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회, 2023 년 7 월부터 신임 교장으로 테레사 

스미스 박사 임명 

 
웨브(Webb) 커뮤니티 회원 여러분께, 
 
이사회는 테일러 스톡데일 교장의 뒤를 이어 2023 년 7 월부터 웨브 스쿨(The 

Webb Schools)의 교장으로 테레사 스미스 박사를 임명한 것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스미스 박사는 10 년 전에 웨브 스쿨에 오면서부터 커리큘럼을 개혁하고 평등 

고용을 실천하며, 교직원, 학부모, 졸업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독립적인 학교 

교육의 리더로서 웨브 스쿨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훌륭한 리더십을 쌓았습니다. 
 
또한 스톡데일 교장 및 이사회와 정신적 용기와 무한한 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는 Webb 의 철학을 함께 실천하면서 학생들이 국내 및 국제 무대에서도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사회는 교장을 임명하면서 스미스 박사와 장시간 인터뷰를 하고, 과거 경력과 

지역사회 설문조사, 관심 집단 보고서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교직원 고문단과 

협의하며, 14 건의 추천조사, 학계의 대표적 인물들의 설문조사, 독립 학교 

스카우트 전문가의 조언 등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하여 엄격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웨브 스쿨의 100 년 이상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인물로는 스미스 

박사가 적임자라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우리는 스미스 박사가 테일러 스톡데일 

교장과 수잔 넬슨 전교장이 이루어낸 리더십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스톡데일 교장은 스미스 박사를 임명하는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제가 교장으로서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는 스미스 박사를 채용한 

일이며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저에게 진정한 영광이자 

즐거움이었습니다. 스미스 박사의 전문적인 능력, 웨브 스쿨의 가치를 위한 노력,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학생 경험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 등은 미래에 더 큰 인재로 

성장할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테레사 스미스 박사 소개 

스미스 박사는 UC Berkeley 에서 역사학 전공, 스페인어 부전공을 했으며, UC San 

Diego 에서 역사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고 유럽 근대 초기 및 근대 역사, 남미 

식민지 역사 등을 중점적으로 공부했습니다. 
 
2002 년에 North Hollywood 의 Oakwood School 에서 사회과 과장으로 일하기 전에 

Claremont McKenna College 에서 객원 부교수로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2011 년에 스톡데일 교장이 교무처장으로 임명하기 전에는 동계 집중 

프로그램(Winter Immersion Programs) 책임자로 활약했습니다. 2017 년에는 

교감이 되었고 2020 년에는 부교장이 되었습니다. 
 
스미스 박사는 스톡데일 교장의 지도와 지원 하에 웨브 스쿨의 기존 AP(Advanced 

Placement) 과정을 융통성 있고 심화된 Advanced Studies 과정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이끌었고, 학생들이 실존주의 탐구에서부터 언론 정치 융합, 생명공학에서 

유기화학에 이르는 광범위한 과정 중에서 개인적 진로를 펼쳐갈 수 있는 학문 

프로그램을 개시했습니다. 
 
또한 최상위 대학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과정들이 입학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대학교가 선호하는 학업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했고, 세계적인 알프 박물관(Alf 

Museum) 커리큘럼이 University of California 를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스미스 박사와 팀원들은 학생들이 교실과 캠퍼스 이외의 장소에서도 기회를 

가지도록 확대하기 위해 학업 제휴 및 실험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웨브 

스쿨은 학생들이 현재 Pomona College, Harvey Mudd College, Western University of 

Health Science, UC Riverside, Keck Graduate Institute 와 같은 로스앤젤레스 주변 

대학의 교수진들로부터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미스 

박사는 중학교 학생을 위한 웨브 스쿨의 여름학기 프로그램을 보딩스쿨로 

재구성하여 자연스럽게 신입생 지원자가 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평등 고용을 실천하여 웨브 스쿨을 역사상 가장 다양성을 갖춘 학교로 

만들었으며, 남녀공학 고등학교 기숙학교를 이끄는 여성 지도자로 다양성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스미스 박사의 리더십 덕분에 웨브 스쿨은 신속하게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면서도 학업 수준을 유지하고, 학생들이 팬데믹 격리로 

발생하는 사회적, 정서적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의료 자문 위원회(Medical Advisory Board) 및 캠퍼스 팀과 

협력하여 전 세계의 다양한 시차의 학생들에게 중요한 2020-2021 학년도의 새로운 



학습 모델을 만들고, 학생들이 어디에 살고 있어도 학업과 캠퍼스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재구성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2021 년 

봄학기에 융통성 있는 학습 조건에 따라 학생들을 캠퍼스로 안전하게 복귀시키는 

노력을 이끌었습니다. 
 
스미스 박사는 웨브 스쿨의 시설 책임자들과 협력하여 교실과 과학 실험실을 

현대화하고 기숙사에서의 성 평등을 촉구했는데, 그러한 열정 덕분에 2021 년 

가을에 처음으로 남녀 학생의 수용 인원이 동일한 1 인실 및 2 인실을 만들 수 

있도록 기부자들이 Appleby 기숙사의 전체 리모델링 기금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저명한 전국 여학교 협회(National Coalition of Girls’ Schools)의 이사회에서 

활동하고, 남가주 다양성 채용 박람회(SoCal Diversity Recruiting Fair)의 

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더 광범위한 독립 학교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 이외에도 수업을 진행하거나, 다른 교육 과정을 설계하거나, 학생들과 

명절 쿠키를 만들거나, 학교 모임을 진행하거나, 학생과 개인적으로 담소를 나눌 

때에도 웨브 스쿨과 학생들에 대한 깊고 변하지 않는 애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환 기간 

스톡데일 교장과 스미스 박사는 웨브 스쿨을 위한 최고의 팀을 구성하여 이사회가 

정한 목표를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2 년의 전환기를 포함한 이번 임명 기간에는 스톡데일 교장은 100 주년 기념식을 

주도하고 스미스 박사는 중대한 역할을 맡을 준비를 하면서 서로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2023 년 이후에 스톡데일 교장은 최고 명예 교사로서 지원을 하고 웨브 

커뮤니티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 웨브 커뮤니티는 구성원들의 지도와 편달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웨브 스쿨에 대한 사랑으로 모였기 때문에 웨브 스쿨이 미래에도 

적응하고 혁신하여 계속 번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임명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FAQ 를 참조해 주십시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sanjay@barnesdholakia.com 및 wendins@gmail.com 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산제이 돌라키아(Sanjay Dholakia) 

웨브 이사회 회장 

학교 선정위원회 책임자, 공동 회장 
 

웬딘 스미스(Wendin Smith) 박사 

웨브 이사회, 집행 위원회 위원 

학교 선정위원회 책임자, 공동 회장 

https://www.webb.org/wp-content/uploads/2021/05/학교-책임자-임명-FAQ.pdf
mailto:sanjay@barnesdholakia.com
mailto:wendin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