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과 작년의 다른 사건의 여파로, 우리 교구의 수백 명의 교구민들이 분별력있는 

마음과 정신으로 대응하며 인종 차별이 우리 나라의 사회 조직에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많은 학습 및 행동 수단 중에서도 교회 전체의 ‘성스러운 공간’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혼의 건강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얽힌 

실을 당겨 풀고, 죄를 없애고, 여기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찰에는 역사적인 반(非) 흑인, 원주민에 대한 학대, 최근 이민자에 대한 책임 전가와 잔인함을 

인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모두를 포함하는 사랑의 길을 걷고자 노력하는 우리 

교회 가족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우리 역사의 한 측면은 종종 치명적인 결과와 함께 (다시) 밝혀진 

뿌리 깊은 반(非) 아시아인 정서입니다.  미국 주요 16 개 도시의 경찰서를 조사한 결과 2019 년부터 

2020 년까지 반(非) 아시아인 폭력이 149 %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뉴욕시에서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이유없는 공격으로 발로 차이고, 주먹에 맞고, 칼에 찔렸다는 보도가 있어고 이런 

광경이 보안 카메라에 기록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 중국 식당 주인은 직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걱정되는 가운데, 아무일 없이 직장을 오가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서 한 고등학교 교사가 줌 수업에서 눈을 치켜 올리는 제스처로 

동양인들을 묘사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대도시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수백 건의 공격이 

보도되었습니다. 작년 3 월, 텍사스 주 미들랜드에서 장을 보러간 34 세 아버지의 얼굴을 칼로 베고, 

3 세아이의 등과 6 세아이의 얼굴을 찔렀습니다. 가해자에게 동기를 물었을 때 그는 이 가족을 

죽이려 했다고 고백하며 이들이 “바이러스를 이곳으로 가져와서 퍼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당국에 “모든 아시아인은 중국 출신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대륙의 광대한 다양성에 대한 무지가 만연한 것을 반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죄악 행위, 고의적인 무지 및 거짓말은 우리의 전 대통령에 의해 적극적으로 

부채질되었으며, 의회 의원과 여전히 권력을 보유한 다른 정치인 및 이를 지지하는 증오 단체에 

의해 계속해서 조작되고 있습니다. 반(非) 아시아인 공격의 4 분의 1 은 전 대통령의 정치적 각본에 



나오는 "우한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 "쿵 플루", "너희 나라로 돌아가"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가해자를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잔인한 공격 중 상당수는 무방비한 노인들에게 발생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공격은 보고되지 않으므로 우리는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폭행이 급증한 결과,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집을 떠나거나 자녀를 학교에 다시 

보내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보도합니다. 

 

폭력 증가의 상당 부분이 이전 행정부에 만연한 백인 우월주의 정책에 의해 증폭되고 

정상화되었지만 (2021 년 1 월 6 일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황색 위험”에 대한 잘못된 서술은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해왔으며 코로나 19 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1882 년 중국 배척법부터 1940 

년대 일본인 수감에 이르기까지 이는 복잡한 미국의 사회 조직에서 또 하나의 오래된 맥락입니다.  

 

안타깝게도 백인 우월주의는 큰 성공을 거두면서 소수 민족 공동체가 서로 반목하게 하여 백인 

우월주의의 끝없는 권력에 대한 갈망을 채워주었습니다. 더 깊은 역사적, 사회적 관점을 위해 

Awaken 의 설립자이자 CEO 인 Michelle Kim 의 최근 기사를 통해 반(非) 아시아적 편견에 대한 

명확하고 사려깊은 분석을 권장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포도원의 굉장히 다양한 곳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열시키는 힘을 인식하고 방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성경과 가르침은 우리가 낯선 

사람을 환영하고 모든 인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 생활의 모든 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바라며,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눈을 떠서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노력하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모든 위험, 폭력, 억압, 타락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공도문 385]. 우리는 특히 우리 사회의 실패로 우리의 

아시아계 이웃이 희생당할 때 이웃을 위해 나서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옹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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