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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소모스(SOMOS) 컨퍼런스에서 올버니 대학교(UNIVERSITY AT 

ALBANY)의 HAVIDÁN RODRÍGUEZ 학장을 뉴욕 주립 대학교 히스패닉 리더십 

연구소(SUNY HISPANIC LEADERSHIP INSTITUTE) 상임 이사로 임명한다고 발표  

  

고등 교육계에서 라틴계 경영진 발굴 및 양성을 위한 국가적 모델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연구소  

  

  

푸에르토리코에서 열린 소모스(SOMOS) 컨퍼런스에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올버니 대학교(University at Albany) 학장인 Havidán Rodríguez 박사가 뉴욕 주립 

대학교 히스패닉 리더십 연구소(State University of New York Hispanic Leadership 

Institute)의 상임 이사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1월 1일에 임기를 시작할 

Rodríguez 학장은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시스템 전반에서 차세대 라틴계 리더급 

인재 개발 및 지원의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규모의 종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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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과감하게 노력해왔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포용성과 다양성이 우리의 가장 

큰 강점임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반드시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시스템뿐 아니라 그 

밖의 자산을 활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히스패닉 리더십 연구소(Hispanic Leadership 

Institute)를 설립했습니다. Rodríguez 학장이 추가로 임원직을 수락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차세대의 히스패닉 지도자에게 힘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그와 그의 

동료들이 달성할 위대한 업적을 기대합니다."  

  

Havidán Rodríguez 학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스패닉 리더십 연구소(Hispanic 

Leadership Institute)는 대학이 시스템 전반에서 차세대 인재를 위해 성공 기회를 늘릴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저는 새로운 

세대의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리더들을 양성할 이 중요한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보장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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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립 대학교(SUNY)에서 무엇보다도 대학 총장, 교무 처장, 최고 재무 책임자, 최고 업무 

책임자 등의 직책을 담당할 히스패닉 리더들을 발굴, 보유,양성하는 데 주력합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히스패닉 리더십 연구소(SUNY Hispanic Leadership Institute)의 업무는 



히스패닉 고등 교육 공동체의 인정받는 뉴욕주와 국가적 리더들 15명으로 구성된 

저명한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가 이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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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할 것입니다. 연구소는 또한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전체 교수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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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할 예정입니다.  

  

연구소는 뉴욕 주립 대학교(SUNY)에 훌륭한 자질을 갖춘 히스패닉 리더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상 프로그램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개별 지원: 연구소는 발전과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현존 또는 신진 라틴계 리더들을 

위한 개별 평가 및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인식 및 교육 활동: 연구소는 뉴욕 주립 대학교 이사회(SUNY Board of Trustees)를 

포함한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전체 리더들과 함께 라틴계 리더십을 주제로 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 이해, 지식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강의와 행사를 후원합니다.  

  

조사 위원회 훈련: 연구소는 조사 위원회가 훌륭한 자질을 갖춘 잠재적인 히스패닉 

후보자들을 식별하는 방법을 훈련받고 이해하도록 지침 및 지원책을 개발하기 위해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최고 다양성 담당관과 협력합니다. 

  

후보자 식별: 연구소는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요직을 위한 잠재적인 히스패닉 

후보자들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 및 전국의 

광범위한 리더 네트워크와 협력합니다.  

  

자원 및 연구 활동: 연구소는 뉴욕주와 전국의 고등 교육 기관의 라틴계 리더들을 위한 

도전과 기회에 관련된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그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패닉 리더십 개발, 보유, 성공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후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이사회(SUNY Board of Trustees) 의장인 Merryl H.Tisch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Rodriguez 학장은 약 30년 간 고등교육에서 리더십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가 헌신적인 노력으로 캠퍼스 전역에 걸쳐 히스패닉계 학생을 

위한 기회를 발견할 이 귀중한 조직을 이끌 것이라는 사실에 기쁩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우리는 뉴욕 주립 대학교(SUNY) 곳곳에서 경영진들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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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dríguez 학장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데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고, 특히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재난 대응을 통해 그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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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기에 완벽한 인재입니다. 그는 커리어 성장과 발전을 원하는 히스패닉 고등 교육 

전문가에게 모범적인 역할 모델이자 멘토입니다. Rodríguez 학장은 Teresa Miller 전략 

이니셔티브 선임 부총재 겸 다양성 사무소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뉴욕 주립 대학교 

다양성, 평등, 포용 사무소(SUNY's Office of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전면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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