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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일리노이/위스컨신 지방 제자회 형제와 자매님들께, 

아시아계 미국인과 아시안 이민자들을 겨냥한 폭력과 괴롭힘이 증가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작금의 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색 인종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인종 차별의 현실을 직시하고, AAPI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군도 주민) 커뮤니티와 연대하여 행동 해야만 합니다. 

미국은 아시아계 이민자와 그 후손들을 폭력, 희생, 차별의 대상으로 여겼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법은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입국을 수백 년 동안 명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본계 미국 

시민들은 수감되어 수용소에 배치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집단폭행은 수 많은 중국 

이민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군국주의는 아시아 국가와 국민들을 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적 피해감 정도로만 취급했습니다. 인종을 

차별하는 정치인들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유색 인종 공동체 사이를 이간질 하는데 이용해 왔습니다. 아시아계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힘이 있는 직책에 오르지 못하거나 공권력의 보호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언론계엔 

아시안계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고정 관념이 만연해 있습니다. 각기 다른 대륙, 다른 나라 출신들로서 각자의 

풍부한 역사를 간직한 다양한 아시아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똑같은 아시아인들이라고 

뭉뚱그려진체로 단순하게 인식되어왔습니다.  

COVID 19 전염병과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인종 차별적 수사들은 이러한 역사적 현실을 더욱 더  악화 시키고 

말았습니다.  연방 수사 국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섬 출신들을 향한 증오 범죄가 150 % 나 

증가했습니다. Stop AAPI Hate 에 따르면 2020 년 3 월 19 일부터 2021 년 2 월 28 일 사이에  3795 건의 증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 중 68.1 %는 언어적 괴롭힘, 11.1 %는 신체적 폭행, 6.8 %는 온라인상에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전염병이 진행되는 동안에 아시아계 커뮤너티에 대한 인종 차별적 공격과 폭력적인 

공격이 1,900 %나 증가했습니다. (출처 : https://nymag.com/strategist/article/where-to-donate- to-help-asian-

communities-2021.html) 

2020 년 3 월 이후 급증하는 인종 차별 및 폭력적인 공격은 단순한 통계 숫자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동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해를 입고 살해당하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슬픔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족들, 공동체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히 길거리를 걷거나 버스를 타거나 공원에서 운동하던 

노인분들이 잔인하게 구타당했습니다. 아틀란타에서는 6 명의 아시안 여성이 살해되었습니다. 이들은 표적이 

되었고,  얼굴에 총알을 맞았습니다. 이들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그저 곁에 서서 

방관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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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교회 (제자회) 일리노이/위스콘신 지방회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닌 소중함과 고유의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우리의 각오와 헌신을 다시한번 확인하고저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님들을 악마시 하거나 비인간화 하는 모든 행위와 언사들을 단호히 배격합니다.  

작금의 이런 사태에 침묵하는것은 곧 동조한다는 의미이고 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과 지원과 기도로 우리의 아시아계와 태평양 군도 지역 출신 동료들과 계속해서 

함께 할 것입니다.  

취할 수있는 조치:  

• 인종 차별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에 대한 - 배우고 읽음으로- 이해도를 높이십시요. 특히, 

위에서 언급된 역사 전반에 걸친 사건들이나 아시아계 미국인 작가들이 쓴 많은 소설이나 회고록들을 

읽어보세요.  

• 목격자 개입 훈련에 참여하셔서 증오 범죄를 목격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 서로돕기나 교육 또는 지지행동으로 활동중인 AAPI 단체를 후원해 주세요.  

• 반인종주의 훈련지도자들에게 미국의 역사 교육과정에 AAPI 에 관한 부분이 포함될수 있도록 

요구하세요.  

• 기도회를 개최하거나 시위에도 참여함으로 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 NAPAD 회중들에게 다가 가세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사항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지원이나 보호를 

제공할수 있는 방법들에 관해 상의해 보세요.  

• 여러분의 교회의 형제와 자매님들과 이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출처: 

https://nationalcouncilofchurches.us/statement-on-the-shooting-deaths-in-atlanta/ 

https://disciples.org/congregations/church-leaders-speak-on-anti-asian-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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