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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는 5월 29일을 인종차별 반대 조치의 날로 선언(Day of Action Against Racism) 
반아시아 증오범죄가 증가하자 시는 인종차별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케네디 스튜어트(Kennedy Stewart) 시장은 이번 금요일이 인종차별 반대 조치의 날이며, 화해의 도시인 밴
쿠버는 인종차별과 증오를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다국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은 인종주의가 오랫동안 밴쿠버 역사의 일부였으며 과거의 실수를 배워야 하고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개
인, 사업체, 지역사회 단체 및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대중의 입장을 취하기 위해 시작 주 전역 캠페인입니다.  

도시로서 인종차별 문제를 대처하고 모든 민족, 문화 및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밴쿠버의 힘과 복지에 기여한다
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연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주 초, 아시아 지역사회 및 연합단체의 지도자들과 가상 회의를 통해 증오범죄, 특히 인종 동기 
범죄의 급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커뮤니티의 너무 많은 회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
룹은 밴쿠버의 핵심 강점 인 다양성을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라고 시장
은 덧붙였습니다. 

COVID-19 전염병이 선포된 이후 반아시아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증 사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밴쿠버 경찰국(VPD)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51건에 비해 77건의 증오범죄와 사건이 2020년에 보고됐다고 발
표했다. 

COVID-19에 대응하여 비상 관제 센터(Emergency Operations Center)와 Equity and Inclusion팀을 설
립하여 지역사회 탄력성을 지원하고 적시에 중요한 정보에 대한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추고 전염병에 의해 불균
형 적으로 영향을받는 역사적으로 저조한 그룹이 비상 대응의 일부가되도록 노력합니다. 

이 팀은 역사적으로 차별되고 소외된 단체들을 위해 일련의 가상시청을 조직하여 도시 관리자와 COVID-19 
태스크 포스 책임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질문합니다. 

시는 또한 차이나타운 기업 개선협회(Chinatown Business Improvement Association)에 해당 지역의 추
가 보안 비용을 제공했으며, 추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인근 지역사회 단체와 자주 연락하고 있습니다. 

도시 관리자 사두 존스턴(Sadhu Johnston)은 “인종차별, 증오, 외국인 혐오증은 우리 도시에 여지가 없고 최
근 반아시아 정서의 급증은 극도로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저는 시청 또는 지역 사회로부터 외국인 혐오증과 
반아시아 인종주의를 표적으로 삼는 것이 사람들이 전염병의 영향에 대처하는 것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밴쿠버에서 환영받으며, 전염병과 그 이후에도 인종차별적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계
속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시는 주민들과 기업들이 밴쿠버에 인종차별의 여지가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강조하기 위해 다운로드하고 공유
하도록 포스터와 소셜 미디어 그래픽을 포함한 번역된 자료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http://www.vancouver.ca/files/cov/day-of-action-against-racism-proclamations.pdf
http://www.vancouver.ca/images/web/day-of-action-against-racism-graphics-and-posters.zip


인종차별이나 증오 범죄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은 경찰이나 BC 인권위원회(BC Human Rights 
Commission)와 같은 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VPD는 피해자가 캔토니즈 및 만다린어에서 비상사태를 보고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포함하여 보고를 방해할 수 있는 장벽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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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에게 알립니다 

선언문이 첨부됩니다. 

시에서는 현재 BC주에서 발생하는 용납할 수 없는 인종주의를 강조하기 위해 BC주(LINK TO VIDEO), 주
지사 사무실(LINK TO VIDEO), 밴쿠버 경찰국 및 BC주 비즈니스위원회가 취한 조치를지지합니다. 

미디어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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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diareleases.vpd.ca/2020/05/22/vancouver-police-raise-concern-over-increase-in-hate-crime/
https://bcbc.com/media/statement-b-c-business-and-community-leaders-take-a-stand-against-racism-we-say-no-to-hate-it-must-stop-now
mailto:media@vancouver.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