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루클라인 공립학교 
 

교육감 초빙 
 

모든 PSB 지역사회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초청장 
 
브루클라인 학교 운영위원회는 인재관리 전문회사인 Atlantic Research Partners의 지원을 받아 차기 

학교 교육감을 전국에서 초빙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 7월에 교육구를 이끌어갈 신임 

교육감을 선임하기 위해 3월 말일까지 선정한다는 목표로 후보자 모집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이 과정에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며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감 리더십 프로필 커뮤니티 포럼 및 포커스 그룹 
 

12월 14일과 1월 4일에 시작되는 주에 개최할 교육감 리더십 프로필 커뮤니티 포럼 중 하나에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들 참가하도록 초청하는 바입니다. Atlantic Research Partners가 주관하는 이들 

포럼은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개방됩니다. 저희 학교와 직접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10여 개의 

교사, 교직원 및 조직 포커스 그룹도 있습니다. 이 포럼의 목적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원하는 차기 

교육감의 인성과 리더 유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이들 세션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후보자의 모집, 검토 및 선임에 사용할 리더십 프로필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감 초빙을 위한 지역사회 포럼 일정 

12 월 14 일, 월요일 브루클라인 고등학교  오후 7:00 – 오후 8:30 

12 월 16 일, 수요일 시청 5 층          오후 7:00 – 오후 8:30  

1 월 4 일, 월요일 

현장 중국어 통역사  

시청 5 층     오후 7:00 – 오후 8:30  

 

1 월 5 일, 화요일 

현장 일본어 통역사 

현장 스페인어 통역사 

링컨 스쿨      오후 7:00 – 오후 8:30  

 

1 월 6 일, 수요일 

현장 한국어 통역사 

현장 아랍어 통역사 

베이커 스쿨         오후 7:00 – 오후 8:30  

 

 

교육감 초빙 설문조사 – 12 월 21 일에 개시! 
교육감 초빙 설문조사에 참가함으로써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브루클라인의 차기 

교육감에 바라는 특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문조사는 12 월 21 일에 PSB 

웹사이트 www.brookline.k12.ma.us 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종이 설문조사를 원하시면 

supersearch@brookline.k12.ma.us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교육감 초빙 최종 후보자 검토 위원회(SSFRC) 
학교 운영위원회는 최종 후보자들이 선정된 후에 의견 수렴을 위해 ‘교육감 초빙 최종 후보자 검토 

위원회(SSFRC)’를 소집할 것입니다.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이 그룹은 최종 후보자를 

검토하고, 인터뷰를 실시하고, 브루클라인 방문 시에 공개 회의 및 학교 방문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최종 후보자 검토 위원회는 2 월에 구성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브루클라인 공립학교 

웹사이트 www.brookline.k12.ma.us 를 참조하십시오.  

 

최신 내용을 보려면 교육감 초빙 웹사이트 www.brookline.k12.ma.us/supersearch 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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