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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브(Webb) 커뮤니티 회원 여러분께, 
 

저는 오늘 저의 모든 동료 이사진을 대표하여 우리의 장기적인 리더십 계획에 

대한 최신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1987년 졸업생들의 

자랑스러운 구성원이자 10년 이상 이 훌륭한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저는 

영광스럽게도 이사회 의장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훌륭한 교장 선생님인 

테일러 스톡데일(Taylor Stockdale)은 2023년 6월 30일 그의 현재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은퇴할 계획이라고 이사회에 통보했습니다. 스톡데일 교장 

선생님은 웨브에서 35년 동안 근무하였고 교장으로 13년 동안 일했습니다. 이 

작은 지면에 스톡데일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을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웨브 재임하는 동안 학교가 번창하였고, 학업 프로그램, 교과 

외 프로그램, 학생 생활 프로그램에서 독립적인 학교들 사이에서 생각 리더가 

되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알프 박물관(Alf Museum)은 세계적인 

평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캠퍼스의 면적은 두 배로 늘어났고, 우리의 교수, 

직원, 고위 경영진은 어떤 학교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목할 만한 

성공으로 인해 기부금은 많이 증가하였고 전 세계의 유망한 학생들과 가족들이 

웨브를 찾는 수요가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일러 스톡데일, 2023년까지 교장, 2027년까지 최고 명예 교사으로 역임 예정 
 

스톡데일 교장 선생님의 리더십은 다가오는 100주년을 함께 축하할 무대를 

마련해 주었고, 그는 우리를 “100주년”을 주도할 완벽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기술한 내용과 함께 그는 2023년에 새로운 장으로 이동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스톡데일 교장 선생님의 소망에 따라 위원회는 또한 웨브의 추진력을 유지하고, 

스톡데일 교장 선생님의 리더십을 통해 시작된 놀라운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저는 스톡데일 교장 선생님이 최고 명예 교사직을 기꺼이 

수락했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해당 직은 2023년 7월 1일 



 

개시되며 스톡데일 교장 선생님은 최고 명예 교사로 적어도 2027년까지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 명예 교사로서 그는 100주년 캠페인을 

완료하고 웨브의 전략적 기회를 탐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새로운 

학교 교장을 위한 강력한 지원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학교에 머무르며 계속해서 

웨브의 미래를 위해 지원할 자금과 도움을 확보하는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2023년 7월 이후 신규 교장 선발 과정 
 

이사진은 스톡데일 교장 선생님의 직위를 확보하고 후임자를 찾는 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교장을 고용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과제를 염두에 두고, 저는 동료 집행 위원회 위원인 웬딘 스미스(Wendin Smith, 

VWS class of 1989) 씨와 함께 선발 위원회 공동의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전체의 목소리, 의견 및 관점을 요청하기 위해 이 선발 위원회에는 외부 자문가도 

포함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선발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로드아일랜드에 

소재한 독립적인 학교 검색 및 컨설팅 회사인 교육방향팀(Educational 

Directions)에서 에이미 리처드(Amy Richards) 씨와 크리스 아놀드(Chris Arnold) 씨를 

영입했습니다. 교육방향팀(Educational Directions)은 웨브와 같은 많은 학교들을 

지원하며 관련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놀드 씨는 

13년 전 수잔 넬슨(Susan Nelson) 씨로부터 테일러 스톡데일(Taylor Stockdale) 교장 

선생님으로의 리더십 전환을 지원했고, 리처드 씨는 14년 동안 힐즈버러의 

크리스털 스프링 업랜드 스쿨(Crystal Springs Uplands School)의 교장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지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다양성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고려하여 우리의 다양성, 가치 및 포용성(DEI) 컨설턴트인 

글래스고우 그룹(Glasgow Group)의 고문을 고용했습니다. 이사회는 선발 위원회에 

완전하고 철저한 절차 수행을 맡겼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전국적인 인물 

검색부터 현재 본 학교 교감인 테레사 스미스 박사(Dr. Theresa Smith)를 평가하는데 

이르기까지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였습니다. 최종적 목표는 이사회가 웨브의 

미래를 지원하는 가장 강력한 후보자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장에 대한 포괄적인 검색을 약속하며 웨브 커뮤니티 전체의 의견을 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의 첫 단계는 웨브가 앞으로 10년 이상 계속 번창하기 위해 

추구할 가장 중요한 리더십 자질을 확고하게 확립하는 것입니다.  저희 커뮤니티의 

소중한 일원으로서, 여러분은 곧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리더십의 

자질을 알려달라는 설문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후, 아놀드 씨와 리처드 

씨와의 줌(Zoom) 미팅을 통해 열린 토론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행 

상황에 대해 선발 위원회로부터 시의적절한 업데이트를 받으실 것이며, 관련 

정보는 학교 웹사이트에 게시될 것입니다. 질문 또는 제안사항이 있을 시 선발 

위원회 또는 교육방향팀에 연락해 주십시오(연락처 정보 첨부). 
 

위원회는 우리가 추구하는 리더십 자질과 스미스 박사의 기술, 경력, 비전 사이의 

일치 가능성을 평가함으로써 검색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스미스 박사는 

웨브에서 10년 동안 강력한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특히 유행병이 발생한 

지난 2년 동안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선발 위원회는 스미스 박사에 

대한 초기 평가에서 웨브에 대한 그녀의 비전을 이사회 및 커뮤너티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사항과 비교할 것입니다. 스미스 박사에 대한 평가와 동시에, 위원회는 

또한 보딩/데이 스쿨 전체의 다른 리더들과 다양한 잠재적 지원자들을 확인하고 

검토할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이번 가을 100주년을 맞이하는 점과 관련 시장의 경쟁적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지금 검색을 시작하고 2021년 4월까지 스미스 박사에 대한 

선발 위원회 평가 1단계를 완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발 위원회는 이어서 

2023년 7월까지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것이다. 
 

100주년 기념 
 

몇 주 안에 첫 업데이트에서 선발 절차의 시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현재로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스톡데일 교장 선생님이 

2023년 6월 30일까지 교장으로 근무할 것이며, 최고 명예 교사가 되기 전 본교의 



 

100주년 기념식을 주도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100주년 기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신나는 소식을 전해드릴 테니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웨브가 지난 100년 동안 해왔던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100년 

동안 성취할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웨브의 강점은 웨브 커뮤너티 

즉, 여러분 모두의 집단적 리더십과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웨브 스쿨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제이 돌라키아(Sanjay Dholakia) 

이사회 의장 

웨브 스쿨(The Webb Schools) 
 
 
 

자주 묻는 질문(FAQ) 지침 (Head of Schools FAQ Korean) 
 
 

웨브 스쿨 이사회 선발 위원회(The Webb Schools Board of Trustees Selection 
Committee) 

 
 

연락처 정보 
 
 

교육방향팀(Educational Directions Team) 
 

Christopher Arnold, CArnold@edu-directions.com 774-678-9671 (동부 표준시) 
 

Amy Richards, arichards@edu-directions.com 917-748-5169 (태평양 표준시) 

https://www.webb.org/wp-content/uploads/2021/03/%EC%9E%90%EC%A3%BC-%EB%AC%BB%EB%8A%94-%EC%A7%88%EB%AC%B8FAQ-%EC%A7%80%EC%B9%A8-Head-of-Schools-FAQ-Korean.pdf
https://www.webb.org/wp-content/uploads/2021/03/%EC%9E%90%EC%A3%BC-%EB%AC%BB%EB%8A%94-%EC%A7%88%EB%AC%B8FAQ-%EC%A7%80%EC%B9%A8-Head-of-Schools-FAQ-Korean.pdf
mailto:CArnold@edu-directions.com
mailto:arichards@edu-directio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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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jay Dholakia ‘87     sanjay@barnesdholakia.com  
 
Wendin Smith ‘89     wendins@gmail.com 
 
David Loo ‘79      dloo@hudsoncap.com 
  
Christina Mercer McGinley ‘84    c2t2mcginley@gmail.com 
 
Miles Rosedale ‘69     mrosedale@monrovia.com 
 
Roger Millar ‘61     roger.j.millar@me.com 
 
Rahmi Mowjood ‘90     dr_shakespeare@yahoo.com 
 
Blake Brown ‘68     blakeba6@gmail.com 
 
Denis Yip      yipds@hotmail.com 
 
Larry Ashton ‘70     lalarco@aol.com 
 
Jenna Gambaro ‘95     jgambaro@caa.com 
 
Deval Dvivedi ‘00     deval.dvived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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