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y   11,   2020  

 
미주   한인,   COVID-19와   관련된   인종차별   피해   사례   보고   수   2번째로   높아:   

남가주   코리아타운   한인   단체   대표들은   연합하여   반아시안적   증오   현상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남가주  코리아타운  한인  단체  대표들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와  관련하여  증가하고          
있는  아시안을  향한  증오감정  사례,  증오범죄와  편견에  대하여  우리  한인  및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대표하여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한다.  이에  우리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로스            
앤젤레스  시장에게  작금의  상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COVID-19의  확산으로  미국  생활의  많은  부분이  중단되면서  아시안에  대한  반아시안적  감정과            
차별,  증오범죄가  전국에  퍼지고  있다.  아시안을  비하하는  말과  표현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을             
겨냥한   언어   폭력,   편견,   더   나아가   심각한   모욕과   폭행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다.   
 
아시아   정책   및   계획   협의회 ( Asian   Policy   and   Planning   Council,   “A3PCON”) ,  
화인권익추진회(Chinese   for   Affirmative   Action)   및   샌프란시스코   주   아시안   어메리칸   연구소가  
공동   프로젝트로   수집하고   있는   아태계   인종차별/증오범죄   피해   통계보고서    “The    Stop   AAPI   Hate  
Report” 에   의하면,   COVID-19와   관련된   인종차별   사건이   무려   1,500건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숫자는   피해   사례의   극히   일부만   보여줄   뿐,   전국에   걸쳐   실제   발생하고   있는   피해는   현저하게   더  
많을   것으로   파악된다.   
 
위   보고서에   따른   통계를   몇   군데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 한인들의   피해   사례가   중국계   다음으로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 지난   2020년   3월   19일   부터   4월   15일   사이,   1달   남짓도   안되는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534건의   COVID-19   관련   인종차별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이다.   

● 4건  중  약  3건  (73  %)이  언어적  모욕을  동반하였고,  이  중에는  노인이나  어린이를  상대로               
심한  욕설과  폭력에  가까운  고성을  지른  사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회피,  거절,  신체적              
폭행   및   민권   침해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차별과  증오  현상의  급증은  특히  우리  지역사회  취약계층  구성원들에게  큰  타격을  준다.               
위  통계자료에  의하면  접수된  사건의  약  12.9%가  노인  피해자였고,  여성  피해는  약  69%로,              
남성보다   차별을   당할   가능성이   2.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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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인터트렌드( InterTrend )  설문조사  결과,  한인  응답자의  88%는  COVID-19로  인해  이미            
어려워진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인종  편견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코리아타운의  한인              
비즈니스들은  일찍이  팬데믹  초기  부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포된  허위  및  악의적인  루머들로              
더욱   크나큰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으로  초유의  국가적  재난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재  2백만            
명이  넘는  아태계인(AAPI)들이  의료기관,  정부기관,  대중교통,  슈퍼마켓,  레스토랑,  배달  서비스           
등  각종  산업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전방에서  헌신하고  있다.             
한인  회사를  비롯한  약  2백만  개의  아시안  아메리칸  비즈니스가  매년  7,000억  달러의  매출과              
45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며  경제에  기여한다.  센서스  데이터에  따르면,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에서  한인  비즈니스는  2007~2012년  사이  무려  1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거의  10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  신장을  이루었다.  이처럼  우리  미주  한인들은  오랫동안  국가와  지역  경제에              
기여해  왔고,  오늘날의  위기  상황에서도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전방에서            
헌신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한인  단체들은  연합하여              
인종차별과  증오현상에  대해  우리의  선출직  공직자들,  동맹  및  지역사회  주민들이  소리  내어             
강경히   맞서줄   것을   촉구한다.   
 
지금은,   분열이   아닌   연대를   위한   시간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지역사회를   갈라   놓은   편견,  
증오,   잘못된   정보에   맞서   싸우기   위해   모두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이  
계속하여   피해   사례를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 폭행,   괴롭힘,   모욕,   협박   또는   증오범죄를   당했거나   목격한   사람은   증오범죄   리포트(링크:  
Hate   Incident   Report   Form )를   작성하거나,    2-1-1 로   전화하여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A3PCON( A3PCON   Korean-language   hate   reporting )에서도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한국어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전화   신고   또는   신고내용을   작성할   때   한국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한인단체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함께일   때   우리는   더   안전하고   강하다.   

 

Eunice   Hur   Song,   Esq.   
Executive   Director   
Korean   American   Coalition   -   Los  
Angeles  

 

 

Hyepin   Im  
President   &   CEO  
Faith   and   Community   Empowerment  

 

 

 
3727   W   6th   Street   Ste.   305,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65.5999     Tel:213.383.4290     www.kacla.org  

https://medium.com/intertrend/asian-american-outlook-a-matter-of-survival-navigating-media-during-the-covid-19-pandemic-c6497e41a9f
https://new.211la.org/form/anti-hate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b16JMK6B8Nvj5EGXxHxV0RvT14UCzye3azqGXGCsPd5YAzw/viewform?vc=0&c=0&w=1


 

 

Connie   Chung   Joe  
Executive   Director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KFAM)  

 

 

 

YoungRan   Kim  
Interim   Executive   Director  
Korean   Resource   Center  

 

 
 
 
 
 
 
 
 
 

 
Rae   Jin  
Executive   Director  
Anderson   Munger   Family   YMCA  

 
 
 
 
 
 

 
 
 

 
 
Erin   Pak  
CEO  
Kheir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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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ra   Suh   
Executive   Director  
Center   for   the   Pacific   Asian   Family  

 

 
Shinae   Yoon   
Executive   Director  
Korean   American   National   Museum  

 

 
 

 

Johng   Ho   Song  
Executive   Director  
Koreatown   Youth   and   Community   Center  
(KYCC)  

 

 

Alexandra   Suh  
Executive   Director  
KIWA   

    (Koreatown   Immigrant   Workers   Alliance)  

 

Laura   Jeon,   Ph.D.  
President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KAF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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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1, 2020 

 
 

Korean Americans Reporting 2nd Highest Counts of COVID-19 Related Discrimination: 
Koreatown Executive Directors Call for Coordinated Government Effort Against 

Anti-Asian Hate 
 
On behalf of the Korean and Korean American community we serve, the Executive Directors of               
Koreatown organizations issue this statement of grave concern regarding the recent rise in             
anti-Asian hate incidents, hate crimes, and stigma. We call upon the Governor’s Office and the               
Mayor of Los Angeles to establish a coordinated government effort to respond to these incidents               
in a cohesive and effective manner.  
 
As the COVID-19 outbreak in the United States has halted much of American life, anti-Asian               
xenophobia, discrimination, and hate-fueled incidents have also been spreading on a national            
scale. The increased use of anti-Asian terminology and rhetoric has been accompanied by rising              
numbers of reports of scapegoating, harassment, and even assault.  
 
The Stop AAPI Hate Report, a joint project of the Asian Pacific Planning and Policy Council,                
Chinese for Affirmative Action, and San Francisco State Asian American Studies, documents            
1,500 incidents and counting of discrimination related to COVID-19. As hate incidents tend to              
be underreported, official data is understood to be just a sample of the incidents occurring across                
the United States.  
 
The following are a summary of statistics from the report:  

● Korean Americans have reported the second largest count of these incidents, behind            
Chinese Americans. 

● California reported 534 incidents of Covid-19 related discrimination—the most in the           
nation—between March 19, 2020 to April 15, 2020.  

● Approximately 3 out of 4 incidents (73%) involved verbal harassment, which was often             
accompanied by harsh invectives and abusive yelling against children or seniors. Cases            
also involved shunning, physical assault, and civil rights violations.  

 
This surge in incidents of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especially impact the vulnerable            
members of our community. Seniors reported 12.9% of cases submitted to Stop AAPI Hate, and               
women are 2.3 times more likely to face incidents of discrimination than men - constituting 69%                
of submitted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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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 InterTrend survey was deployed last month, 88% of Korean American respondents             
expressed deep concerns about racial bias, which exacerbates the hardships already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False and malicious rumors circulated via social media disproportionately           
impacted Korean American businesses in Koreatown early on in the pandemic.  
 
Over 2,000,000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are working on the frontlines of this              
COVID-19 pandemic as first responders and in health care, law enforcement, transportation,            
supermarkets, restaurants, delivery workers, and other service industries. Moreover, 2 million           
Asian American-owned businesses generate over $700 billion in annual revenue and employ            
nearly 4.5 million workers for the national economy. In Los Angeles County, Korean-owned             
businesses have increased by 18% from 2007-2012 according to the latest available Census data,              
and generated an increase of nearly a billion dollars during the same time period. Korean               
Americans have long made significant economic contributions to our local community, and stand             
on the front lines of protecting the health and providing for all our neighbors amidst this crisis.  
 
We are committed to working to ensure safety for our community. Our organizations 
jointly urge our elected officials, allies, and community members to speak out against 
these instances of hate. 

 
This is a time for interethnic solidarity like none other. We must all work together to fight 
against the prejudice, hate, and misinformation that have long divided our communities. 
We also encourage our community members to continue to report hate incidents and 
crimes. For any hate incidents and crime activities, people can report at Stop AAPI Hate. 
so our experiences can be counted.  

We are stronger and safer together. 

 

Eunice Hur Song, Esq.  
Executive Director  
Korean American Coalition - Los 
Angeles 

 

 

Hyepin Im 
President & CEO 
Faith and Community Empowe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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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ie Chung Joe 
Executive Director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KFAM) 

 

 

 

YoungRan Kim 
Interim Executive Director 
Korean Resource Center 

 

 
 
 
 
 
 
 
 

 

 
Rae Jin 
Executive Director 
Anderson Munger Family YMCA 

 
 
 
 
 
 

 
 
 

 
 
Erin Pak 
CEO 
Kheir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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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ra Suh  
Executive Director 
Center for the Pacific Asian Family 

 
 
 
 
 

 
Shinae Yoon  
Executive Director 
Korean American National Museum 

 

 
 

 

Johng Ho Song 
Executive Director 
Koreatown Youth and Community Center 
(KYCC) 

 

 

Alexandra Suh 
Executive Director 
KIWA  

   (Koreatown Immigrant Workers Alliance) 

 

Laura Jeon, Ph.D. 
President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KAF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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