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본교의 교장으로서 원격 학습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철학과 학습 지침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매사추세츠 주의 모든 공립 및 사립 학교는 5월 4일까지 폐쇄됩니다. 남은 기간에 캠퍼스가 다시 열게 될지는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4월 24일까지 결정될 예정입니다. 금주 월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원격 학습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향후 몇 주에 걸쳐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정의하고 경험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심시간 동안 대화가 꽃을 피우고, 온종일 캠퍼스를 누비며 서로 교류하고, 교직원의 
사무실이나 교실에 잠깐 들를 수도 있는 기회를 당연하게 누려왔습니다.  
 
월넛 힐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은 전 세계의 특별한 장소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같은 시간대를 살아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 수준마저 제각각이며, 캠퍼스 시설의 리소스와 자료를 마음껏 사용하는 특권도 
사라졌습니다. Orson Wells는 “예술의 적은 한계가 없는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저는 우리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서로 교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일상적으로 누리던 풍성한 리소스와 도구는 
없더라도 그렇습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고 주변 세상에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상상해야만 하는 창의성과 예술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적 창의성과 표현을 
모색하기 위한 적절한 시기입니다. 그러니 모든 채널을 활용하여 세계의 다른 곳에도 우리의 멋진 작업을 
공유합시다. 창의적인 작품을 게시할 때 #walnuthillarts 태그를 사용해 주십시오. 
 
다음 몇 주에 걸쳐 통과/탈락(Pass/Fail) 기준으로 완성된 작품이 평가될 예정이며, 기존의 출석 점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얻게 될 점수는 얼마나 노력을 쏟았는지에 직접적으로 비례합니다. 현재 학습 플랫폼은 두 가지 
기본 플랫폼으로 정리했습니다: Finalsite를 통한 온라인 포털은 학습 관리 시스템으로 사용되며 Zoom은 온라인 
미팅, 수업 세션 및 개별 교사 및 상담사와 소통, 학생 간 소통에 활용되며 넓게는 모든 학교 모임이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일부 학생의 경우 Google 계정 액세스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지역에서 액세스 가능한 
계정으로 Gmail 이메일을 전달하도록 설정하길 추천해 드리지만, 대부분의 학생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다 간편한 액세스를 위해 리소스 전용 웹 페이지를 디자인했습니다. 해당 웹 페이지는 개별 예술 분야뿐 아니라 
아카데믹 기준으로도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원격 학습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링크입니다.이 링크에 액세스하려면 Finalsite로그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https://www.walnuthillarts.org/remote-learning 
  
월넛 힐의 차별화된 교육은 교수진과 학생 예술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유일한 변화는 우리 
구성원의 물리적 위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몇 주 사이에 이 정도의 경험을 구현해낸 노력에 대해 모든 커뮤니티 
구성원과 아카데믹 및 예술과 경영진과 담당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시기이며, 우리 모두는 이 시기를 버티고 그 의미와 우리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처럼 새로운 방식에 따라 모두가 협력해 나가길 요청합니다. 봄방학을 맞이하여 
하이랜드 스트릿을 떠나기 전 우리의 직함이 무엇이었든 관계없이, 깊은 호기심과 학습자이자 교사로 서고 싶다는 
열망이 협력의 바탕이 됩니다. 현재 우리는 학습자이자 교사입니다. 또한 현재의 집단적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가 
변화할 것이며,몇 주든 몇 달이든 공동체 모두를 위한 노력이라는 뜻의 ‘Non Nobis Solum’ 정신으로 본교의 모토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깊은 존경과 열정을 전하며,  
 
교장 안토니오 비바(Antonio Viva)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