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애하는 가족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8년은 뉴잉글랜드 전 지역에 발생한 폭풍으로 인해, 선물 같은 
겨울방학이 이틀이나 더 주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커뮤니티 모든 멤버들이 겨울 학기를 좀 
더 천천히 시작하게 되어 다시 활력을 찾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겨울 비주얼 아트 쇼(Winter 
Visual Art Show) 및 1월 프로젝트인 음악과 WFMA 프로그램까지 몇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본교 연극학과는 연간 어린이 쇼 “Ivy & Bean 뮤지컬”을 리허설 중입니다. 
또한, 운 좋게도 1월 초에는 두 명의 댄스 학과 졸업생인, Zoe Schofield와 Riley Watts가 
전문가 집중 수업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Walnut Hill에서 열린 11학년 수업에서는 우리 커뮤니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몇 가지 훌륭한 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Jason 
Stumpf(인문학과장)의 자문을 받은 학생들은 감사편지 쓰기 프로젝트를 함께 하였고 
Naomi Bailis(연극 학부)의 자문을 받은 학생들은 다 같이 쿠키를 구워 지역 소방서에 
전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는 제가 Walnut Hill에서 수업 자문교사를 맡은 첫 해이며, 제가 1995년에 
처음 교직에 들어섰을 때 이후로 가장 즐겁게 생각하는 주요 교과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이번 달, 저의 자문을 통해 학생들은 새 학기를 시작할 때 선의를 퍼뜨리는 
아이디어를 궁리했고, 고맙게도 연극 전공 11학년 Rachel이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계획: 
짧고 긍정적인 단어가 적힌 뜯어내는 전단을 나눠주어 캠퍼스 곳곳에 좋은 에너지와 
긍정적인 분위기를 퍼뜨리기. 이 전단에 있는 종이쪽지에는 영감을 주는 친절한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학생들과 어른들 모두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친구들 및 
동료들에게 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지난 몇 달 동안 자문 교사로 보낸 선물과도 같은 시간은 몹시 
즐거웠습니다. 11학년 네 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두 명은 음악 전공, 한 명은 댄스, 또 한 
명은 연극 전공입니다. 우리 그룹 토론은 종종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과정에는 스타워즈 앤솔로지(Star Wars anthology)를 봐야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영화평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꼭 보러 갈 
것을 절대적으로 권합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는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의 유산과 업적을 기리는 국가 
공휴일인 마틴 루터 킹 데이(Martin Luther King Jr. Day)를 기념하였습니다. Walnut 
Hill에서 재직하는 동안, 우리는 잠시 멈춰서 다 함께 Dr. King의 업적을 기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앞으로도 크고 작은 형태로 모든 이들에게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갈 방법을 
심사숙고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올해, 우리는 Mariama White-Hammond 목사님을 초청 
연사로 맞이했습니다. White-Hammond 목사님은 보스톤 Bethel AME 교회에서 생태 
정의(Ecological Justice) 성직자이자 녹색 정의 연합(Green Justice Coalition)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젊은 예술가들이 사회 변화를 위해 자신의 솜씨를 
발휘하도록 돕는 조직인 프로젝트 HIP-HOP의 전임 이사입니다. 목사님의 메시지는 
강력하고도 단순합니다. "어떤 종류나 수준의 변화든지, 그 변화를 일으키려면 우리는 
개인적 세계관에 뿌리를 둔 이념적 기초를 해결해야 한다." 자신에게 진실함으로써, 다른 
이들을 이해하는 데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편견은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므로, 목사님은 우리가 믿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내적인 부분과 외부에서 역할하는 방식을 형성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통하는 진실이며, 정부, 교육기관 및 기업의 시스템에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가 가진 생각과 가치에 정직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회적 
규범, 경제 또는 정치에서 변화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목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White-Hammond는 우리와 같은 공동체를 비롯하여, 모든 이들이 우리 자신의 
견해에 대해 스스로 정직해질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의 견해에서 
일관성을 갖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전 
세계를 여행해온 저의 경우를 돌이켜보면, 저 역시 저와는 매우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 
실제로 저와는 정반대의 이념을 가졌을 수도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양한 집단 및 
개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저는 저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배우고 그 능력을 
개발하는 특권을 누렸고, 캠퍼스 곳곳에 정직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개설하겠다는 
강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연설을 마치면서, 우리 예술가들 및 창의적 
사상가들의 공동체가 다른 이들의 정신과 마음을 형성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독려하였고, 우리 학교에서는 이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1월, 우리는 곧 또 한 번 폭풍이 몰려올 뉴잉글랜드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모든 가족 여러분은 학부모 포털에 로그인해서 첫 학기 성적을 
확인하고 의견을 남긴 후,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학생의 자문 교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