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ena Park, CA - 2018 년 8 월 19 --Buena Park 교육구 교육위원회는
Buena Park 교육구의 교육감 직 최종 후보자로 Ramon Miramontes
박사를 선택했다고 발표했다. 현 교육 서비스 부교육감으로 현임하고
있는 Miramontes 박사는 7 월 1 일부터 Buena Park 학군 (BPSD) 현
임시 교육감으로 임명된 바 있다. 회사 리더십 어소시에이츠
(Leadership Associates)가 이끄는 광범위한 조사 과정을 거친 후에,
이사회는 Miramontes 박사가 Pre-K에서 8 학년 내 학습 리더쉽 체계를 세운 점과 협력을
토대로 학생의 학업 및 성취에 집중한 점을 고려해 선택했다고 했다. 이사회는 2018 년 8
월 27 일 곧 개최 될 회의에서 그의 계약을 승인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에나 학교
커뮤니티는 교육 분야에서 입증 된 선두 주자이며 학생 위한 챔피언을 리 더 를 맞이하게
되어 행운이다.
Miramontes 박사는 공교육에서 27 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왔다. 그는 Norwalk-La Mirada
Unified, Fullerton 및 LA 카운티 교육청 (LACOE)을 비롯하여 교사, 중학교 보조 교장,
초등부 및 K-8 교장, 교육구 인사 담당으로 지 냈다. 학생 성취에 중점을 두고 그가
주도해온 업적은 캘리포니아 주립 학교, 국립 블루 리본 학교 및 오렌지 카운티 최초의
공공 국제 학사 중간 학년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지난 4 년 동안 Buena Park 교 육 구 의
교육 서비스 부교감로 Miramontes 박사는 학생 학습 및 성취도, 커리큘럼, 전문 학습 기회,
기술 및 대학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 Reader 's Workshop, Writer 's Workshop, Balanced Literacy, 제한없는 교실 1 : 1 iPad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 참여 증진과 같은 최고의 교육 실습을 통한 경제력 향상에 힘써왔다.
그는 계속해서 언어 발달 핵심 요인으로 유아 교육 분야에서의 서비스 확대를 장려했으며
부에나 파크 내의 어린이와 가족에게 유치원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 지구가 최근
실시한 거의 1,000,000 달러 상을 수상에 기여했다. 그는 교육구 내에서 존경 받으며,지역
시민 단체들과 긍정적 인 관계를 갖고 노스 오렌지 카운티 지역 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Miramontes 박사는 직원 모집, 개발 및 유지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인력 배경을 갖추고
협상 단위에서도 긍정적 인 업무 관계를 입증했으며 교사를 위한 의미 있는 개발 및
리더십 프로그램, 교 욱 구 직원 및 리더들의 교용과 육성, 관리를 리드해 왔다. 그는 또한
효과적인 교육 실습을 위해 교사 준비를 촉진하고 Buena Park 교 육 구 내 교육자를
양성하기 위해 Fullerton 및 Biola의 Cal State University와 같은 지역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Miramontes 박사는 Vanguard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Azusa Pacific
University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고, USC에서 교육 리더십 박사 학위를 받았다.
Miramontes 박사는 아내와 세 자녀를 두고 있다.
사뮤엘 반 햄 블렌 (Samuel Van Hamblen) 교 육 구 이사회 위원장은 "우리는 Miramontes
박사의 업적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Buena Park 학군의 학생들과 가족들을 위해
열정적 인 열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존중하고 내 외부 이해

관계자와 협력 할 수 있는 능력은 Buena Park 교육구를 훌륭한 곳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져 오는 자신감과 신뢰를 알고 있으며 우리의 계속되는 성공을 기대합니다. "
라고 말했다.
Buena Park 교육구 교육위원회는 엄격한 교육장 검색 프로세스에 전념했으며 5 월에 검색
초기부터 커뮤니티에 명확하고 철저한 정보를 제공했다. 리더십 어소시에이트
(Leadership Associates)는 포커스 그룹 및 지역 사회 모임을 실시하기 위해 고용되었으며,
온라인 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집하여 차기 감독의 원하는 특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 수 집 된 의 견 의 일관된 주제로는 교육 및 학습 과정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진
사람과 교육 기술의 중요성, 지역 사회에서 친근감 있고 다가갈 수 있는 리더 및 학교
현장에서 명백한 지도자,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는 지도자 , 모든 학생과
공교육을위한 챔피언이며 공동 작업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리더를
원한다고 대답했다. 30 명 이상의 지원자가 직책에 지원했다. 그는 2018 년 8 월 28 일
Buena Park 교육구의 교육감으로 새로운 직책을 시작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