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문과학 및 예술대학 커뮤니티(HFA) 여러분께,  
  
최근에 일어난 부당한 인종차별 폭력 행위와 제도적 인종차별주의로 인해 우리가 모두 겪었던 슬픔과 분노를 
함께하며 글을 씁니다.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이미 깊은 불안감에 빠져있던 흑인 커뮤니티는 몇 세기에 걸친 
잔인한 인종차별 폭력의 최근 희생자였던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 아머드 아버리(Ahmaud Arbery), 
브리아나 테일러(Breonna Taylor)의 살인에 그 슬픔이 더 깊어졌습니다. 수바스와미(Subbaswamy) 총장님이 전체 
캠퍼스에 보낸 성명서에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지금처럼 힘든 시기  HFA 커뮤니티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침묵은 답이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코로나 19와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를 비롯한 많은 변화의 과정을 개인적으로 혹은 다 함께 
겪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 전염병은 미국 사회의 뿌리 깊고 제도적인 불평등을 가감 없이 드러냈습니다. 흑인, 
원주민, 유색인종(BIPOC) 사회에서 더욱 확산하였던 코로나 19의 피해와 외국인 혐오증 확산, 그리고 아시안 
상대 공격과 폭력은 제도적 인종차별이 우리 사회의 해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동문 
라나 조이 먼진 ’15MFA은 코로나 19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보도를 통해 그녀가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에 두 번이나 퇴짜를 맞았고 단순한 공황 발작이라는 진단을 받은 이후 병원 구급차 
서비스조차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증상을 이렇게 묵살한 것은 미국에서 흑인 여성이 
오랜 세월 직면해야 했던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인종적 벽을 반영하였습니다.  
  
미국의 많은 도시는 격노하고, 국가는 분열되었습니다. 우리는 미래 역사책에 나올만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작가와 예술가로서, 역사, 문학, 문화, 철학, 성, 인종, 정체성의 학자로서, 혁명적 예술운동, 금지된 저서, 억압된 
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학생으로서 우리는 역사에 길이 남을 이 내용이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명확하며 
정당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아 성찰과 교육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끕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해보길 권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인맥, 기술, 경험, 지식을 이용하여 어떻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여할 것인가? 무의식적인 편견이 어떻게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우리 HFA와 매사추세츠 대학교 애머스트는 증오, 편견, 선입견, 인종차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은 이미 우리의 사명과 비전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의, 희망, 평등의 
가치와 우리가 매일 가르치고 배우는 저자, 학자, 사상가, 예술가, 사회 운동가들의 비평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학문적 및 교육과정의 활동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가치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문주의자, 예술가, 학자로서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과 정의를 위해 앞장설 것이며 
우리가 하는 일은 캠퍼스와 커뮤니티를 위한 좋은 본보기와 희망의 전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희망과 연민과 결속을 다짐하며… 
  
Julie Candler Hayes 
인문과학 및 예술대학 커뮤니티 총장  
매사추세츠 대학교 애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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