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달 전 3월 16일 애틀랜타 지역 스파 및 마사지 숍에서 지역 총기를 소지한 21세의 남자가 

저지른 연쇄 총격으로 여덟 사람이 숨졌습니다. 피해자 중 여섯 사람이 아시아계 

여성이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에 겨냥해 일 년 동안 부적절한 독설을 한 후 즉각적인 나라 

전체의 반응은 이 아시아계 여성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표적이 되었다는 끔찍한 

추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는 용의자가 “성적인 유혹을 없애기 위해” 이 아시아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용의자가 증오 범죄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이 

여성들이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증오 범죄로 보이며 또 그렇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반아시아계 편견이 지난 일 년간 미국에서 급증했습니다. 증오 및 극단주의 연구 센터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증오 범죄가 6%가 줄어들었는데도 반아시아계 증오 범죄는 2020년에 

미국의 열여섯 대도시에서 145% 증가했습니다.  

앤 아룬델 카운티에 아시아계 미국인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최근 문제가 되는 미국의 증오 

범죄 추세에 관련되어 점점 더 두려움을 느낍니다. 가장 최근 미국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앤 

아룬델 카운티의 아시아계 인구가 2011년 이후 2.4%에서 4.2%로 거의 두 배 늘어났습니다. 

우리 카운티의 총 아시아계 인구는 18,352명이며, 필리핀어, 타갈로그어 그리고 한국어가 

똑같이 영어와 스페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주 쓰이는 언어입니다. 이들 거주자들은 우리처럼 앤 

아룬델 카운티 안전하게 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국은 반아시아계 편견이라는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상당수의 중국 

이민자가 1850년대에 주로 서부 주에서 탄광과 철로 건설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 미국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저임금 노동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중국 이민자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160년이 넘게 

미국에서 사는 아시아계 미국인 세대가 오래 동안 편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1882년 

반아시아계 정서로 인해 중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금지하는 1882년 중국인 배제법이 생겼는데, 

이것은 1871년 중국 학살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이 학살 사건으로 15세 소년을 포함해 

19명의 중국인 거주자가 공격을 당해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역사를 보면 외국인 혐오증과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공포로 인해 제 2차 세계 

대전 동안 112,000명이 넘는 일본계 미국인이 강제 격리 수용되었는데, 이들 상당수가 미국 

시민이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 격리된 수만 명의 사람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잃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증오와 배제 양식이 미국 역사에서 되풀이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이민자가 자주 희생양이 되며 인종차별에 부채질 받아 다양한 방식으로 

“영원한 외국인”인이라는 인식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이 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모든 

이민자에 대한 희생양 만들기, 공포 그리고 독설이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역 이민 공동체는 유대관계가 돈독한데, 47,810명의 이민자가 앤 아룬델 카운티에 사는 

것으로 추정이 되며 이것은 전체 인구의 8.3%에 해당합니다. 이민자 집단은 2억 8220만 불을 

주세와 지방세로 내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더 많은 혁신을 

가져오고 전체 카운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민자가 미국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민자들은 자기 경험, 언어, 음식, 전통, 종교 그리고 가치를 

나눕니다. 앤 아룬델 카운티는 포용하는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며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앤 아룬델 카운티 행정관 스튜어트 피트맨 씨는 2020년에 이민자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는 

역할을 하는 자문 기관으로 이민 관련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이미자의 시민 

활동을 도와주며 앤 아룬델 카운티에서 살고 일하는 이민자에게 중요한 사안을 인식하며 

합법화합니다.   

앤 아룬델 카운티 이민 관련 위원회는 모든 증오 범죄와 2021년 3월 16일 반아시아계 폭력을 

증오 범죄로 보고 규탄합니다. 우리는 모든 이민자가 균등한 기회를 누리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