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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전염병 중 도시는 인종차별 대항합니다 

우리 도시에서 반아시아인 폭력, 기물 파손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밴쿠버에서 아시아 문화유산의 달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아시아 출신의 사람들을 대상으로하는 우리 도시에서 증오, 기물파손 및 폭력이 발생이 
증가했다는 것을 인정해야합니다. 
 
"화해의 도시로서 밴쿠버는 인종 차별주의, 차별 금지, 다양성, 포용 및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완전한 참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시티 매니저 사두 존스턴(Sadhu 

Johnston)이 말했습니다.  “모든 커뮤니티 구성원이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 다양성과 문화 
간 이해에 대한 존중, 사회적 응집력을 경험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설립되고 번창합니다. 
안전하지 않거나 협박 받거나 배제를 느끼지 않아야합니다.” 
 
역사는 인종차별과 증오가 위기의 어두운 시기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인종 차별, 종교적 차별 및 빈곤한 사람들의 낙인이 계속되는 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은 많은 도시에서 외국인 혐오증과 반 중국 / 반 아시아에 대한 
인종차별이 강화되었습니다. 
 
밴쿠버 경찰국(VPD)은 지난 몇 주 동안 기물파손 또 폭행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반아시아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와 밴쿠버 경찰국(VPD)은 증오범죄와 증오가 동기가 된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증오범죄 피해자이거나 증오범죄를 목격한 사람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의 예술, 문화 및 지역 사회 서비스 총 책임자인 산드라 싱(Sandra Singh)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인종주의와 차별을 인정하고 직면해야 한다.  “우리 각자는 인종적 편견과 
차별태도에 맞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밴쿠버시는 다양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그들의 
놀라운 도시의 구조에 대한 기여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종차별, 빈곤  및 
배제로 인한 오랜 취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지원합니다.” 
 
지역사회 지원 및 이니셔티브: 
 
VPD Diversity, Inclusion and Indigenous Relations Section은 공공 안전 이니셔티브를 
구현하고 지역 사회 파트너십을 개발하며 희생자를 다루며 편견 및 증오에 의해 유발 된 
사건을 조사합니다. 
 
Resilience BC Anti-Racism Network는 지역 사회를 정보, 지원 및 교육과 연결하여 향후 
인종차별 및 증오가 동기부여 된 사건에 대응하고 예방합니다. 
 

https://vancouver.ca/police/organization/public-affairs/diversity-indigenous-relations/faqs-diversity-aboriginal-policing.html
https://vancouver.ca/police/organization/public-affairs/diversity-indigenous-relations/index.html
https://www2.gov.bc.ca/gov/content/governments/multiculturalism-anti-racism/anti-racism/resiliencebc


MOSAIC은 법적 옹호, 인종에 따른 어려움을 인식제고, LGBTQ 신규 이민자 지원 및 
다문화 피해자 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밴쿠버 아시아 영화제(Vancouver Asian Film Festival)는 아시아계 캐나다인에 대한 
인종차별 공격을 긍정적인 공공 서비스 발표로 문서화하고 변환하기위한 멀티미디어 
캠페인“elimin8hate”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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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5 월 1 일 저녁, 밴쿠버 시청은 아시아 문화유산의 달의 시작과 가상 
explorASIAN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빨간색으로 조명됩니다. 이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VAHMS는 시청의 북쪽 단계에서 exporASIAN Facebook 페이지에서 개막 행사를 생중계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xporASIAN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연락처: 
Civic Engagement and Communications 

604.871.6336Â  

media@vancouver.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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