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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개는 2021 년 2 월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후보자들이 공유 한 것입니다. 교육위원회 

선거일은 4 월 6 일입니다. 

 

후보 # 1 : Kathleen Boyle 

그녀는 학생들의 말을 듣고 모든 학생의 최고 잠재력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전념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존경심을 가지고  오늘날 그전과는 많이 

다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교육분야에서 성장하고 적응하는 교사들에게 헌신하고 있으며 그들을 

보상함으로써 그녀의 지원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학부모의 말을 듣고 그들로부터 배우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에 대한 그녀의 약속은 그들의 돈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학교가 우리 지역 

사회에 가치를 가져다 준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행정에 대한 그녀의 헌신은 우리 지구를 

인도하는 모든 당사자의 확실한 의사 결정과 책임을 지원하는 정직한 투명성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사회에 대한 그녀의 헌신은 이사회의 성실한 협력자이자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신뢰를 양심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약속은 우리 학교와 219 학군에서 

살고, 배우고, 일하고 성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수성과 공평한 기회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후보 # 2 : Richard Evonitz 

그는 2017 년에 이사회에 선출되었으며 현재 두번째 재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는 1998 년부터 

나일스 타운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 년에 나일스 노스 고교를 졸업 한 딸이 있습니다. 

그는 2009 년부터 2017 년까지 활발한 커뮤니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73 학군의 이사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2019 년 지구 이사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지난 4 년 동안 학군의 장기 부채를 

제거하여 세금 수준을 낮추고 재산세 납세자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이자를 절약하는 계획을 

옹호하고 구현하여 이 전염병을 헤쳐나가고 해결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개발하도록 도왔습니다. 

원격 학습으로 인한 교육적 및 사회적 정서적 격차를 그는 다양한 배경의 지구 지도자들의 채용을 

지원함으로써 219 지구의 형평성 사례를 발전시키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후보 # 3 : Elana Jac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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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혁신적인 현직 고등학교 특수 교육 교사입니다. 그녀는 스코키  거주자 2 세이며 

스코키에서 11 년 동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친밀한 경험과 학교 운영 방식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그녀는 교육에 매우 열정적입니다. 그녀는 고등학교가 강하고 건강한 지역 

사회의 초석이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커뮤니티에 참여하고자합니다. 

 

후보 # 4 : Joseph Nowik 

그는 그가 6 년 동안 봉사해온 219 지구 교육위원회의 재선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1986년부터이 

지구에 거주했습니다. 그의 아내, 딸 및 아들은 나일스 웨스트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링컨우드에 

세워진 특수학교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이 건물이 설립되기까지 강력한 

학부모 옹호자였습니다. 그는 형평성을 믿고 있으며 4 월 6 일에 그에게 투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지지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후보 # 5 : Irena Patryk 

그녀는 몰톤 그로브에 거주하며 나일스 웨스트 고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제학과 국제학을 전공하고 정치학을 부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저소득 유치원에서 보충 교육을 제공하여 유치원 준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하는 비영리 

단체인 Jumpstart에서 일합니다. 그녀는 또한 나일스 웨스트 고교 프랑스어 교사 레슬리 

낫스키씨가 설립한 자선 단체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기업가 정신 강사로 시작하여 

소녀들에게 지역 사회 내에서 자원을 식별하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며 재정 및 운영을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후 1 년 동안 홍보 및 모금에 중점을 두고 인턴을했으며, 이제는 모든 주요 

모금 및 자원 봉사 활동을 담당하는 자선 단체 연합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교육의 형평성을 소중히 여기며 학군의 졸업생으로서 공유할 수있는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 # 6 : Ross Sawyers 

그는 가치의 힘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아이디어 교환의 중요성을 믿으며 대학 교수로서 양질의 

균형 잡힌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그는 중등 교육이 대학 수준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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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준비시키는 방법을 직접보고 자신의 경험을 이위원회에 기여하고자합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이 리더로서의 미래 역할을 준비 할 수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해 관계자의 모든 목소리와 

관점을 포함시키려는 협력적인 과정을 통해서라고 믿습니다. 

그는 2012 년부터 가족과 함께 219 지구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2023 년 가을에 나일스 웨스트 

고교에 참석할 자녀가 있습니다. 그는 스코키에서 마을 위원으로 2 년 동안 봉사했으며  여러 해 

동안 교실에서 다양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 모두가 리더십 역할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The following introductions were shared by the candidates at the Board of Education meeting in 

February 2021. The Board of Education Election day is April 6.  

 

Candidate #1: Kathleen Boyle 

She is committed to students by hearing them and providing them with every necessary tool to reach 

every student’s best and highest potential.  She is committed to teachers with a respect and shows her 

support by rewarding them as they grow and adapt in an ever-changing field that looks much different 

today than it did. She is committed to parents to listen and learn from them. Her commitment to the 

taxpayers is to be prudent with their money and stay mindful that schools bring value to our 

community. Her commitment to administration is to be its partner in honest transparency supporting 

solid decision making and accountability from all parties with the hand in guiding our district. Her 

commitment to her board is to be the board’s diligent collaborator and conscientious steward of the 

trust placed in each of us. Her final commitment is to promote excellence and equitable opportunity 

good health and safety in our schools and in our second remaining and for everyone who lives, learns, 

works and grows in District 219.  

 

Candidate #2: Richard Evonitz 

He was elected to the Board in 2017 and is now seeking re-election to a second-term. He has been a 

resident in Niles Township since 1998. He also has a daughter who graduated from Niles North in 2016. 

He is active community from 2009 to 2017. He was a board president of District 73. He served on the 

District 2019 Board in the last four years and advocated for and implemented a plan to eliminate the 

District’s long-term debt resulting in lower tax levels and saving property taxpayers millions of dollars in 

interest payments, helping navigate the District through this pandemic and develop a go forward plan to 

address educational and social emotional gaps caused due to remote learning. He is interested in 

advancing the case of equity at District 219 by supporting the hiring of diverse District leaders. 

 

Candidate #3: Elana Jac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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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is an innovative classroom high school special education teacher. She is a second-generation Skokie 

resident and has been living in Skokie for 11 years. She brings to you an intimate experience and an 

understanding of the complexities of how schools work. She is very passionate about education. She 

believes that high school is the cornerstone of a strong healthy community. She wants to share her 

different experiences and activate people’s voices to bring diverse voices and engage the community.   

 

Candidate #4: Joseph Nowik 

He is seeking re-election for the D219 Board of Education that he has been serving for 6 years. He has 

been a resident of this District since 1986; His wife, daughter and son graduated from Niles West. He has 

a strong interest in the bridges program that has successfully opened its own building in Lincolnwood. 

He was a strong parent advocate for this building. He believes in equity and would like to ask for your 

support to vote for him on April 6.   

 

Candidate #5: Irena Patryk 

She is a resident of Morton Grove and is a graduate of Niles West. She’s currently studying at 

Northwestern University; she’s majoring in economics and international studies and minoring in political 

science. She works at Jumpstart which is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aims to promote to bridge the 

kindergarten readiness gap by providing supplemental instruction in low-income preschools. She is also 

involved with a charity group founded by a Niles West French Teacher Ms. Leslie Knotsky. She started as 

an entrepreneurship instructor teaching girls how to identify resources within their community, start 

their own businesses and manage their finances and operations. Then, she interned for a year with a 

focus on public relations and fundraising, and now she sits on the charities associate board that is in 

charge of all major fundraising and volunteer efforts.  

She values equity in education and has unique perspectives to share as a former student in the District.  

 

Candidate #6: Ross Sawyers 

He believes in the power of value and importance of the free and open exchange of ideas and 

understands the importance of a high quality well-rounded education as a college professor. He sees 

firsthand how secondary education prepares students for success at the college level and wants to 

contribute his experiences to this Board.  

He believes that the only way to prepare our children for their future roles as leaders is through a 

cooperative process that seeks to include all voices of stakeholders and points of views.  

He has lived in District 219 with his family since 2012. He will have a child who will attend Niles West in 

the fall of 2023. He served as a village commissioner in Skokie for two years and has been active in his 

classroom across his years in school. He also thinks that it’s important for all of us to consider how we 

hand off our leadership roles to the next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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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유세 : 219 지구 교육청 후보자 선거 전 공약 공유 

엘리엇 패리쉬 기자 | 2021 년 2 월 11 일 

Source: https://northstarnews.org/30398/news/where-they-stand-d219-school-board-

candidates-share-stances-before-election/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 월 6 일, 재직자 3 명을 포함하여 7 명의 후보자가 219 지구 

교육청에 출마합니다. 

엘레나 제이콥스 Elana Jacobs, 아이레나 페트맄 Irena Petryk, 조셉 노윜 Joseph Nowik, 케슬린 

보일 Kathleen Boyle, 리차드 에바니츠 Richard Evonitz는 모두 North Star News(지구 

학생신문)를 통해 주요 문제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와 입장을 공유했으며, 지구 지도부의 지역 

정치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공유했습니다. Naema Abraham과 Ross Sawyers (모두 비 

재직자)는 지구 학생신문 NSN의 논평 요청에 대해 언론이 주어진 시간까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 의견은 명확성과 할당된 공간을 위해 편집됩니다. 

케슬린 보일 Kathleen Boyle, 재직자 

사진 크레딧 : Kathleen W. Boyle (페이스북)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우선 순위 : 

저의 최우선 과제는 이 사회를 통합하고 219 지구 커뮤니티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군이 모든 사람이 

필요로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그들이 서비스를 

해매서 찾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고도 접근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대면 학습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생각 : 

저는 원격 학습이 다른 학생들보다 일부 학생과 가족에게 더 많은 어려움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대답은 항상 우리가 안전을 위해 실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신접종 없이 교내에 

있는 것은 누구에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219 지구가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했는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신 건강 서비스를 요청하고 정신 건강 검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https://northstarnews.org/30398/news/where-they-stand-d219-school-board-candidates-share-stances-before-election/
https://northstarnews.org/30398/news/where-they-stand-d219-school-board-candidates-share-stances-before-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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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학교에 주둔해야합니까? 

학교위원회에 출마하거나 출마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특권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음을 

인정해야합니다. 가능한 차별과 인종적 프로파일링에 직면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위해 우리는 

진정으로 공정 임무 위원회 Equity Task Force를 지원하고 그들이 [학교에서 경찰]을 제거하겠다는 

약속을 하기 전에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자연스러운 결론에 도달 할 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그게 

제가 기대하는 방식입니다. 스코키 경찰 부서의 구성원이 반드시 포함되지는 않는 보안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차드 에바니츠 Richard Evonitz, 현직 

사진 크레딧 : Richard Evonitz (페이스북)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우선 순위 : 

저의 최우선 과제는 학생과 교직원을 안전하게 

학교에 데려 오는 것입니다. 원격 학습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학교가 완전히 재개되면 더 많은 교육 

및 과외 기회에 대한 더 나은 액세스를 

제공해야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학생들에게 좋은가요?”라고 자문해 

보아야합니다. 그래서 이 직책에 대한 저의 열정은 

학생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에서 비롯됩니다. 댄스 마라톤이 했던 엄청난 노력의 성장을 

봅니다. 

대면 학습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생각 : 

저는 행정부의 현재 계획을 지지하지만 우리는 직원, 학생 및 지역 사회의 의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여야합니다. 

경찰관이 학교에 주둔해야합니까? 

위원회의 최대 책임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교 자원 

담당관 (SRO)은 현재 특히 심각한 비상 상황에서 그 방정식의 일부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교육감의 

평가 태스크 포스] 결과 및 권장 사항 발표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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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나 제이콥스 Elana Jacobs , 재직자 

사진 크레딧 : Elana Jacobs (페이스북) 

"학생 목소리 증폭"에서 따온 그녀의 캠페인 플랫폼  : 

저는 공립학교 시스템에서 10 년 이상 근무한 입증된 

변혁 교육자입니다. 저는 스코키와 시카고의 많은 

위원회에서 교육 정책과 중요한 지역 사회 문제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모든 단계에서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100 %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저는 “테이블에 자리가 없다면 아마도 메뉴에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에 동기가 부여됩니다. 더 

이상 메뉴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공공 정책을 변경하는 데 

투표를하고 싶습니다. 

경찰관이 학교에 주둔해야합니까? 

훈육 관행을 회복적 정의로 변경하는 것은 이해 관계자가 충실하게 대안 관행을 구현하고 편견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긴 과정입니다. 법원 시스템이 징계 방법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링컨우드, 스코키, [및] 몰턴 그로브는 어떻게 정신 건강 전문가에 추가 자금을 투자하고, 지역 

청소년 개발 근로자를 모집하고, 유권자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100 % 봉사하고, 시민 참여에 대한 

주민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안전합니까? 

대면 학습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생각 : 

교사로서 저는 제 학생 및 동료들과 직접 안전하게 교류 할 수 있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 학교는 

2019 년과 같은 "정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교육 직원과 학생이 건강이나 자신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는 벌금없는 편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방러스의 예측 불가능성과 함께 [원문] 유연성이 

있어야합니다. 

 * 제이콥스씨는 현재 시카고 공립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셉 노윜 Joseph Nowik 현직 

사진 크레딧 : Joseph S. Nowik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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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학습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생각 : 

 

저의 최우선 순위는 학생들이 대면 학습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복귀하는 것입니다. 과외 활동 및 스포츠에 

대한 코로나의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가오는 여름 세션에 무료로 참여하도록 장려하여 

약간의 회복을 제공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보고 

싶습니다. 측정 기준이 허용되고 교사의 예방 접종이 

가속화되는 한 모든 학생들을 전염병이 돌기 이전과 

같이 대면 교육하는 주로 돌아가는 점진적인 계획을보고 싶습니다. 가능한 모든 과외 및 스포츠 

활동이 열려 있고 운영됩니다. 

첫 번째 교육청 직책을 위해 선거 출마 이유 : 

– 지구의 재정이 혼란스러웠고 경험을 통해 재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우리 학군의 이전 사명은 학생들을 “대학 준비”로 만드는 것이 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경로 (고용, 

직업, 군대 등)를 선택한 많은 학생들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더 나은 커리어를 갖게되어 기쁩니다. D219의 경로 커리큘럼. 

– 우리 지구에는 눈부신 불평등이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Bridges 프로그램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우리 학생들의 필요를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학군 전체의 의사 결정 과정에 

형평성을 포함하고 싶었습니다. 

경찰관이 학교에 주둔해야합니까? 

[감사]의 권장 사항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개선 

될 수 있고 개선되어야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SRO가 안전, 형평성 및 회복적 정의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에서 기능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이레나 페트맄 Irena Petryk, 재직자 

사진 크레딧 : Irena Petryk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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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우선 순위 : 

대표자로서 저의 최우선 과제는 모든 학생들이 성공하는 미래를 향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속도를 결정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커리큘럼 이니셔티브, 직원 채용 

관행, 신학기 계획 및 학군 재정 등이 있습니다. 

직접 학습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생각 : 

제 생각에 현재 가장 큰 구멍은 원격학습으로 선택한 학생들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이사회는 

학생들의 기술적 요구가 충족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사회 회의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 문제로 인해 학생 대표가 보고서를 제공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카메라를 켜고 동시에 말을 할 수 없어 수업에 참여하는 능력을 방해한다고 말하는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위원회는 원격으로 계속 학습하는 학생들의 기술적 문제를 

중재없이 어떻게 보장 할 것입니까? 

경찰관은 학교에 속합니까? 

보안 태스크 포스가 주제 조사에 투자 한 시간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 논쟁이 많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 지구 내에서 누가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위해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까? 무엇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해야합니까? 학교 행정부와 지역 사회 구성원이 이러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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