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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에서 뉴욕주 수석 교사제 프로그램 신청을 수락한다고 발표함
주지사 이제 SUNY에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립 대학에서 이제 뉴욕주 수석 교사제 프로그램의 신청을
수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웹 사이트 http://www.suny.edu/MasterTeache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우리 교실에서 가장 뛰어나고 똑똑한 교사를 보유하는 것은 뉴욕주에서
세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조성하는 데 있어 근간이 되는 부분입니다. 수석 교사제 프로그램은
학생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기대 이상으로 발휘한 교사를 파악해 보상할 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
협력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가급적 최고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선두 교사 집단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저는 부모, 관리자 및 학교와 연계된 조직이 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최고의
수학 및 과학 교사를 추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Zimpher 총장은 “뉴욕은 경제를 재건하고 오늘날 아이들이 21세기의 도전과 기회에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 인력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수석 교사제 프로그램은
가장 뛰어나고 똑똑한 교사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므로 계속 교육 현장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전문 지식을 동료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커뮤니티와 학교 전반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수석 교사제 프로그램은 뉴욕주에서 수학 및 과학 수석 교사를 파악하고 보상하며 지원할
수 있도록 Cuomo 주지사가 올해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전문 멘토이자 콘텐츠 전문가로서 수석
교사의 역할은 현재의 뛰어난 교육자 집단을 개발하고 숙련된 미래의 교사를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수석 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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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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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4년에 걸쳐 매년 $15,000의 봉급을 받습니다.
• 수석 교사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규 집단 회의에 참석하고, 매년 몇몇 전문 개발
세션에 참여해 세션을 이끌어야 하며, 사전 서비스 및 초기 경력 교육자 교육에 참여합니다.
교사는 뉴욕주의 모든 지역에서 선발되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번 가을에 Mid-Hudson, North
Country, 센트럴 NY 및 웨스턴 NY의 4개 지역에서 시작합니다. 나머지 6개 지역은 봄에 시작합니다.
각 지역 프로그램은 연구 기관과 짝을 이루어 참가자에게 추가 콘텐츠 노출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해당 교사는 자신의 분야의 최첨단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유지하고, 이러한 접근은
해당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하며, 해당 교사의 지식을 향상시킵니다.
State University of New York에
에 대하여
State University of New York은 미국 최대 종합 대학으로 64개 컬리지와 대학 캠퍼스에서 7,500개의
학위 및 수료 프로그램에 약 468,000명이 재학중이며 약 180만명 이상의 뉴욕 시민이 전문 개발 및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SUNY 출신은 전 세계적으로 약 300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SUNY가 기회를 만드는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suny.edu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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