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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COMMON CORE 구현구현구현구현 패널패널패널패널 구성원구성원구성원구성원 발표발표발표발표  

 

패널은패널은패널은패널은 COMMON CORE 표준의표준의표준의표준의 롤아웃에롤아웃에롤아웃에롤아웃에 대한대한대한대한 개선을개선을개선을개선을 신속히신속히신속히신속히 권고하고권고하고권고하고권고하고 학생들에게학생들에게학생들에게학생들에게 우선권우선권우선권우선권 부여부여부여부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Common Core 표준 롤아웃에 대한 즉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할 Common Core 구현 위원회의 구성원들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달 자신의 

예산 해결안에서 주지사는 뉴욕의 Common Core 구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뉴욕주 의원, 학부모, 교육자, 기업 및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포함하는 이 패널은 Common 

Core 구현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 세션이 종료되기 전 일련의 권고안을 제공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Common Core 표준은 뉴욕의 학교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부분으로, 효과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면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혼란과 좌절만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mmon 

Core의 구현을 개선하기 위해 이 패널의 구성원들이 이행 가능한 일련의 권고를 제공하는 데 

신속하게 움직일 것을 촉구합니다.” 

 

Common Core는 뉴욕에서 최초로 수립된 이후, 학부모, 교사, 학교 행정담당관, 뉴욕주 지역사회 

리더들이 제기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중요한 대화가 오고 갔으며 이후 프로그램의 구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Common Core는 뉴욕주의 교육 체계를 혁신하는 데 필요하지만, 어떤 

기준과 마찬가지로 뉴욕의 학교를 진정으로 개선하려면 올바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패널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Stanley S. Litow 부사장, IBM Corporate Citizenship and Corporate Affairs & President, IBM 

International Foundation(위원장) 

• John Flanagan 상원의원, Senate Education Committee Chair(상원 지명) 

• Catherine Nolan 하원의원, 국회 교육 위원회 위원장(국회 지명) 

• Linda Darling-Hammond, Charles E. Ducommun 교육학 교수, Stanford 대학 교육 대학원 

• Todd Hathaway 교사, East Aurora 고등학교(Erie 카운티) 

• Alice Jackson-Jolley, 부모(Westchester 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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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e Kress 학장, Monroe 커뮤니티 칼리지 

• Nick Lawrence 교사, East Bronx Academy for the Future(NYC) 

• Delia Pompa 프로그램 담당 수석 부사장, La Raza 협의회 

• Charles Russo 교육감, East Moriches UFSD (Long Island) 

• Dan Weisberg, EVP 겸 법률 고문, New Teacher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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