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하고, 치유하고, 함께 합시다.

자료집 가이드

생명을 잃은 사람을 애도하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600,000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2020년 1월과 2021년 6월 사이
COVID-19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앨라배마에서는 COVID-19로 인해 11,000명이 넘는
부모, 배우자, 자녀 그리고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총 사망자*

2020년 1월 21일부터

미국
582,769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숫자

캘리포니아
61,444
뉴저지
25,952

앨라배마
11,038

사망률*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숫자
미국에서 5번째로 높은 숫자
미국에서 16번째로 높은 숫자

100,000 명 당

뉴저지
292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숫자

앨라배마
223

미국
174

캘리포니아
154

*2021년 5월 16일 기준 CDC 데이터

미국에서 7번째로 높은 숫자
세계에서 18번째로 높은 숫자
미국에서 30번째로 높은 숫자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목숨을 잃은
것에 더해, 만성 질환, 약물 과복용,
자살 그리고 폭력을 포함한 다른
이유들로 인해 평소보다 더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어떤 가족도
죽음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은 가족은
없습니다.
격리 시간 동안, 우리는 삶을
기억하고 애도하고 지역사회와 가족
지원을 경험하는 방법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누군가의 빛이었던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랑하는 사람의 손
을 잡아주거나 작별인사 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추모의
이야기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자주 지역사회의 온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애도를 생명의 빛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저는 저의 형제 제롬(Jerome)
에게 작별인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 둘다 COVID-19
으로 입원해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롬이 호전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회복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 후 하루 이틀이 지나고
저는 완전히 다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퇴원을 할 때 쯤에 저희
어머니는 제가 장례식에 참석할
만큼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페이스북
라이브로 장례식을 볼 수 있었지만,
당연히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Jerome의 세 아들인 저의
조카들에게 삼촌이 되어주면서
기억을 간직하고 싶어요. 이것이
Jerome이 원하는 것일 거예요.

”

드웨인 리브스(Dewayne Reaves)
몽고메리, 앨라배마
드웨인 리브스의 형제이자 아들 3명을
가진 제롬 리브스는 2020년 10월에 51
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잃은 사람들을
위해 빛을 밝힙시다.
추모하고 애도하는 익숙한 방법은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팬대믹 속의 안전수칙과 고립으로 인하여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둘러싼 전통과 의식들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사람들이 애도하고 치유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 슬퍼할 수 있는 시간들
•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음악과 추모연설
• 현실적인 도움과 도와줄 수 있는 지역사회
• 유산을 수반하는 추모와 이야기들
우리의 지역사회를 다시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불확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슬픔을 위로하고 고통받는 가족을 돌보면서 죽음을
애도하는 가치있는 일에 대한 매우 견고한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상실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오래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아빠의 죽음에 관해 서로 이야기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어요. 처음에는
서로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두려워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화나게 만드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그것에 대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진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자,
상황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와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와 추억들을
공유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장례식과 그 후 관련 행사들은
가까운 가족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방문하지 못했던 지역사회의
사람들은 저희에게 엄마와 아빠에
대한 이야기들과 추억이 담긴 카드와
편지들을 보내주었어요. 추억을
공유하는 것은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

팸 조단(Pam Jordan)
엘바, 앨라배마
팸 조단은 2020년 11월 COVID-19으로 인해
4일 차이로 그녀의 부모인 에드(Ed)와 페기
캠턴(Peggy Compton)을 잃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1 함께 참여하기
"빛을 밝히자, 앨라배마여"에
참여하기

2 추모하기
촛불 밝히기를 주최하기

3 우리의 이야기를 하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는 것을 도와주기

4 혼자 하지 마세요
자료들과 서비스들을 탐색하기

5 유산을 쌓기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민의 약속을 지지하기

1 함께 참여하기
"빛을 밝히자, 앨라배마여"에
참여하세요.
우리가 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추모하지
않을 것 입니다. 우리의 슬픔이나 이웃들의 슬픔에
우연히 집중하지 않을 것 입니다. 이것들은 개인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첫
걸음으로 ShineAlabama.org 사이트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웹사이트에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리는 음악, 예술 그리고 기억의 벽과
연결시켜줄 것 입니다. 당신을 연방정부 및 지역의
의료 체계, 애도방법, 정신건강 자료들과 연결해줄 것
입니다.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은 앨라배마여, 빛을
밝히자와 관련된 행사들이 주최됨을 알리는 공지를
받게 될 것 입니다. 또한 당신은 이 목적을 위해 당신의
지역사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공유하세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이트를 공유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 자료들을 찾을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에
게시글을 올릴 때 #ShineAlabama를 사용해주세요.

를
메라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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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코드 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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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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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eAlabama.org

2 추모하기
촛불 밝히기를 주최하세요.
1. 되돌아보기.
• 당신은 가족 또는 지역사회에서 누구를 잃었습니까?
•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래대로 작별인사를 하지 못해서
놓친 것은 무엇이었나요?
• 당신이 잃은 사람에 대해 가장 그리운 것은 무엇인가요?
• 당신이 잃은 사람에 대해 당신에게 가장 추억할 만 한 것은
무엇인가요?
• 당신이 잃은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음악이 있나요?
• 슬퍼하는 다른 가족들이 있나요?
2. 촛불을 밝히기 위한 날짜와 장소를 고르세요.
우리는 모두에게 편안하고 공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장소를 추천합니다: 당신의 현관 베란다, 계단 또는 잔디밭, 또는
가까운 공원이나 안전한 주차장.
3. 촛불 밝히기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이미 계획되어 있던
만남에 촛불 밝히기를 포함하세요.
당신은 이 과정들을 혼자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일 수도
있으며, 당신의 지역사회에서 이웃들과 협력하여 특정한 날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심지어 당신의 가족, 교회 사람들 또는
친구들과의 모임과 같이 이미 예정된 활동이나 이벤트에 촛불
밝히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빛 밝히기.
우리는 당신이 잠시 멈추고 이 비극에서 당신이 잃은 사랑하는
사람과 다른 이들을 추억하도록 초대합니다. 참여하기 위해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은 이 책자 (인쇄본 혹은 웹 다운로드 파일), 촛불
그리고 시간입니다. 이 가이드는 당신이 고려할 수 있는 촛불 밝히기
예시 가이드를 포함합니다.

3 우리의 이야기를 하기
사랑하는 사람의 추억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모으는 것을
도우세요.
어떤 사물이 가장 당신이 잃은 사람을 상기시키나요?
ShineAlabama.org에는 COVID-19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팬대믹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시각적인 헌사들이 있는 특별한 추모 페이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추모 헌사를 간단히
추가할 수 있습니다.
ShineAlabama.org/Remember에서 당신은
기억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고, 당신의 기억 물건
사진을 공유하고 간단하게 왜 그 물건이 특별한
기억을 대표하는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와
기억을 직접 모으고, 저장하고 공유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위해서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StoryCorps (storycorps.org)
스토리콥스의 과제는 모든 배경과 신념을 가진 이야기를 담고,
저장하고 공유하기 위함 입니다. 그들은 미국 의회 도서관에
저장되어 있는 일반인들이 만든 인터뷰들을 수집합니다.
Story Center (storycenter.org)
스토리센터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공유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공간, 창의적인 워크샵 그리고 온라인 공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당신은 웹사이트에서 팬대믹과 관련된
이야기와 기억들에 관해 자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tiny.one/
v6drpv6y)

4 혼자 하지 마세요
자료들과 서비스를 탐색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별인사를 하는 것은 삶에서의 큰
변화입니다. 그들이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더욱 힘듭니다. 지난 해
동안 슬픔의 과정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사람과의 접촉, 감정을 북돋는 라이브 음악, 가까이의 다른 사람의 목소리
등 우리가 슬픔을 이겨내도록 도와주는 많은 것들을 접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혼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도전이라고 생각되는
필요가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자료들을 탐색해
보세요. ShineAlabama.org에서 더 많은 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실과 슬픔 자료집

아멜리아 센터 (childrensal.org/amelia-center)
UAB 목가적 돌봄 슬픔 자료집 (tiny.one/fv4bdujj)
나미(NAMI) COVID-19 자료집 (tiny.one/2ctffjd2)
CDC COVID-19 상실과 슬픔 자료집 (tiny.one/c98p4huc)
더기 센터 (dougy.org/resources)
아이들의 슬픔을 도와주는 지역사회 내의 세사미 스트리트 (tiny.one/jnmcjtxr)

COVID-19 건강 정보

백신 정보 (vaccines.gov)
COVID-19 업데이트 (coronavirus.gov)
당신 가까이의 백신 장소를 찾기 위해 GETVAX (438829)로 당신의 우편번호를
문자로 보내세요
CDC COVID-19 정보 (cdc.gov/coronavirus/2019-ncov)
UAB COVID 사후 치료를 위한 클리닉 (205-975-1881)
—증상이 4주 이상 나타나는 COVID을 겪은 사람을 위해

정신 건강

NAMI 앨라배마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한 지원 (namialabama.org)
국가 자살 방지 연락망 (800) 273-TALK (8255)
유색인종을 위한 55 정신 건강 자료 (tiny.one/ybndnus4)

5 유산을 쌓기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민 약속을 지지하세요
COVID-19으로 인한 앨라배마의 사망률은 국가에서 7번째로
높았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앨라배마인은 11,000명이 넘고,
이는 15개월 만에 30개의 여객기가 추락하고도 생존자가 하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역사회는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약물 과다
복용, 자살 그리고 총기사고로 인한 더 많은 죽음으로 고통받습니다. 너무
많은 죽음은 막대한 피해입니다. *2021년 5월 16일 기준 CDC 데이터
팬대믹은 안전장치의 부재, 당장 폭발할 것 같은 증오와 분열 그리고
의료체계에서의 치명적인 간극을 드러냈습니다. 바이러스는 다른
것들보다 더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대부분은 나이, 인종, 가족 의무 또는
직업 종류에 기반하여 더욱 취약합니다. 연세가 많은 노인들, 의료 체계에
접근하기 힘든 시골 이웃들, 전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건강 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 범위 밖의 사람들 조차
심각하게 고통 받았습니다.
우리는 앨라배마의 사망률을 매우 높게 만든 의료체계 격차를
좁힘으로써 죽은 이들을 기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역사회를 더욱
강하고, 더욱 회복력있고, 더욱 공정하게 만드는데에 참여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전달합시다.
지역사회 서비스

건강 단체 (thewellnesscoalition.org)
백신 캠페인 (madetosave.org)

시민 참여

앨라배마 단체 조합 Cover Alabama (coveralabama.org)
앨라배마주가 거주자들에게 가격이 적정한 양질의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실행하는 것을 옹호하는 무소속 연맹
앨라배마 포워드 Alabama Forward (alforward.org)
모든 앨라배마 사람들이 민주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하는 501(C)(3)
시민단체의 다양한 조합

추모를 위한 자료들
앨라배마여, 빛을 밝히자를 진행하면서, 여기저기의 많은 단체들이 이미
중요한 추모 작업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 더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몇몇의 선구자들은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일을 하는 동안 우리를 격려해주면서, 우리와 파트너를 맺는 것 까지
고려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시간과 빛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더 큰 치유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희망하는 노력에 불꽃이
피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들의 중요한 업적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를 격려합니다.
통합과 소속 센터 Center for Inclusion and Belonging
(inclusion.americanimmigrationcouncil.org)

공평한 정의 주도 지역사회 추모 프로젝트

Equal Justice Initiative Community Remembrance Project
(eji.org/projects/community-remembrance-project)

역사와 우리 자신과 마주하기 Facing History and Ourselves
(facinghistory.org)

국경 넘어 사상가들 / 신뢰 네트워크 Mediators Beyond Borders/The
Trust Network
(mediatorsbeyondborders.org/trust)

시민 대화와 사회적 치유 On Being Civil Conversations and Social Healing
(onbeing.org/civil-conversations-project)

미국 환영하기 Welcoming America
(welcomingamerica.org)

서부 센터 Western States Center
(westernstatescenter.org)

촛불 밝히기 가이드
함께 모인 사람들을 환영하기
인식되는 사람/사람들을 명명하기
사랑하는 사람과 당신을 연결해주는 음악 공유하기
(ShineAlabama.org에는 특별한 음악 콜렉션이 있습니다)
촛불 밝히기
기도 / 가만히 앉아 있기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 공유하기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초대하기
참석한 아이들을 위한 활동
음악, 시 또는 다른 표현
마지막 감사 인사
종결

촛불 밝히기에 청년들과 아이들 참여시키기
어린 아이들조차 새로운 질병이 있고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대부분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COVID-19이 가족에게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대화에 어린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들을 참여시킬 창의적이고 건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그룹이 선택한 촛불 밝히기에 어린 아이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표현하고, 공감하고, 연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가족이나 그룹의 촛불
밝히기 동안 공식적인 사진사나 비디오 촬영가, 소셜 미디어
전문가가 되도록 물어보세요. 이것들이 그들이 잘하는 것입니다!

• 십대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했던 음악의 리스트나 그들을
위로해주거나 슬픔을 표출할 만한 음악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
니다. 이것들은 촛불 밝히기에 포함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 또한 십대들은 가족들이 슬라이드나 중요한 사진들을 만드는
것을 돕고 아이들은 사진을 고르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 아이들은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해 카드를 만들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며, 이것은 아이들이 그들을 위해 동정심을 보이는
특정한 방법입니다.

• 어린 아이와 어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책자
뒤에 넣었습니다.

• 더기 센터 (dougy.org)를 방문하여 슬픔을 경험한 아이들과
십대들이 있는 가족을 돕는 자료들을 찾아보세요.

"빛을 밝히자, 앨라배마여"에
안전하게
참여하는 방법
COVID-19 안전수칙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다면, 당신은 다음의 것을 할
수 있습니다.

• 전 연령의 완전히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과 마스크 없이 집이나
개인 공간에서 모이기.
• 심각한 질병의 위험이 없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한 사람과
마스크 없이 집이나 개인 공간을 방문하기.

작은 모임

작은 모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개인 집에서 자주 만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모임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들
• 입과 코를 덮는 두 겹 이상의 마스크를 쓰기.
• 당신과 살지 않는 다른 사람과는 적어도 6피트 적정거리
유지하기.
• 붐비고 환기가 안되는 실내 공간은 피하기.
• 손 씻기.

큰 모임

큰 모임은 사적 또는 공적 공간으로 다양한 가정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합니다.
큰 모임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들
• 실외 공간에서 추모식을 열도록 하기. 붐비고 환기가 안되는
실내 공간은 피하기.
• 당신과 살지 않는 다른 사람과는 적어도 6피트 적정거리
유지하기.
• 입과 코를 덮는 두 겹 이상의 마스크를 쓰기.

"빛을 밝히자, 앨라배마여"에
안전하게
참여하는 방법
불 안전

조심!
화재와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이는 곳에서
촛불을 태우세요. 바람과 진동으로 부터 멀리하세요.
아이들과 동물들로부터 멀리 떨어트리세요. 불이 붙을
수 있는 그 어떤 것 가까이에서 또는 위에서 촛불을
태우지 마세요.

5mm

4hrs

태우기 절차
불을 붙이기 전에 심지가 5mm보다 길지 않도록
하세요. 성냥과 심지 정리를 포함하여 다른 물질들로
부터 촛불을 보호하세요. 고른 내화성의 표면에만
촛불을 밝히세요. 한 번에 4시간 이상 촛불을 태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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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다음 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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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2. 조상이나 전임자 또는 과거로 부터 받거나 물려받은 것
3. 두 개 사이의 가까움
5.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죽은 이들을 기억하는 자역사회의 노력
7. 사람이나 이벤트의 기억에서 드러난 것
8. 역경, 트라우마 그리고 비극과 마주하여 잘 적응을 할 수 있는 능력
10.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동료애를 찾거나 살아가는 곳
11. 어떤 이의 특성이나 유전적인 것과 관련한 성격 또는 특성
12.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
세로
1. 지난 이벤트, 시간 또는 사람의 회상
4. 빛으로 밝히거나 공급하기
5. 앨라배마의 수도
9. 불을 피울 수 있도록 연료를 끌어 올려주기 위한 꼬아지거나 따진 섬유의 무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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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를 스캔하여 엘라 피저랄드(Ella
Fitzgerald)와 루이스 암스트롱(Louis
Armstrong)의 스타스 펠 온 앨라배마
(Stars Fell on Alabama)를 들어보세요.
색칠을 하면서, 카운티에서 불이 밝혀지고
하늘로 올라가 밤하늘의 다른 별들과 함께
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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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 낱말 풀이 정답 / 가로 2. 유산(Legacy) 3. 가까움
(Proximity) 5. 빛나는 앨라배마(Shine Alabama) 7.
동상 (Monument) 8. 회복력 (Resilient) 10. 지역사회
(Community) 11. 특성 (Attribute) 12. 동정 (Empathy)
세로 1. 기억 (Memory) 4. 밝히다 (Illuminate) 6.
몽고메리 (Montgomery) 9. 심지 (W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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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여 앨라배
마의

빛을

밝

히

세

요

.

앨라배마에서 빛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촛불 밝히기 사진을 공유해주시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삶을 애도하기 위해 #ShineAlabama를
해쉬태그 해주세요. 당신의 빛을 밝혀주어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더 추가적인 정보와
참여하기 위한 방법을 위해 ShineAlabama.org로
방문해주세요. 제안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info@ShineAlabama.org로 이메일 주세요.

@shinealabama
@shinealightalabama
@shinealabama
@shinealabama

앨라배마여, 빛을 밝히자는 앨라배마 포워드(Alabama
Forward)의 프로젝트로, 모든 앨라배마 사람들이 민주적
사회참여를 할 수 있게 돕는 501(C)(3) 시민단체의 다양한
조합입니다. alforward.org 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세요.
Shine a Light Alabama © 2021 by Alabama Forward Alabama Forward의 2021

Shine a Light Alabama는 CC BY-NC 4.0.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확인하시려면,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이 자료집의 한국어 번역은
Alabama-Korea Education & Economic Partnership (A-KEEP)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