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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어제, 저는 학생부 학생 두 명과 함께 2 월이 얼마나 힘든 달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직 날씨도 춥고
낮도 짧지만, 이제 2 학기 개강은 바로 목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아이팟, 전화, 컴퓨터 등을 통해 들려오는 뉴스를
노력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돌아보며,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조회 시간, 저는 전 세계에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점과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목요일 오후, 우리 학생들, 직원들, 그리고 선생님들은 주말동안 진행될 설날 축하 행사를 시작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중국, 대만, 한국 학생들은 그들 각각의 문화가 어떻게 이 명절을 기념하는 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게임과 전통을 공유
했습니다. 그 축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계속되었고, 캠퍼스 안팎에서 나누는 특별한 식사와 활동시간을 통해 서로
전통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배우는 그 주말이 전 세계 사람들을 아우르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 월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화와 질문들을 서로 진솔하게 나누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집회와
주간 뉴스 토픽들이 가득한, 흑인 역사를 기념하는 달 이기도 합이다. 좀 더 밝은 예를 들자면, 우린 발렌타인데이도
기념합니다. (학생들에게 노래하고 춤추며 발렌타인데이를 보낸 친구들과 선생님들에 대해 물어보세요). 또한, 이 시기는
학생과 교직원이 새 학기를 새로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 이기도 합니다. 최근 저는 저희 미술사 학생들과 함께
하버드 미술 박물관에 초대되어 제니퍼 툼수덴 (Jennifer TumSuden)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전공 학생들과
함께 갤러리를 탐색하며 학생들이 이번 학기 수업하게 될 다양한 양식과 시대에 대해 친숙해질 수 있도록 개발된
보물찾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3 월로 치닫으며, 저는 저의 연례적 행사인 아시아 여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는 매년 우리
재학생들과 그들의 가족, 졸업생들, 그리고 입학 예정자 가족들과 함께 아시아 전역의 다양한 도시들을 방문하며
여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 년 동안, 이 여행을 통해 매해 많은 새 친구를 만들며 우리 월넛 힐 커뮤니티를 구성하게 될
많은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전 세계 각국의 학생과 동문이 모여드는 덕에, 우리 학교는 매해 이 아시아 여행을 통해 그 소중한 관계들을
돈독하게 다지며 우정을 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주 동안 6 개의 도시, 타이베이, 서울, 베이징, 상하이, 심천, 싱가폴을
방문하는 올해 여행에는 미술사 디렉터 및 시각예술 단장인 짐 우드사이드 (Jim Woodside) 와 재정지원 및 입학
사정관인 렐라 폴트레 (Lela Paultre) 와 함께 동행합니다. 또한, 이 국제사회에 부응하고자 하는 정신과 대한민국
평창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그 동안 제가 서울을 방문하며 찍어 온 사진이 담긴 게시물 하나를 공유합니다.
지난주, 음력 설을 함께 기념했던 우리 가족 모두에게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3 월이 다가옴에 따라, 여러분이
봄 방학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3 월 26 일 2 학기 학부모-교사 회담을 위해 돌아올 여러분을 다시 볼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