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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5월 20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교육교육교육교육 성과가성과가성과가성과가 가장가장가장가장 우수한우수한우수한우수한 교사에게교사에게교사에게교사에게 상장을상장을상장을상장을 수여하고수여하고수여하고수여하고 교육교육교육교육 성과성과성과성과 개선에개선에개선에개선에 도움을도움을도움을도움을 주는주는주는주는 

주주주주 정부정부정부정부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발표발표발표발표 

 

교사들을교사들을교사들을교사들을 위한위한위한위한 NYS Master Teacher Program 은은은은 밝고밝고밝고밝고 건전한건전한건전한건전한 교육의교육의교육의교육의 미래상을미래상을미래상을미래상을 제시하고제시하고제시하고제시하고 다른다른다른다른 

교사들의교사들의교사들의교사들의 모범이모범이모범이모범이 되도록되도록되도록되도록 독려합독려합독려합독려합니다니다니다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발표한 NYS Master Teacher 프로그램은 2013년 뉴욕 주가 

제안하는 새로운 전국적인 이니셔티브로, 교육 성과가 가장 우수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상장을 

수여하고, 밝고 건전한 교육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최고의 교사들이 동료 교사들과 함께 

전문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NYS Master Teacher 프로그램에 따르면 성과가 우수한 중등 과학 및 수학(STEM) 담당 교사들 중 

다른 교사들에게 멘토가 되어 헌신한 교사에게는 4년 간 매년 15,000달러를 지급하게 됩니다. 

250여 명의 교사로 구성된 초창기 그룹은 2013년 가을 Mid-Hudson, North Country, Central New York 

및 Western New York에서 선정하고 이 프로그램은 이듬해 봄에 나머지 6개 지역에서 실행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모든 뉴욕 교실에서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는 최고의 교사들이 배출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고 학생을 우선시하는 뉴욕 주 

노력의 일환으로, 뉴욕주 정부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미래 경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고도로 훈련된 인력을 창출하는 훌륭한 교사들에게 투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이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교사들에게 상을 주는 것입니다.”  

 

SUNY 장관 Nancy Zimpher는 “뉴욕 주에서 STEM 과목을 가르치고 동료 교사들에게 자신의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최고의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고 현 교육 시스템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New York State Master Teacher 프로그램은 앞으로 수년 동안 뉴욕 주의 학교들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혜택을 안겨주기 위한 주지사의 위대한 도약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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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 for America 의장 John Ewing은 “이 프로그램은 뛰어난 교사들을 이미 교실에 배치한 우리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수한 교사들을 전문가 커뮤니티에 하나로 모으면 

매우 강력한 역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인 동시에 미래의 교사에 대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선생님을 고용하고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교육의 매력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NYS Master Teacher 프로그램은 State University of New York과 Jim Simons의 Math for America 

프로그램 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수학 및 과학 과목에서 최고의 교육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것은 지난 1월 주지사에게 제출한 Preliminary Action Plan에서 New NY Education 

Reform Commission이 제안한 권고 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 4개 마스터 교사 그룹을 

진행하는 SUNY 캠퍼스는 SUNY Plattsburgh, Buffalo State, SUNY New Paltz 및 SUNY Cortland를 

포함합니다. 

 

NYS Master Teacher 프로그램은 현재 뉴욕시와 기타 주요 도시에서 성공적인 운영 프로그램으로 

각광 받고 있는 Math for America의 첫 번째 구현 단계에 걸쳐 제공된 기술 지원을 통해 SUNY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Master Teacher 프로그램은 10개 경제 발전 지역의 각 고등 교육 기관이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선정된 마스터 교사들은 동료 교사 멘토링에 참여하고, 학기에 걸쳐 집중적인 콘텐츠 기반 개발에 

참여하여 함께 기회를 만들 예정입니다. 마스터 교사들은 미래의 세계 수준의 교육을 개발하기 

위해 사전 교육을 받고 신입 동료들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교사 자격은 등급이 “매우 효과적(highly effective)”이어야 하고, 4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NYS 교육 자격증을 보유하고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수학 및 과학 과목에 대한 기초 

교육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는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받습니다.
 
 
 
  마스터 교사의 1차 선발 결과 발표일은 9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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