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9일

학부모님들과 가디언분들께,
Westminster Christian School 을 이끌수 있게 된 것은 저에게 영광이고 또한 특귄입니다. 현재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교장직을 맡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순간에도 열정적으로 또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시니어 지도자들 그리고 교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음에 축복을 느낍니다.
저희 교사들은 Term 2 (4월 15일 개학) 를 위해 ‘distance learning programme’ 즉, 원격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획하였습니다. 원격 교육은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입니다. 봉쇄 기간이
길어진다면 저희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수응하고, 반영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저희는 원격 교육을 계획할 때 교사들과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였습니다.
저희는 많은 분들이 집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학교에 선생님들과 같은
“교사”의 역활까지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수의 교사들이 자신이 맡은
반 아이들을 가르치는 동시에 자신의 아이들도 돌보아야 되는 상황 또한 인지하고 있습니다. 원격
교육은 일반 학교 교육 과정과 똑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원격 교육이 다양한
환경에 처해있는 가정들에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적용되게 할 것입니다.
필수 과정
모든 주의 첫째 날, 담임 교사들은 일주일간 공부 할 문학, 수학 그리고 질문주도학습 과목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각 가정이 일주일의 일상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한주에 해당하는
시간표, 혹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심화학습을 원하는 아이들에게는 그에 맞는 과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

첫주는 수요일에 시작하는 관계로3일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나갈 것입니다.

교사들은 각 부모님들(혹은 가디언)과 연락하여 부모님이나 아이가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조정할 것입니다. 질의 응답은 Google-Meet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아이들은
담임 교사와 실시간으로 연락하고, 전
 에 나눠진 학업에 대한 도움 또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첫 실시간 Google-Meet 질의응답은 4월 15일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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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주 (4월 20일) 부터 교사들은 상황에 따라, 각 아이의 필요에 따라 실시간 위크샵을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워크샵의 날짜와 시간은 미리 조정이 되어 통지가 될 것입니다. 워크샵은 의무가
아니며 아이와 가정의 상황에 맞추기 위해 자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실시간 워크샵은 사생활의 침해 이유로 녹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셔서 아이들 또한
가정에서 녹화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자기 주도 학습과 공부의
책임감을 위해 워크샵에 부모님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을 권유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담임 교사들, 혹은 저에게 이메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학기에 적응하면, 저희는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함께 공부할 수 없기에 새로운 학습 개념은 최소화 할 것입니다. 봉쇄
기간에는 원격 교육 전달과 첫학기에 배운 내용을 중점으로 진행됩니다. 한가지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학교의 표어인 ‘Education for Time and Eternity’에 따라 기독교
학교의 특수성과 성경적 관점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기 앞서, 저는 다시 한번 각 가정의 일상을 가능케 하는 규칙적인 학습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 학기에 전 교장선생님인 Mr. Wilson이 보내신 스케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이와 함께 말씀을 묵상해주시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시며,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틈틈히 운동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봉쇄’의 단어를 ‘피난처’로 바꿨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은 지나갈 것입니다. 훗 날
우리는 이 시간을 회상할 때, 이 때의 경험이 우리를 더욱 하나되게 한 것을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힘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어려운 시간속에서도 저
 희의 주님이 여러분들 모두와 함
 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모두
은혜 가운데 부활절 보
 내시길 바랍니다. 4월 15일 수
 요일, 학기가 시작되면 다시 온라인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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