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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수학수학수학수학 시험이시험이시험이시험이 시작됨에시작됨에시작됨에시작됨에 따라따라따라따라 학생과학생과학생과학생과 부모들을부모들을부모들을부모들을 보호하는보호하는보호하는보호하는 COMMON CORE 개혁을개혁을개혁을개혁을 강조강조강조강조 

 

Cuomo 지사는 오늘 FY14-15 주 예산에 제정된 새 개혁 덕분에 금주에 Common Core 주 고사를 

치르는 3-8 학년 학생들이 보호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가 개선된 Common Core 

시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 개혁은 금년 시험에서 학생들을 위해 높은 위험을 제거합니다.  

 

“뉴욕주 학교들의 기준을 높이는 것은 미래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준비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만 

Common Core를 올바르게 시행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이 우리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자신감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본인이 지난 달 서명한 Common 

Core 시행 개혁법은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이러한 새 기준이 적절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확신을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줍니다. 이 개혁과 더 높은 기준을 위한 우리의 다짐으로 뉴욕주는 내일을 

위해 우리 학교들을 재구상하는 데 있어서 미국을 계속 선도할 것입니다.” 

 

44개주가 Common Core 표준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표준은 학생들이 대학과 21세기 직장에서 

성공하려면 필요한 지식과 기능뿐만 아니라 전세계 고성과 국가에서 사용되는 교육 전략에 바탕을 

둡니다. 올해는 뉴욕주가 이 더 높은 기준에 근거하여 학생들을 테스트한 두 번째 해입니다.  

 

Cuomo 지사가 서명한 Common Core 시행 개혁법은 다음 변경 사항을 포함합니다:  

• 주 고사에서 3-8학년의 Common Core 점수는 학생의 성적표에 인쇄되거나 영구 기록에 

포함되지 못하게 합니다; 

• 교육구는 주 고사에서 3-8학년의 Common Core 점수를 승급 및 배치 같이 학생을 위한 

주요 결정에서 단독 또는 일차적 요인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아원~2학년 아동들에게 표준화된 “버블 테스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 및 지역 표준화 고사를 위해 그리고 표준화 고사 준비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수업 

시간의 양이 제한되며,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수한 가르침을 통해서 

임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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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고사에서 투명성이 요구되며 교육구가 불필요한 과잉 시험을 제거하는 것이 더욱 

쉬워집니다; 

• 교육 및 운용 서비스를 위해 중요한 데이터 및 기술 도구를 계속 사용하면서 대중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뉴욕주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법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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