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사회에 보내는 교육감의 메시지, 3 월 26 일 2020 

 

라우던 카운티 공립학교 지역 시민 여러분. 

라운던 공립 학교의 직원 한 분의 죽음을 알리며 참담한 마음입니다. 그분은 어젯밤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분이 가깝게 접촉하셨던 분들을 라우던 카운티 

보건부에서 미리 조사를 하였고 그분들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다른 근원에서 힘과 위안을 얻으며 각자 다르게 슬픔을 감당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으로부터, 또 어떤 분들은 종교 단체들로 부터 혹은 특정 학교 구성원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슬픔을 이겨냅니다.  

라우던 카운티 공립 학교와 라우던 카운티 지역사회에 속한 우리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위안과 

힘을 얻어야 합니다. 종파를 초월해서 많은 종교인들과 비종교인들이 한마음으로 이웃 

사랑이라는 일념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에게 고인은 그저 바이러스 피해자 통계 

수치가 아닙니다. 고인의 성함이나 구체적인 추억들을 나누지 않는 것은 고인께서 그러길 

원하셨을 거라고 판단해서 입니다. 그렇지만 고인은 사랑받고 사랑을 주셨던 분이셨고 기쁨과 

슬픔을 느꼈던 분이며 자신의 전체를 바쳐 우리 지역 사회에 공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애도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바로 지금 지역사회를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건강 보건 공무원들의 지시에 따른 코로나 방지 

방법들과 주지사님의 지시 사항들을 잘 따르는 방법들을 통해 자가 보호라는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속담처럼 지금은 우리 모두가 지역사회의  보호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기간동안,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또 질문들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른들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들로써 우리가 먼저 모범이 되어 

긍정적이고 건강한 활동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이 이 시기를 잘 넘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죽음이라는 주제로  아이들과 앞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면 아주 다양한 반응들을 보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양한 사회 매체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수많은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은 LCPS Pupil Services website 와 Nathional Association of School Psycologists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곧 이 웹사이트에는 구체적으로 청소년에게 죽음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자료도 포함 될 예정입니다. 

 

각 학교 공동체의 힘은 각 구성원들이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 함께 서로 서로를 돕는 것에서 

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삶의 교훈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가장 힘든 일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학교 카운셀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교장선생님이나 각 학교의 상담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ric Williams, Ed.D. 

라우던 카운티 공립 학교 교육감  

https://www.lcps.org/Page/220716
https://www.nasponline.org/resources-and-publications/resources-and-podcasts/school-climate-safety-and-crisis/mental-health-resources/addressing-grief/when-grief/loss-hits-close-to-home-tips-for-caregiv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