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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책임교사 228명 추가 선정 발표  

  

탁월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교원 지도자 

획득 책임교사의 총인원이 1200명에 달해  

  

2020년 2월 22일까지 K-12 STEM 지원자를 위한 새로운 신청 라운드를 열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전주 범위에서 선정한 228명의 교사가 뉴욕주 책임교사 

프로그램(New York State Master Teacher Program)에 합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임 책임교사로 발표된 교사 중 1/3은 초등학교 교사로, K-12 STEM 교육자가 포함되어 

탁월한 교원 지도자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27%는 용커스, 

시러큐스, 로체스터, 올버니, 빙엄턴, 버펄로 시티를 포함한 시설이 열악한 교육구의 

교사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의 미래 지도자들에게 놀랍고 지속적인 

영향을 준 이 훌륭하고 헌신적인 교사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책임교사 

프로그램(Master Teacher Program)의 새로운 회원 228명은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모든 

지역에서 수많은 학생의 지평을 풍요롭게 하고 넓히기 위해 매일 노력하는 주 최고의 

교육자들에 합류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사는 어린 학생들을 교육하고 교실 

안팎에서 그들의 성공을 위한 영감을 불어넣는 데 인생을 바치는 분들입니다. STEM 

교육에 있어 무엇보다도 소중한 리더십과 교육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뉴욕주 책임교사 

프로그램(New York State Master Teachers Program)에 참여하실 228명의 새로운 교사 

여러분께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교사 프로그램(Master Teachers program)은 

미래의 STEM 분야에서 학생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의 전문적인 성장과 헌신적 노력을 

인정하여 앞으로도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새로 합류할 책임교사 그룹에는 여러 가지 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교사 14명, 특수 교육 

및/또는 장애 학생 교육 자격 인증을 받은 교사 4명, 컴퓨터공학 및 기술 과목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기술 과목 자격증을 가진 교사 18명이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는 

로봇공학, 드론 설계, 선이수 컴퓨터 원리 및 컴퓨터 지원 제조가 포함됩니다.  

  



 

 

이 교사들이 2013년에 형성된 책임교사 네트워크에 합류하여 뉴욕주 전체의 선정된 

뉴욕주 책임교사 수는 1200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의 Kristina M. Johnson 

명예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전역에서 가장 환경이 열악한 지역들의 만성적 교사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주의 책임교사 프로그램(Master 

Teacher Program)을 주최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재능 있는 교사들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더 많은 학생이 어린 나이부터 최고 수준의 교육을 마땅히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교육자들의 공헌과 노력을 인정해주신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선정된 모든 교사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선정된 228명의 책임교사는 선이수제 과목, 우등생 특별과정, 교육감 및 국제 

학력평가 수준의 수업을 비롯하여 K-12 학년을 대상으로 과학, 기술, 컴퓨터공학, 

로봇공학, 코딩, 공학, 수학 및 STEM 과정을 가르치는 전담 교사들입니다.  

  

선정된 책임교사들은 평균 15년의 교직 생활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중 76% 이상이 

10년 이상의 강의 경력을 가졌고 25%는 경력이 20년 이상입니다. 이 228명의 

책임교사는 129개의 다양한 교육구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모든 책임교사가 강의실에서의 책임을 뛰어넘어 학과 인솔자 또는 교육구 및 주 차원의 

위원회 일원으로 활약하였습니다. 그들은 미래 도시(Future Cities competitions) 대회와 

과학 올림피아 대회, 학교 조경, 로봇공학 팀, 코딩 클럽, 지역사회 봉사 조직의 후원자뿐 

아니라 다양한 체육활동의 코치와 학부모 교사 연합(Parent-Teacher Association, PTA) 

회원이기도 합니다. 책임교사는 뉴욕주 STEM 전문가 협회에서 리더십 역할을 맡고 

있으며, 지역 및 주 전체의 교육자 컨퍼런스를 위한 전문 개발 워크숍을 이끌고 있습니다. 

228명의 책임교사 중 상당수는 동료, 지역 공동체 또는 전문 협회로부터 교육 능력에 

대해 상을 받고 대중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 전역의 9개 지역에서, 책임교사 프로그램(Master Teacher Program)은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캠퍼스에서 주최하여 대학교수와 진행 중인 교육자 준비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넓히려 합니다. 각 지역 집단과 해당 파트너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캠퍼스 

출신의 교사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도 지역: 올버니 캠퍼스(University at Albany)-111명  

• 센트럴 뉴욕: 코틀랜드 캠퍼스(SUNY Cortland)-121명  

• 핑거 레이크스: 제네시오 캠퍼스(SUNY Geneseo)-111명  

• 롱아일랜드: 스토니브룩 대학교(Stony Brook University)-90명  

• 미드 허드슨: 뉴팔츠 캠퍼스(SUNY New Paltz)-62명  

• 모호크 밸리: 오넌타 캠퍼스(SUNY Oneonta)-75명  

• 노스 컨트리: 플래츠버그 캠퍼스(SUNY Plattsburgh)-52명  



 

 

• 서던 티어: 빙엄턴대학(Binghamton University)-143명  

• 웨스턴 뉴욕: 버펄로 스테이트 캠퍼스(SUNY Buffalo State)-109명  

• 뉴욕시: 매스 포 아메리카(Math for America)와 제휴-52명  

  

책임교사 및 교사의 교육구의 전체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년의 프로그램 참여 기간에 책임교사들에게 제공하는 혜택:  

  

• 매년 15,000달러의 봉급.  

• 전 학기에 거친 동료 멘토링과 집중 내용 지향적인 전문 개발 기회에 참여.  

• 예비 교사 및 초기 경력 교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차세대 STEM 교사를 지원하는 

환경 조성.  

• 매년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캠퍼스에서 지역 회의에 참석하고 여러 전문 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인솔.  

  

Cuomo 주지사는 또한 모든 지역의 K-12 STEM 교사를 대상으로 다음 프로그램의 참가 

신청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K-12 STEM 교사께서는 

www.suny.edu/masterteacher를 방문하여 참가 자격 요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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