서비스를 요청하였는지 같은 추가추가추가추가 지위지위지위지위.  

 

포용적이 되려는 SUNY 노력의 관건인 학생들은 이 데이터를 각 학기에 업데이트할 

기회를 가질 것이며; SUNY는 캠퍼스별, 섹터별 및 SUNY 전체적으로 스스로 밝히는 

학생들의 유지 및 완료 패턴을 검토하여 학생 지원 서비스에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SUNY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포용적인 고등교육 기관이 되려고 다짐하며 이 정책은 

우리의 모든 캠퍼스와 사무소들이 최고 표준에 충실하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SUNY 

이사회이사회이사회이사회 의장의장의장의장 H. Carl McCall이이이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커뮤니티들과 학교들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우리 대학교들은 더욱 더 많은 일세대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SUNY는 오늘날의 학생들과 향후에 SUNY에 다닐 학생들을 위해 이 종합 다양성 및 포용 

정책을 구현하여 자랑스럽습니다.”  

 

전국적으로전국적으로전국적으로전국적으로 유명한유명한유명한유명한 LGBTQ 권리권리권리권리 리더인리더인리더인리더인 SUNY 이사이사이사이사 Richard Socarides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SUNY는 LGBTQ 커뮤니티 구성원을 환영하는 곳이고 

Cuomo 지사 아래에서 뉴욕주가 과시한 완전한 다양성 및 포용성 집념을 계속 다진다는 

또 하나의 분명한 선언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툴로 우리는 캠퍼스별 그리고 SUNY 

전체의 유지 및 이수 패턴을 고찰하여 지원 개선이 필요할 수 있는 분야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UNY는 오래전부터 전교 레벨에서 다양성 및 포용성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전에 최고 

다양성 책임자를 선임하고 중앙에 다양성 공평성 포용성 실을 세웠습니다.  SUNY 

전체의 다양성 노력으로 눈에 띄는 성과, 특히 대표성이 미흡한 소수자 학생들을 위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SUNY는 6년 졸업율에서 대표성이 미흡한 소수자 

학생들과 백인 학생들 사이의 성취율 차이를 8.1%로 좁혔습니다(전국 공립 및 유사한 

사립 대학들이 보고한 17% 차이 대비). SUNY 총계의 퍼센트로서 대표성이 미흡한 

소수자 등록율은 10년 기간 동안에 14.7%에서 23.8%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새 정책은 SUNY의 다양성이 뉴욕주의 예상 인구구성을 대표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이 성공하도록 돕는 증거 기반 프로그램 및 지원의 확대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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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2008-09년과 2019-20년 사이에 히스패닉 공립 고등학교 학생들 수는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시아/태평양섬 출신 수는 40%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 다수가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에 다니는 이러한 학생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 SUNY는 

교육 기회 프로그램 및  기타 학생들을 대학 수준 교육에 준비시키는 K-12 개입 같은 

서비스를 확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과 기타 신정책을 알리기 위해 사용되는 주요 유인물의 요약이 포함된 상세 

데이터 브리핑을 온라인에서 입수할 수 있으며 추가 정보는  다양성 태스크포스 

웹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SUNY 이사이사이사이사 겸겸겸겸 SUNY 학생회학생회학생회학생회 회장회장회장회장 Thomas Mastro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SUNY 

학생들은 이 진보적 정책과 새로운 학생 정보 툴 개발에서 한 역할을 하여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다양성이 강의실에 가져오는 가치를 환영하며 이 접근법으로 

모든 학생들이 계수될 수 있고 캠퍼스가 그들의 니즈를 충족할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SUNY 이사이사이사이사 겸겸겸겸 대학대학대학대학 교수회교수회교수회교수회 회장회장회장회장 Peter Knuepfer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가 

점점 다양한 학생 집단의 니즈를 충족할 때에 이 정책은 SUNY를 위해 중요한 

전진입니다.  교직원의 다양성 증진이 이러한 목표 달성의 열쇠입니다.” 

 

SUNY 이사이사이사이사 겸겸겸겸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칼칼칼칼리지리지리지리지 교수협의회교수협의회교수협의회교수협의회 회장회장회장회장 Nina Tamrowski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SUNY의 커뮤니티 칼리지들은 열린 접근성 기관들인데 그 특별한 역할은 

이 정책의 포용적 초점과 잘 맞습니다.” 

 

SUNY 교무처장교무처장교무처장교무처장, 부총장부총장부총장부총장 겸겸겸겸 태스크포스태스크포스태스크포스태스크포스 공동의장공동의장공동의장공동의장 Alexander N. Cartwright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포용성은 우리가 다양성 공약을 충족하도록 하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학생과 교직원들이 매일 캠퍼스에 있는 데 대해 느끼는 방식을 

다룹니다. 그들이 존중받는가? 그들이 지지받는다고 느끼는가? 우리는 SUNY에 오는 

모든 사람이 환영받고 여기에서 성공할 수 있음을 알기 원합니다.” 

 

SUNY 최고최고최고최고 다양성다양성다양성다양성 책임자책임자책임자책임자 겸겸겸겸 태스크포스태스크포스태스크포스태스크포스 공동의장공동의장공동의장공동의장 Carlos N. Medina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전교 다양성 공평성 포용성 실은 이 정책을 전심으로 지지하며 그 시행을 

지원하기를 고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이 포용 우수성 원칙을 뒷받침하고 

강의실과 우리 커뮤니티 전체에서 다양성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University at Albany 학장학장학장학장 겸겸겸겸 태스크포스태스크포스태스크포스태스크포스 멤버인멤버인멤버인멤버인 Robert Jones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Korean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저는 포용 우수성 원칙의 강한 신봉자입니다. 이 정책은 제가 고등교육 

행정에 몸담은 38년 동안 저를 인도한 원칙과 맞고 제가 캠퍼스를 위해 정한 목표와도 

일치합니다. 이 정책에서 다양성 태스크포스와 협력한 것은 영광이었으며 저는 그것이 

SUNY를 다양성과 포용성에서 전국적 리더로 고양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SUNY Potsdam 학장학장학장학장 겸겸겸겸 태스크포스태스크포스태스크포스태스크포스 멤버인멤버인멤버인멤버인 Kristen Esterberg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저는 SUNY 다양성 태스크포스에서 봉사하여 매우 기뻤습니다. 권고 

사항들은 대담하고 단호하여 우리가 다양한 학생 집단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계속 

진화하도록 합니다.” 

 

뉴욕주립대학교뉴욕주립대학교뉴욕주립대학교뉴욕주립대학교(SUNY) 소개소개소개소개 

뉴욕주립대학교는 미국 최대의 종합 대학으로 64개 칼리지 및 대학교의 캠퍼스에서 및 

온라인 Open SUNY통해 7,500개의 학위 및 수료 프로그램에 약 460,000명이 재학 

중입니다. 주 전역에 걸친 SUNY 학생들과 교수들은 매년 외부에서 후원하는 활동에 

거의 10억 달러의 결과를 내는 연구 및 발견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SUNY 출신은 

전세계적으로 약 300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SUNY가 기회를 만드는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suny.edu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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