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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4월 14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215명의명의명의명의 추가추가추가추가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마스터마스터마스터마스터 교사교사교사교사 선정선정선정선정 발표발표발표발표  

총총총총 319명명명명 마스터마스터마스터마스터 교사는교사는교사는교사는 각각각각 지역을지역을지역을지역을 대표대표대표대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마스터 교사의 첫 번째 일대를 확장하는 주의 10개의 모든 

지역에서 215명의 교육자의 선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교사들은 2013년 10월에 104명의 마스터 

교사들을 발표했고, 뉴욕의 총 마스터 교사들은 319명까지 증가했습니다.  

“마스터 교사 프로그램은 뉴욕에서 학생들을 위한 일류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교사 전문가의 커뮤니티를 생성하고, 유치하고 우리의 STEM 교실에서 최고의 가장 밝음을 

유지하는 우리의 노력에 기여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교사에 대한 투자는 

학생들에 대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이미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인 215명의 새로운 교사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축하하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SUNY 장관 Nancy L. Zimpher는 “우리의 밝은 STEM 교육자는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마스터 교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성공을 발전하고 주 전역에 걸쳐 대학 

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5년 동안 뉴욕에서 

STEM 경력과 일을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뉴욕의 가장 좋은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SUNY 대학 

또는 대학에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는 새로 설립 된 STEM 장학금 프로그램을 보완합니다. 

Cuomo 주지사와 대학의 지속적인 협력은 21세기 글로벌 혁신 경제에서 뉴욕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STEM 인력 기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215명의 마스터 교사는 2013년 가을부터 컨텐츠가 풍부한 전문적인 개발 활동이 있는 Central 

NY, Western NY, Mid-Hudson, North Country 지역에서 마스터 교사로 일하고 있으며 마스터 교사 

프로그램의 취임 집단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모든 지역에 있는 SUNY 캠퍼스에서 STEM와 교육 

리더십과 교수들은 뉴욕에서의 STEM 교육과 학습의 변화를 리드하기 위해 같이 일합니다.  

새로 명명된 마스터 교사 전체는 전임 강사 경력의 2,70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 

과목에는 수학, 대수학, 물리학, 지구 과학, 화학, 공학 설계 및 개발, 유전학이 있습니다. 마스터 

교사는 이미 학교 지역에서 같은 부서 의장, 교육 과정 개발 지도자, STEM 클럽 스폴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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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였고 전문가 협회의 활발한 회원, 기술 혁신자 및 육상 코치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15일에서 모든 마스터 교사는 “뉴욕 주 마스터 교사 첫 번째 연례 마스터 교사 프로그램 

전문 개발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대된다: STEM 지도자의 다음 세대를 고무하기 위한.” 이러한 

역동적인 행사에서는 뛰어난 교육자들이 설계하고 리드하고 전문성 개발 워크샵에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마스터 교사 프로그램은 국가의 각 지역에 있는 SUNY 캠퍼스 파트너에 의해 지원됩니다. 각 지역과 

각 SUNY 파트너 캠퍼스 마스터 교사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도 지역: 23명 (University at Albany)  

• 센트럴 뉴욕(Central New York): 62명 (SUNY Cortland)  

• FINGER LAKES: 18 명 (SUNY Geneseo)  

• 롱아일랜드(Long Island): 42명 (Stony Brook University)  

• Mid-Hudson: 37명 (SUNY New Paltz)  

• Mohawk Valley: 19명 (SUNY Oneonta)  

• 뉴욕시: 13명 (Math for America와 제휴)  

• North Country: 34명 (SUNY Plattsburgh)  

• Southern Tier: 23명 (Binghamton University)  

• Western New York: 48명 (SUNY Buffalo State) 

 

마스터 교사는: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4년에 걸쳐 매년 $15,000의 봉급을 받습니다(교사당 총 보수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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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 일반 집단 회의에 참석하고 매년 여러 전문 개발 세션에 참여하고 지도합니다. 

 

마스터 교사 프로그램의 세 번째 신청 주기가 올해 있을 것입니다. STEM 교사들은 추가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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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www.suny.edu/masterteacher를 방문하고 온라인신청 기간이 가능할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교사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suny.edu/masterteache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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