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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습 사무국(Office of Teaching and Learning)에서는 K-8 수학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검토위원회에서 봉사할 학부모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모든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서 커뮤니티의 한 

단면과 협력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 검토란 무엇입니까?  2004년부터 브루클라인 공립학교(Brookline Public 

School)의 모든 프로그램과 커리큘럼 영역에 대해 검토 프로세스를 시작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위원회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목표를 개발하고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검토합니다. 검토 프로세스의 목표는 

학생들의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프로그램 검토위원회는 각 프로그램에 

대해 이 프로세스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K-8 수학은 2차 프로그램 검토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K-12 수학 프로그램 검토는 2005년에 있었습니다. 

 

누가 위원회에 참가합니까?  프로그램 검토위원회에는 교사, 행정관 및 학부모 대표가 

포함됩니다. ECS위원회는 프로그램 선임 이사인 Meg Maccini와 K-8 수학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Kathleen Hubbard가 의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기꺼이 현재 

진행되는 조사를 연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밀성을 유지하고, 답변이 아니라 

질문에 몰두하고, 그룹 프로세스를 존중하고, 협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 프로그램 검토위원회의 위원으로 봉사할 2-3명의 학부모를 찾고 있으며, 다양한 
학년 및 학교의 대표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헌신:  프로그램의 전체 검토 과정은 약 1-2년의 위원회 작업이 필요합니다. 

위원회 위원은 매월 방과 후 회의(매월 두 번째 수요일 오후 4시-6시)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월례 방과 후 회의 사이에 위원들은 정보를 검토하고 질문을 제기하며 

위원회가 결정한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위원회 위원은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8년 올해 회의 날짜는 1월 10일, 2월 14일, 3월 14일, 4월 11일, 5월 9일, 6월 13일입니다. 

 

 

K-8 수학 프로그램 검토위원회 참여에 관심이 있으시면 신청서(첨부 참조)를 작성해 

안내에 따라 12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학부모/보호자 대표는 2018년 1월 5일까지 

통보됩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공동 의장을 통해 다양한 학교와 다양한 시각이 대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검토 

대상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된 특정 분야의 배경을 가진 부모에게 특별한 배려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교육 및 학습 담당 부교육감(Deputy Superintendent)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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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2017년 12월 29일까지 시청 5층 프로그램 검토승인 사무국(The Office of 

Program Review & Grants)으로 보내주십시오. 결과는 1월 5일까지 학부모님께 통보됩니다. 

출력본을 보내시거나 meg_maccini@psbma.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The Public Schools of Brookline 

Office of Teaching and Learning: 프로그램 검토(Program Review) 

 
프로그램 검토위원회 – 2017-2018학년도 학부모/보호자 신청서 

 

K-8 수학 프로그램 검토위원회 
 

프로그램 검토위원회의 학부모/보호자 대표는 장기간에 걸친 자원 봉사직입니다. 검토 과정은 

4단계로 이루어지며 대개 2-3 년이 소요됩니다. 처음 2년 동안 매월 방과 후 회의(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와 1회 혹은 2회의 종일 회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위원회가 

4단계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동안 가끔씩 회의가 열릴 것입니다.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하며 회의 사이에 위원회 작업을 위해 시간을 할애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위원회 위원은 기꺼이 현재 진행되는 조사를 연구하고 브루클린 공립학교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밀성을 유지하고, 답변이 아니라 질문에 몰두하고, 그룹 프로세스를 존중하고, 협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위원회 위원은 그룹 의사 소통을 위해 이메일을 사용할 것입니다. 위원회 월례 회의는 2018년 

1월에 시작합니다.   

 
성명: 

 

학교:                 2017-18 학년도 자녀 학년: 

 

전화:               이메일: 

 

 

자녀가 STEPs to Success, Metco, African American and Lation Scholars 

Program과 같은 Public Schools of Brookline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해당 

프로그램에 동그라미를 그려 주십시오. 

 

 

K-8 수학 프로그램 검토위원회 봉사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집단 기능, 지식/전문 경험 등)?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다양한 학교와 다양한 시각이 대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학부모 및 교사)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교육 및 학습 담당 부교육감(Deputy Superintendent)의 

책임입니다.  

 

프로그램 검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Meg Maccini에게 문의하십시오:  

meg_maccini@psbma.org   (617) 73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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