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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10월 8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최초의최초의최초의최초의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마스터마스터마스터마스터 교사들교사들교사들교사들 선정선정선정선정 발표발표발표발표 

 

추가추가추가추가 6개개개개 지역을지역을지역을지역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장소장소장소장소 선택선택선택선택 

 

두두두두 번째번째번째번째 차수를차수를차수를차수를 위한위한위한위한 지원은지원은지원은지원은 11월월월월 1일에일에일에일에 시작시작시작시작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4개 지역의 105명 교육자들을 첫 번째 그룹의 뉴욕주 마스터 

교사들로 선정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모두 10개 지역이 11월 1일부터 1월 3일 사이에 지원서를 

받고 최종 선정은 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원서는 웹사이트 http://www.suny.edu/MasterTeache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첫 번째 그룹의 뉴욕주 마스터 교사들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이분들은 뉴욕주 4개 

지역에서 가장 자격 있는 수학 및 과학 교육자들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욕주에 

세계적 수준의 교육 제도를 구축하려는 우리 노력의 일환으로 마스터 교사 프로그램을 통해 이 첫 

번째 그룹의 재능 있는 교사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교실에서 동료들을 지원하고 자신의 역량을 

더욱 개발하며 우리 학생들의 전반적 학습 경험을 고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그들을 

축하하며 남은 6개 지역의 교육자들도 다음 달에 지원할 것을 장려합니다.” 

 

“마스터 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최고 교실 리더들이 전문 기량을 동료들과 나누고, 학생 성공을 

증진하며, 대학 준비와 21세기 글로벌 혁신 경제에서 뉴욕주의 경쟁력을 유지시킬 숙련 인력을 

위한 토대를 쌓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SUNY의 Nancy L.  Zimpher 총장이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SUNY의 새롭고 더욱 엄격한 교수 프로그램 기준을 보완하며 우리 대학과 Cuomo 

지사와의 계속되는 제휴가 어떻게 교육 파이프라인 전체에 걸쳐 진정한 개혁을 이룩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첫 번째 그룹의 마스터 교사들은 풀타임 교수 경험을 합하면 약 1,500년이 되는데 ,고등학교 

교사 78명과 중학교 교사 2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6명은 양쪽에 중복됩니다. 전문 과목은 

미적분, 대수, 물리, 지구과학, 화학, 엔지니어링 설계 및 개발, 그리고 역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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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마스터 교사 프로그램은 뉴욕주에서 수학 및 과학 수석 교사를 파악하고 보상하며 지원할 

수 있도록 Cuomo 주지사가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전문 멘토이자 콘텐츠 전문가로서 마스터 

교사의 역할은 현재의 뛰어난 교육자 집단을 개발하고 숙련된 미래의 교사를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각 지역 프로그램은 참가자에게 추가 내용 노출을 제공하기 위해 SUNY 캠퍼스와 짝지어집니다. 이 

첫 번째 선정에서 각 지역의 교사 수와 해당 파트너 SUNY 캠퍼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부 뉴욕주: 36명 (SUNY Cortland) 

• Mid-Hudson: 19명 (SUNY New Paltz) 

• North Country: 21명 (SUNY Plattsburgh) 

• 서부 뉴욕주: 29명 (SUNY Buffalo State)  

 

추가적으로, 나머지 지역과 SUNY의 짝짓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Long Island: Stony Brook University 

• Southern Tier: Binghamton University 

• 주도 지역: University at Albany 

• Finger Lakes: SUNY Geneseo 

• Mohawk Valley: SUNY Oneonta 

• 뉴욕시: Math for America와 제휴  

 

마스터 교사는: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4년에 걸쳐 매년 $15,000의 봉급을 받습니다. 

 

• 해당 학년 동안 동료 멘토링 및 집중 콘텐츠 지향 전문 개발 기회에 참여합니다. 

 

• 차세대 STEM 교사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 서비스 및 초기 경력 교사와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 마스터 교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규 집단 회의에 참석하고, 매년 몇몇 전문 개발 세션에 

참여해 세션을 이끌어야 하며, 사전 서비스 및 초기 경력 교육자 교육에 참여합니다. 

 

마스터 교사 및 교육구의 완전한 리스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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