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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구상 교육 자문위원회 구성원을
발표

학교와 대학이 안전하게 정상화하도록 기술 및 기타 혁신을 채택할 준비를 돕기 위해
선택된 주 전역의 교육 리더로 구성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교육자, 학생,
학부모 및 교육 지도자가 포함된 뉴욕 재구상 교육 자문위원회(Reimagine Education
Advisory Council)의 구성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교육구가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학교를 재구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상학습이 격차를 해소하고 대면 교육을
보조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스테이트 칼리지(SUNY
Empire State College) 총장 Jim Malatras가 의장을 맡아 주 전역의 초중등 및 고등 교육
지도자로 구성될 것입니다. 구성 목록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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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weeda Adams, 교육감, 올버니시 교육구
Jaime Alicea, 교육감, 시러큐스시 교육구
Jody Arnhold, 창립자, 댄스 교육자 연구소(Dance Educator Laboratory)
Melodie Baker, 교육 디렉터, 유나이티드 웨이 오브 버펄로 앤 이리
카운티(United Way of Buffalo & Erie County)
Kyle Belokopitsky, 총괄이사, 뉴욕주 학부모 교사 연합(Parent-Teacher
Association, PTA)
Meg Benke, 학장,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스테이트 칼리지
Jackie Burbridge, 학부모, 서퍽 카운티
Katie Campos, 파트너, 스트래티직 콜렉티브(Strategic Collective)
Anthony Collins, 총장, 클락슨 대학교(Clarkson University)
Stephanie Conklin, 책임교사(Master Teacher), 사우스 콜로니 센트럴
교육구
George Dermody, 최고경영자, 와이오밍 콘퍼런스 보육원(The Children
Home of Wyoming Conference)
Karol Mason, 총장, John Jay 형사 사법 대학(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Austin Ostro, 총장, 뉴욕 주립 대학교 학생 의회(Student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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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n Palermo, 책임교사, William Floyd 교육구
Roger Ramsammy, 총장, 허드슨 밸리 커뮤니티 칼리지
Seema Rivera, 총장, 길더랜드 센트럴 교육구 학교 위원회
Shannon Tahoe, 임시 커미셔너, 뉴욕주 교육부(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Dennis Walcott, 전 명예총장, 뉴욕주 교육부
Randi Weingarten, 회장, 미국 교사 연맹(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학교 시설을 폐쇄했을
때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은 난관에 잘 대처하였으며, 그들의 영웅적인 행동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학교를 정상화하는 것은 단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자문위원회의 집단적 전문성과 경험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뉴욕의 전체 교육 시스템을
강화할 방법에 대한 주요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위원회는 뉴욕주와 Bill & Melinda Gates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을
포함한 다른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미래 교육에서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주요 질문에 답하고 뉴노멀(new normal)의 교육을 재구상하기 위한
청사진을 개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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