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루크라인 공립학교
 교육감 물색..

모든 브루크라인 공립학교 커뮤니티 회원와 관계자를 초청
브루크라인 교육위원회는 교육장 선출 공공자문위원회 및 이 탐색 과정을 돕기 위해 교육위
원회에 의해 선정된, 서치팜인 NESDEC(New England School Development Council: 뉴잉글
랜드 학교 발전평의회)의 지원을 받아, 브루크라인 퍼블릭스쿨의 차기 교육감 물색에 나섰습
니다. 2020년 7월 학군에서 직무를 시작하기 위해서,  3월 말까지 새로운 교육감을 뽑겠다
는 목표로 후보 영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 위원회는 이 채용 과정에서 교육계와 
일반 커뮤니티가 참여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중요하고 가치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귀하가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감 리더십 프로필 커뮤니티 포커스 그룹 
모든 커뮤니티 멤버는 1월 6일과 13일 주간에 실시되는 교육감 리더십 프로필 포커스 그룹
에 초청되어 참여하도록 권장됩니다.이 포커스 그룹은 모든 커뮤니티 멤버가 참가 가능하며 
NESDEC 스탭에 의해 운영됩니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지만 교직원, 직원, 브루크라인 고등
학교 학생 및 학부모 리더를 위한 별도의 포커스 그룹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
오.) 이 포커스 그룹의 목적은 다음 교육감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과 지도자의 유형을 얻
는 데 있습니다. 커뮤니티 구성원은 1월 초에 시작될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션 및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정보는 교육감 조사의 공공자문위원회
가 인터뷰할 후보자를 검토하고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리더십 프로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감 물색을 위한 커뮤니티 포커스 그룹의 일정

1월 7일 화요일        하이 스트리트 베테란즈 커뮤니티 룸        7:00 PM-8:30 PM
(High Street Veterans Community Room)  

                                   226 High Street

1월 14일 화요일     타운홀, 학교 위원회                                  9:00 AM-10:30 AM
(Town Hall, School Committee Room)   
5th Floor, 333 Washington Street

1월 15일 수요일                Putterham 도서관 미팅 룸                       7:00 PM-8:30 PM
   (Putterham Library Meeting Room) 

959 West Roxbury Parkway

1월 16일 목요일     쿨리지코너스쿨 다목적실
(Coolidge Corner School Multi-Purpose  7:00 PM-8:30 PM



Room)
345 Harvard Street

향후 커뮤니티 참여의 기회를 포함한 교육감 탐색 프로세스에 대한 추가 업데이트는, 브루
크라인 공립학교의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www.brookline.k12.ma.us/supersearch
또,어떤 의견도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superintendentsearch@psb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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