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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2 번째 시정 제안서를 2017년 시정보고에서 발표: 엠파이어 스테이트 

우수 교사상(EMPIRE STATE EXCELLENCE IN TEACHING AWARDS)의 확대 

 

주지사의 제안으로 60 명의 교사들을 추가하는 확대 프로그램 

 

뉴욕주 전 지역의 우수한 교사들을 기념하기 위해 뛰어난 교육자들을 표창하는 시상 

 

전문적 개발을 위해 5,000 달러의 상금을 받는 수상자들 

 

학생들이 재미있고, 성취 동기를 느끼면서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도록 가르치는 61명의 

교사를 표창하는 시상을 시작하는 첫 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60 명의 선생님들을 추가로 기념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우수 교사상(Empire State Excellence in Teaching Awards)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수상자들은 주지사로부터 영예로운 상, 교육 정책 입안자에게 조언할 

기회, 5,000 달러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 기금은 지속적인 학습과 전문적인 노력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립 이사회 인증 수수료, 추가 대학 과정 수수료 

또는 주립 또는 국립 콘퍼런스 참가비가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선생님들은 차세대 예술가, 과학자,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는 미래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전 지역에 

뛰어난 교육자들을 모시고 있어서 정말 행운입니다. 이 상은 뉴욕주에서 비교할 수 없는 

교육의 질을 보여주는 선생님들을 표창하여, 그 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교육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성장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합니다.” 

 

지난 2016년, Cuomo 주지사는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보여주며, 학생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고, 학습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며, 학교에서 흥미롭게 지내고, 성취동기를 부여받으며, 

어려운 문제에 도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뛰어난 교육자를 표창하기 위해 최초의 

교육상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의 성공적인 시상을 토대로 해서,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전 지역의 교실에서 매일 높은 교습 수준을 보여주는 뉴욕주 전 지역의 우수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을 추가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선발 절차 

 

누구든지 모든 학년이나 모든 과목의 공립학교 교사 중에서 후보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교사 연합 (New York State United Teachers), 연합 교사 동맹 (United Federation 

of Teachers), 뉴욕 주립 대학교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뉴욕주 학부모회 

(New York State Parent-Teacher Association, PTA), 교육감 및 교장 연합회 등을 포함한 

단체들의 교육 지도자들이 교사들을 선정합니다. 수상자들은 유아원 (Pre-kindergarten, 

Pre-K) 학생들에서부터 12학년 학생들까지 학생을 가르치는 경력에 헌신하며 음악, 

수학, 읽기, 과학, 기술 교육, 예술, 체육 등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는 뉴욕주 전 지역의 

교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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