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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대책 위원회는 내일인 10월 29일에 Lower Hudson Valley에서 처음으로 

시행되고 뉴욕 주 전역에서 12회 계획되어 있는 공청회 일정을 금일 발표하였다. 본 대책 

위원회는 다음 주에 각 지역별로 공직 인사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10개의 

청문회를 동시 다발적으로 주최할 계획이다. 뉴욕 주민들이 참여하여 적극적인 피드백을 

수행하는 본 공청회는 연속적으로 시행될 지원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필수과목 대책 위원회의 수석 어드바이저인 Richard Parsons, Providence Equity 

Partners Inc. 그리고 전 이사회 회장인 Citigroup Inc이 의장을 맡는다. 
 

Parsons씨는씨는씨는씨는, “본 공청회들을 통해 우리에게 당면한 필수과목과 관련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 대책 위원회는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말씀하고 각 기준들에 대해 중요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실 뉴욕 전역의 

주민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저는 빨리 계획되어 있는 공청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공청회 기간 동안 필수과목 대책 위원회 구성원들은 다섯 명의 연사로부터 본 대책 

위원회의 담당 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한 프레젠테이션을 받게 된다. 해당 

프레젠테이션 후에 대책 위원회 구성원들은 연사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한 모든 공청회 과정은 공직 인사들과 대중에게 공개되며 

회의 내용을 녹화한 동영상은 대책 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재될 예정이다. 
 

각 지역별로 시행되는 공청회에서는 공직 인사들이 초청되어 정해진 시간 동안 필수과목 

대책 위원회의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전체 공청회 과정은 공직 인사들과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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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1차차차차 청문회청문회청문회청문회 – 10월월월월 29일일일일 목요일목요일목요일목요일, 오후오후오후오후 4시부터시부터시부터시부터 오후오후오후오후 6시까지시까지시까지시까지  
The College of New Rochelle 
Maura Hall Room, Maura Hall 
29 Castle Place 
New Rochelle, NY 10805 

비고 – 오후 3시 30분부터 체크인 시작 
 

지역지역지역지역 청문회들청문회들청문회들청문회들 – 11월월월월 6일일일일 금요일금요일금요일금요일, 오후오후오후오후 3시부터시부터시부터시부터 오후오후오후오후 5시까지시까지시까지시까지  

뉴욕 주의 각 지역에서 총 10개의 청문회가 시행된다. 지역 청문회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다음 주 초부터대책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2차차차차 청문회청문회청문회청문회 – 11월월월월 18일일일일 수요일수요일수요일수요일, 오후오후오후오후 2시부터시부터시부터시부터 오후오후오후오후 4시까지시까지시까지시까지  

Erie 카운티에서 시행. 청문회 내용은 추후 대책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뉴욕 주민들은 필수과목 대책 위원회 웹사이트에 그들의 의견과 추천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웹사이트 주소는 ny.gov/CommonCoreTaskForce이다. 
 

내일내일내일내일 Lower Hudson Valley에서에서에서에서 시행되는시행되는시행되는시행되는 1차차차차 공청회의공청회의공청회의공청회의 발표자들은발표자들은발표자들은발표자들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다같다같다같다.  

1. Dr. Linda Sturges (SUNY Maritime College의 수학 및 컴퓨터 과학 교육과정 

감독관 및 교수) 

2. Judy Kelly (영어 교사, Sleepy Hollow 고등학교; 영어 교과부장, Sleepy Hollow 

고등학교 및 중학교; 회장, 지역 교직원 조합) 

3. Jamaal Bowman (교장, Cornerstone Academy for Social Action) 

4. Lisa Rudley (Westchester 카운티 학부모, New York State Allies for Public 

Education의 공동 설립자 및 상무 이사)  

5. Robert Horan (Schodack Central 학군의 교육감) 
 

Dr. Linda Sturges는 SUNY Maritime College의 수학 및 컴퓨터 과학 교육과정 감독관 및 

교수이다. 

Dr. Linda Sturges는 수학 및 컴퓨터 과학 교육과정 감독관 및 교수이다. 2005년에 

그녀는 대학 총장으로부터 교원 서비스 우수상을 받았으며 2012년에는 교원 평가 

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한 사실에 대해 증서 및 명패를 수여 받았다.  
 

Dr. Sturges는 SUNY 평가 위원회 (SCoA) 멤버로 활동하였고 SED 및 PARCC와 함께 

입학 전 수학 과목 평가 고문단에 참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Dr. Sturges는 교육 

정책 발전 센터를 통해 다양한 수학 학습 및 교육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그녀의 

전문적인 활동은 미국교육학회 (AERA)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수행한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Dr. Sturges 미국교육학회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관한 특별 관심 

그룹의 회계 담당자이기도 하다. Sturges 교수는 SUNY New Paltz에서 수학 분야 

이학사를 취득했으며 Lehman College에서는 수학 교육 석사를, New York Grad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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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의 시립대학에서 교육 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Judy Kelly (영어 교사, Sleepy Hollow 고등학교; 영어 교과부장, Sleepy Hollow 고등학교 

및 중학교; 회장, 지역 교직원 조합) 

Judith Kelly는 지난 22년간 공립 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다. 최근 그녀는 뉴욕 주 Sleepy 

Hollow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19년째 해당 학교에 재직 중이다. 그녀는 

교사뿐만 아니라 6~12 학년 영어 교육부장 및 Tarrytowns 교사 협회의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Sleepy Hollow 고등학교 재임 전 그녀는 Brooklyn 행정구 내 Canarsie의 

Intermediate School 211에서 중등부 영어를 가르쳤다. 그녀는 Marist College에서 

영문학 문학사를, SUNY New Paltz에서 중등 영어 교육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또한 

그녀는 SUNY New Paltz에서 고등 교육 리더십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녀는 뉴욕 주 

New Paltz에서 남편과 2명의 자제들과 함께 거주 중이다. 
 

Jamaal Bowman (교장, Cornerstone Academy for Social Action) 

Jamaal Bowman은 Bronx 지역의 Cornerstone Academy for Social Action (C.A.S.A.)  

중학교의 최초 교장이다. Bowman씨는 1999년 University of New Haven에서 스포츠 

경영 학사 학위를 취득한 직후 South Bronx의 P.S. 90에서 교사 경력을 시작하였다. P.S. 

90에서 5년간 재직한 이후 Bowman씨는 예술 및 기술 고등학교에서 학장으로 

임명되었다. 2008년 Bowman씨는New Leaders for New Schools 직위를 수락했으며 

Achievement First Endeavor Charter School 에 인턴으로 근무하며 C.A.S.A. 설립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Bowman씨는 공인된 상업 교사, 지도 교사, 학교 설립 

대표자이다. 그는 개인적, 전문가적 경험을 활용하여 C.A.S.A. 중학교의 비전, 미션, 문화 

및 설립을 추진하였다.   
 

올해 설립 6년차를 맞이한 C.A.S.A.는 모범적인 학교 문화, 학생의 높은 성취도, 학생 

중심의 혁신적인 교육법을 실천하여 귀감이 되고 있다. C.A.S.A.의 학생들은 Bronx 과학 

고등학교와 Brooklyn Latin과 같은 뉴욕 시 최고 고등학교에 지속적으로 입학하고 있으며 

집중적인 대수학, 거주환경, 영어 교육을 받고 있다. 2015 필수과목 시험에서 C.A.S.A 

학생들은 뉴욕 시에서 가장 높은 종합 평균 점수 상승을 기록하였다. Bowman씨는 뉴욕 

시 East Harlem/Yorkville에서 자랐으며 공립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세 

명의 자제를 둔 남편이자 가장이다. 
 

Lisa Rudley (Westchester 카운티 학부모, New York State Allies for Public Education의 

공동 설립자 및 상무 이사)  

Westchester 카운티에 거주 중인 Lisa Rudley는 Ossining 지역의 공립 학교에 다니고 

있는 10살, 13살, 15살난 자제들의 학부모이다. Lisa는 50명의 학부모와 교육자로 구성된 

New York State Allies for Public Education의 설립 멤버이다.  뉴욕 주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를 앞장서서 제창하는 Lisa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지역, 주, 연방 단위의 공립 

학교를 옹호하고 있다. 
 

Robert Horan (Schodack Central 학군의 교육감) 

Robert Horan은 1986년부터 2002년까지 Mohonasen Central 학군에서 기술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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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중 일부에 학장으로 재직하기도 하였다.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그는 Shenendehowa Central 학군에서 기술 및 상업 교육부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2004년에 Horan씨는 Schodack Central 학군의 Maple Hill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2010년 7월 교육감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해당 직위를 수행하였다. 

Horan씨는 아내와 3명의 자제와 함께 Niskayuna에 거주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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