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교육구 학교의  

과학, 예술과 마음 연결시키기 
 

도전에 직면하면, 우리는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몰두하게 됩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마음은 탈출구를 찾습니다. 

—Andy Andrews, 작가 

지난 몇 년간 저는 학교와 교실이 모든 학생에게 과학, 예술과 마음을 사용하여 전달하는 교육에 

관해 말해왔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저는 이 세 가지가 진심으로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예술, 하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적인 기량의 좋은 교습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경험했을 때, 우리를 경탄하게 

합니다. 예술적인 기량을 발휘하는 교습과 학습은 우리의 감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이에는 공간, 짜임새, 가치, 균형, 비례와 조화, 움직임, 리듬과 

화음 등과 같은 요소와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과 상상력을 포함하는 창조적인 

과정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과 학교 지도자는 요소들을 사용하여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과 학교를 창조해 

나갑니다. 

 

저는 과학이란 관찰과 실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지적이고 체계적인 실용적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인지와 두뇌과학 분야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각 개인의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기억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며 교실에서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매해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필수적이며 학생 학습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행 방법과 기술을 알려줍니다. 

 

예술과 과학에 대한 이해와 요소를 사용하여 우리는 학생의 성공과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식과 깊은 이해를 습득할 뿐만 아니라 추상적 개념인 지식을 실생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학생은 새로운 가능성으로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과학과 예술은 우리 학생들 교육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트도 또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 (He has heart.) 그 사람은 사랑이 가득해. (She is full of heart.) 

그 사람들은 그 일에 온 정성을 다 들여. (They put their whole heart into it.)”라는 말을 듣고는 

합니다. 여기에 영어로 표현하면 모두 하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용할 때, 여기에서의 

하트는 친절, 보살핌, 공감과 동정, 염려라는 의미이며 또한 용기, 헌신 그리고 의지라는 뜻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하트란 관계입니다. 이는 우리가 구축해 나아가는 것으로 학교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환영받고 존중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트를 갖고 헌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란 즉 우리 모두(All 

means All), 진정한 의미에서의 모두이다는 생각으로 헌신해야만 합니다. 모든 반과 모든 학교 

https://www.youtube.com/watch?v=EcHlO8UfgKU&feature=youtu.be
http://scienceoflearning.jhu.edu/science-to-practice/resources/what-is-the-science-of-learning


그리고 교육구 서비스에서 우리는 우리 학생 모두와 학생 가족에의 헌신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느껴야만 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우리 교육구에 자녀가 있는지에 관계 없이 투표로 선출된 공무원과 우리 교육구 

모든 주민에게로 연장되어야 합니다. 수천 명의 개인과 가족은 우리 교육구 행정에 자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자원의 지킴이로 우리 학생의 대학졸업과 커리어 준비를 제일 효과적인 

방법으로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는 많은 학생이 오랫동안 높은 수준의 성취를 계속 이루어 

내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교육구의 모든 모습이 아닙니다.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학생 그룹은 빈곤지역에 사는 모든 인종의 학생들과 빈곤 여부에 관계 없이 

아프리카계 미국 학생과 히스패닉 계 학생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는 우리의 헌신을 갱신하여 우리 교육구 모든 학생에게 높은 

수준의 배움과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하고 전에는 그와 같은 기회에 접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늘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작가 Andy Andres 씨가 

말한 바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의 온마음과 온정신 즉 하트를 모두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을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 그리고 모든 학생이 배우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지치지 

않고 계속 일해 나아갑시다. 우리가 일할 때, 과학과 예술 그리고 하트를 적용합시다. 제일 

어려운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나아갑시다. 

 

우리 학생들은 이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좋은 읽을거리/들을거리 
우리가 성인이 되도 배움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는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우고 새로운 시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디어와 새 시각은 책, 글, 팟캐스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블로그를 통해, 저는 제가 관심있는 것 중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것은 

제게 질문을, 어떤 것은 아픔을, 또 어떤 것은 웃음이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곤 했습니다. 이 

글들이 여러분을 논리적이며 비평적으로 생각하도록 도와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에 대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읽을거리: 

When: The Scientific Secrets of Perfect Timing, by Daniel H. Pink 

Why More Colleges Should Treat Students Like Numbers, by Kevin Carey, Washington Monthly 

 

좋은 들을거리: 

1969 U.S. Senate Hearing with Mr. Fred Rogers, Mister Rogers’ Neighborhood 
 

https://washingtonmonthly.com/magazine/september-october-2018/why-more-colleges-should-treat-students-like-numbers/
https://www.youtube.com/watch?v=J9uIJ-o2yq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