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5월 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전역의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 기록적인 금액인 258억 달러를 
투자하는 법안에 서명  

 

재단 보조금 7억 달러 증액을 포함하여 교육 보조금 11억 달러 증가 - 지역별 지원금 분배 
현황은 이곳에서 확인  

 
주지사, 뉴욕 전역의 뛰어난 교사를 선별하는 뉴욕주 우수 교사 양성 프로그램(Empire 

State Excellence in Teaching Program) 제2차 발표  
 

주 전역의 60여 명의 수상자가 5,000달러의 전문성 개발 상금을 수여받을 것 
 

2017년 5월 11일까지 이곳에서 교사 추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의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 기록적인 

금액인 258억 달러를 투자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신규 법안은 재단 

보조금 7억 달러 증액을 포함하여 교육 보조금을 11억 달러로 증액할 것입니다. 이번 

대담한 투자는 지난 6년간 62억 달러(또는 32%)의 교육 원조 증액을 포함하여 교육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주지사의 공약에 기반합니다.  

  

또한 주지사는 미래를 위해 차세대 학생들을 성공적으로 준비시키고 있는 주 전역의 

교사 60명을 선발하는 뉴욕주 우수 교사 양성 프로그램(Empire State Excellence in 

Teaching Program) 2차를 발표하였습니다. 수상자들은 주지사가 수여하는 상, 교육 정책 

입안자에게 조언할 기회, 5,000달러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 기금은 지속적 학습과 

전문성 개발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또 미국의 그 어느 주보다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어린이집부터 대학까지 교육 기회를 넓히고 모든 뉴욕 주민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기반을 다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모든 학생들은 밝은 미래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또 이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학교, 교사 및 학생들에게 미래 세대를 위해 보다 튼튼한 

뉴욕주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InvestinginEducation_RegionalBreakdown.pdf
https://www.ny.gov/programs/nominate-teacher-empire-state-excellence-teaching-award


  

교육에 기록적인 금액인 258억 달러 투자 

 

2018 회계연도 예산 (Fiscal Year 2018 Budget)은 학생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모든 

교육 환경 수준에서 역사적 투자를 시행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어린이집: 이 예산에는 수요가 큰 교육청 지구 내의 3세 및 4세 아동을 위해 

양질의 반일 및 종일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또 지원할 8억 달러 규모의 어린이집 

투자가 포함됩니다. 

• 커뮤니티 학교: 예산에서는 도움의 필요가 큰 학교들을 지역사회 허브로 계속해서 

전환시키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5,000만 달러가 증액된 1억 5,00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이 자금은 등교 전과 방과 후 프로그램, 여름 학습 활동, 의료 및 치과 

보호, 그리고 그 밖의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해서, 각 학교의 개별적 필요사항에 

특유한 서비스들을 지원합니다. 

• 엠파이어 스테이트 방과 후 프로그램 (Empire State After-School 

Program): 이번 예산은 아동 빈곤율이 높은 뉴욕주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뉴욕주 

16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감소계획(Empire State Poverty Reduction 

Initiative)의 공공 방과 후 프로그램을 위한 신규 기금에 3,5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이 새로운 기금은 방과 후 프로그램 학생들을 위해 22,000 곳의 추가 

지점을 만들 예정입니다. 

• 스마트 학교 채권법 (Smart Schools Bond Act): 스마트 학교 채권법은 주정부 

교실을 재해석하고, 뉴욕주 학생들이 21세기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자원, 

기술 및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지구에 20억 달러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이 보조금은 인프라 개선, 초고속 광대역 인터넷 접속 및 능동 학습 기술을 포함한 

향상된 교육 기술을 지원합니다.  

지역별 지원금 분배 현황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우수 교사상 (Empire State Excellence in Teaching Awards)  

  

교실에서의 교사의 우수함과 혁신을 인정하고 표창하기 위해, 이 예산은 제2차 뉴욕주 

우수 교사상(Empire State Excellence in Teaching Awards)에 400,000달러의 지원금을 

교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스 컨트리에서 뉴욕시까지, 뉴욕 10개 지역의 교사들을 

선별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최고 수준의 교육의 귀감이 되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증진시키며, 배움에 대한 열정을 심어 주고, 독립심과 학생 주도력에 영감을 불어 넣는 

뛰어난 개인을 표창합니다.  

  

공립학교 교사는 선별 신청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2017년 5월 11일까지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InvestinginEducation_RegionalBreakdown.pdf


추천서를 작성하여 이곳에서 교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지명된 교사는 이메일을 통해 

지명 사실을 통보받게 되며, 신청서 제출 요청을 받습니다.  

 

뉴욕주 교사들은 뉴욕의 여러 전문 교육 협회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최종 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게 됩니다. 신청 마감일은 2017년 5월 18일입니다.  

 

패널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주 교원 협회(School Administrators Association of New York State) 회장 및 

알링턴 고등학교 (Arlington High School)장 Dr. Paul Fanuele, 

• 뉴욕주 교사 연합(New York State United Teachers) 부회장 Jolene DiBrango.  

• 미국 교사 연합(United Federation of Teachers) 회장 Michael Mulgrew.  

• 뉴욕주 교육감 위원회(New York State Council of School Superintendents) 

상임이사 Dr. Charles Dedrick. 

• 뉴욕주 학부모 교사 협회(New York State Parent Teacher Association) 의장 

Gracemarie Rozea.  

• SUNY 교사 양성 부교무처장 Dr. David Cantaffa.  

뉴욕주 우수 교사 양성 프로그램(Empire State Excellence in Teaching Program)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ny.gov/NYSTeachingExcellence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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