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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SUNY 교사교사교사교사 임용임용임용임용 준비준비준비준비 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임용임용임용임용 요건을요건을요건을요건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교사교사교사교사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참가를참가를참가를참가를 위한위한위한위한 학력학력학력학력 요건을요건을요건을요건을 올려올려올려올려 SUNY 칼리지들과칼리지들과칼리지들과칼리지들과 대학교의대학교의대학교의대학교의 일류일류일류일류 임용임용임용임용 후보자들을후보자들을후보자들을후보자들을 

선발하겠다는선발하겠다는선발하겠다는선발하겠다는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약속을약속을약속을약속을 이행하다이행하다이행하다이행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State University of New York(SUNY) 평의원회가 SUNY 총장이 SUNY 

칼리지 및 대학교의 교사진들의 새로운 임용 요건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으로 제출한 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평의원회의 이러한 조치로 선발 기준의 기대치를 높여 교사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주지사의 2013년 약속이 이행되게 되었습니다. 

 

“뉴욕의 고등교육 시스템의 질은 강의실에서 가장 우수하고 똑똑한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임용 요건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후보군에서 우리 뉴욕주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번 SUNY의 조치가 보다 높은 기준과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생각되어 

기쁩니다.”  

 

이번 조치는 임용 요건을 늘리려는 SUNY 및 CUNY 교사 및 교장 임용 준비 프로그램에 대한 New NY 

Education 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의 일부를 충족합니다. 이는 후보자들이 원하는 전문 분야와 상관 

없이 진정으로 일류 수준을 갖춘 사람들이고 모든 대학원생들과 학문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입증하기 위해 GRE(Graduate Record Examinations)와 같은 입학 평가 방식을 사용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SUNY는 교사 및 교장 임용 준비 프로그램의 임용 요건을 최소 GPA 

3.0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SUNY는 17여명의 교사 임용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뉴욕주 교사의 약 2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두 가지 권고사항을 모두 채택하는 이번 조치는 최우수 임용 

후보들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 배치하도록 하는 데 더 전향적인 조치입니다. 

 

“뉴욕의 아이들은 훌륭한 교사와 멘토와 함께 공부할 자격이 있습니다. SUNY가 내놓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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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요건은 모든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더욱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라고 SUNY의 Nancy L. Zimpher 총장이 말했습니다. “SUNY는 매년 수 천 명의 뉴욕 

교사들과 학교 지도자들의 임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치를 높인다면 뉴욕의 교육 

결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지속적인 노력과 

모든 학생들을 위한 지지에 감사 드립니다.”  

 

세계 최고 성과를 내는 학교 시스템이 일류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들 중에서 교사와 교장을 

채용하지만 국립 교사의 약 30%만 칼리지 졸업 반의 상위 1/3 출신입니다. 가장 강력한 교육 

시스템을 가진 나라에서는 교사 임용 후보자들이 교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반의 상위 10% 

출신입니다. 뉴욕의 경우 예비 교사들은 교사 임용 준비 프로그램에 들어갈 주 단위의 최소 기준도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뉴욕이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위해 교육 현장에 높은 진입 장벽을 

설정함으로써 가장 잘 준비된 교사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데 큰 진일보한 조치입니다.  

 

2012년 4월, Cuomo 주지사는 New NY Education 개혁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주지사는 주 교육 시스템 강화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생각을 제공하는 리더들을 뉴욕주 

전역에서 한자리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개혁위원회는 다양한 청문회를 통해 얻은 이러한 전문가 

조언을 활용하여 주지사가 채택하고 주정부 예산 과정 내에서 제정한 권고사항의 예비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교사와 리더 임용 준비는 state teacher colleges라는 기원을 갖고 있는 11개 캠퍼스와 함께 오랫동안 

State University of New York의 핵심 미션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SUNY는 교사 임용 준비 

프로그램의 기대치를 높였고, 다른 프로그램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 되었으며, 이 시스템으로 

나오는 수준 높은 대학원생들의 자질을 뉴욕의 모든 지역에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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