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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교육구들이 교사 평가 시행을 시작함에 따라 뉴요커들이 학교 개혁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온라인 캠페인의 출범을 발표

뉴욕주 교육부, 교육구에 새 가이드라인 발송

Andrew M. Cuomo 지사는 교육구 수준에서 곧 시행될 새로운 전주 평가 시스템의 지역별 구현을
위한 운동에 학부모, 학생 및 뉴요커들이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뉴욕주 교육부가 최근 합의된 교사 평가 제도의 시행시 교육구가
준수할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른 것입니다. 본 교사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뉴욕주는
교사들에게 학생 성취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전국 리더가 되었습니다.
확대된 버전의 www.nystudentsfirst.com에는 696개 개별 교육구에서의 평가 제도 시행을 추적하는
대화형 지도 및 뉴욕주의 평가 시스템이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시스템 중 하나임을 보여주는 주별
비교가 포함될 것입니다.
방문자들은 본 시스템의 시행에서 자신의 교육구의 진도에 대한 정보 및 경보를 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지사가 정한 2013년 1월 16일 시한 이전에 교육구가 교사 평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교육구와 접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사 평가를 위한 전국적 모델을 만들었으므로 그것이 우리 학교에서 시행되도록
뉴욕주의 학부모, 학생 및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본인은
우리 학교들에서의 책임성을 요구해 온 수 많은 학부모와 옹호자들이 www.nystudentsfirst.com을
이용하여 학생을 제일로 여기고 교육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달에 Cuomo 지사는 학생 성취도와 엄격한 교실 참관을 포함하는 다수의 수행 척도에 근거한
교사 평가 제도의 시행을 위해 중요한 지침을 지역 교육구에 제공하는 새로운 전주 평가 제도에
대한 획기적 합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합의는 연방 정부의 최고를 향한 경주 프로그램을 통해
수여되는 7억 달러를 조건으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교사 평가 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주정부의
공약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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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계획:
교사 수행 – 60점
본 합의에 의거 교사 평가의 60%는 교사 수행에 대한 엄격하고 전국적으로 인정된 척도에 근거할
것입니다. 이 합의는 교사 수행 점수의 과반수가 행정가 또는 교장에 의한 교실 참관 및 적어도 한
번의 불시 참관에 근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머지 점수는 훈련된 독립 평가자에 의한 관찰, 동료
교실 관찰, 평가자로부터의 학생 및 학부모 피드백 및 학생 포트폴리오를 통한 수행 증거를
포함하여 정의된 기준에 근거할 것입니다.
주 및 지역 평가에서의 학생 성취도 – 40점
본 합의에 의거, 교사 평가의 40%는 학생 학업 성취도, 20%는 주 시험 그리고 20%는 주 시험, SED가
승인한 제3자 평가/시험 및 SED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할 지역 개발 시험을 포함한 3가지 시험
옵션 목록에 근거할 것입니다. 본 계획에 의거 교육구는 교사 평점의 최대 40%를 측정하기 위한 주
시험 사용 옵션도 가질 것입니다.
평가 시스템
본 합의는 학생 성취도 및 교사 수행도가 교사 평가를 위해 적절하게 감안되도록 하기 위해 채점
제도를 현저하게 까다롭게 합니다. 40점에서 비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 교사 또는 교장은 전반적
개발 점수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효과적: 0 – 64
발전중: 65 – 74
효과적: 75 – 90
매우 효과적: 91 – 100
평가를 위한 곡선 지정
본 합의는 교육구 및 교원 노조가 평가를 위한 점수 또는 "곡선"의 할당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최초로 규정합니다. 곡선은 교사가 네 가지 등급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도록 할당되며, SED
커미셔너는 불충분하게 설정된 곡선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SED 커미셔너 최종 검토
본 합의는 SED 커미셔너에게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는 지역 평가 계획을 승인 또는 불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최초로 부여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절차가 엄격해지고 평가 계획이 법률을
준수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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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간편 이의제기 절차
오늘의 발표는 뉴욕시 교육구를 위해 뉴욕시와 UFT가 전반적 평가 제도에 합의하면 2013년 1월
17일에 발효되는 신속하고 간소화된 이의제기 절차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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