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tter from the Director:  
Sunday, March 15, 2020 

 

디렉터로부터의  편지 

2020 년 3월 15일 일요일  
 
Covid-19 팬데믹이 모든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WHO는 1월30일에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국제적 공중 위생 비상사태) 를 
발표했지만, 미국에서는 감염자 검사나 감염예방 노력은 이행되지 않았고 귀중한 시간이 낭비되었습니다. 
그러는동안, 중국 우한과 후베이지역에서는 천명이상의 사망자가 생겼고, 진원지는 이탈리아 로 옮겨가, 
이탈리아는 도시봉쇄에 들어갔고 이탈리아의 의료체계는 바이러스로 인한 환자들을 감당하지 못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탈리아의 전철을  1-2주 정도 차이로  따라 갈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미국에는 확진자 수가 500명 뿐 이었지만 오늘로서  49개의 주에서 확진자 수가 
3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학교들과 식당들은 문을 닫았고 연주회들과 쇼, 운동경기들이 취소되고 병원들은 
어쩔 수 없이 몰려들 환자들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는 턱 없이 
부족하게 시행되고 있고 위험에 취약한 중심지에서는 아직도 체계적인 검사가 시행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가 지적했듯이,  우리는 감염 질병 위기뿐만이 아니라 미국 자체의 독특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족한 중앙 집중 공공보건 정책과 통치입니다. 개인의 권리와 중앙정부의 절제를 
중시하는 미국의 특징때문에 중요한 공공보건 결정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손에 천 조각을 이어 붙인 듯이 
단편 적으로 수행되기 마련이고 우리들은 이런 즉흥정이고 급조된 그리고 임의적인 진행을 모두 경험 
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나서서리더쉽의 부재를  채우려 했지만 급변하는 상황에서 여러사람들의 다른 
목소리와 관점들의 불협화음을 분별하여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였습니다.  
 

 이 모든 불확실성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과 걱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반응적으로 또 
무기력함, 불신, 분노, 그리고 비난을 증가 시킵니다.  사스, 에볼라, 그리고 메르스 사태에서 보았듯이, 
코비드-19에서도 감염 질병들이 인종적인 문제로 확산 하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 없는 
소수민족 사람들이 표적이 되어  괴롭힘 당하고, 언어폭력이 난무하고 폭행 당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거짓 정보와 분노를 유발하는 “클릭미끼”들의  전파를 촉진시켜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의 
불을 부채질하고 지금의 무서운 현실을 더욱 악화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두려움의 해독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한  교육, 예방, 그리고 사회참여에 여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기관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만한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자료 종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교육 자료 

어린 자녀들에게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지 가르쳐 주는 자료 

불안감을 조절 할 수 있는 전략자료  
여러나라 언어와 문화에 맞춘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청소년들과 어른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매체 자료 

인터넷 교육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문화의 학생들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학교를 돕는  정보.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에 대한 자료 - 따라 배울 만 한 다른 기관들의 좋은 대응 정책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정보들과 자료들을 이 페이지에 업데이트해 나갈 것 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이 
페이지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기관은 학생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독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들은 학생들을 통솔할  임무와 지지하는 임무를 같이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학교들도 부족한 정보들을 가지고 결정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기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속에서 저소득층과 외국인 학생들이 가장  큰 취약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학생들은 현재 “double trauma” (두배의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아시아에서 
전염병의 첫물결과 싸우는 것을 어찌할 수 없이 지켜봐야 했고 두번째로 이제는  미국의 충분하지 못한 
전략 때문에 트라우마를 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생들을 지원하기위해 
노력하는 학교들에게 새로운 자료들을 계속해서 제공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코로나 인종차별” 의 확산을 막기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모두 노력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교육 시켜야 하고  손 씻기 , 사람들 간의 거리두기, 많은 사람들이 모인데 가지 말기, 
증상이 있으면 자가격리하기등의 과학적 증거에 기반을 둔 공공보건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체로서 협력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며, 의료기기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햄 메들리 교수의 말을 빌어,   우리가 벌써 바이러스에 걸린 것 처럼 
처신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바이러스를 걸리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 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키지 않게 행동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불평등과 부당성에 맞서서 
싸워야 하며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는 우리사회에서는 용납 할 수 없는 일 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Covid-19 팬데믹이 모든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들의 협력으로 이 상황이 그렇게 지속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