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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드 퍼시픽의 대표이사로서 저는 자주 우리 학교가 하와이 교육 커뮤니티 내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즐거운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많은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구현한 주 최초의 학교로서 예술 프로그램, IB 국제학위 프로그램, 그리고
국제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제공합니다.

우리 미드 퍼시픽의 학생, 가족, 교직원, 동문들은 하와이, 미국 본토 및 창의적이고 재능 있고
사려 깊고 창의적인 개개인으로서 전세계 곳곳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혁신가, 예술가, 그리고 독창적인 개개인으로서 우리는 전통적인 틀에 박힌 사고 방식에서
벗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때 번창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은 물론 현지 박물관 및
비영리단체의 다양한 학습 기회들이 우리 학생들을 기다립니다.

또한 미드퍼시픽의 컴퓨터 및 전자기기 활용 수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2019년에
인정받은 미국내에서 유일한 프로그램입니다(Microsoft White Paper on immersive technology).

우리 학교는 이런 자랑거리 말고도 흥미진진한 유서깊은 역사가 곁든 포괄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1892년 공동 창립자인 프란치스 다몬이 강조한 미드퍼시픽의 전 세계 글로벌
커뮤니티의 리더로서 중요성을 우리 학교 비전 삼아 노력합니다.

교육을 통한 국제이해 관계를 증진시키겠다는 그의 생각은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가진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그의 꿈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헬렌 프렛이 썼듯이, 데이몬씨의 “미드
퍼시픽처럼 학교가 헤낼수 있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믿음의 열정적인 표현” 은 그러한 꿈을
이루는데 있어 더 없이 혁신적이였습니다.

오늘날, 저희학교의 설립자들과 그들을 뒤따른 사람들의 비전은 가슴 아픈 구절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에쿨리아 카쿠: “우리 함께 노력하고 열망하자.” 저희는 새로운 교육시장
개척 21세기까지 데이먼 씨의 비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끈기를 지속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시장 개척 계획으로부터 2020년 팬데믹을 극복해 내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미드 퍼시픽이 배타성보다 포용성을 통해 강해지고 있다 믿습니다.에쿨리아씨는 우리학교의
강점은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능력의 다양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드 퍼시픽은 혁신가, 예술가, 그리고 개인들의 공동체를 대표함에 따라 학교의
구성요소들보다 더 강할수 있었습니다. 이 출판물에는 데이먼 씨의 꿈의 지속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혁신적인 학교의 구현에 대해 설명하는 많은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기사들을 즐기시고, 저희의 여정의 다음 단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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