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아시안계 및 태평양계(AAPI)의 회복, 저항, 힘 그리고 확증 

행동 촉구 
 

1. AAPI에 대한 인종차별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a) 자신의 무의식적 편견과 잘못된 믿음을 점검하고 버립시다. 오랫동안 AAPI에 대한 

인종차별에 저항해 온 사람들에 대해 배우고 그들을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동료들에 대한 공감과 연대를 만들어갑시다. 코넬 대학 문리과대학의 

아시아계 미국인 연구 프로그램은 AAPI 커뮤니티를 위해서 인종차별 반대 자료 를 

만들었습니다. 

2. AAPI 공동체를 돕는 AAPI 운영 사업체나 단체들을 지원합시다. 

3. 교회 안팎에서 AAPI 친구, 가족 및 동료의 재능과 은사를 확대하십시오. 

a) 정책이나 프로그램이나 기타 행사를 통해 AAPI 친구, 가족, 동료, 역사의 문제와 기쁨을 

강조하고 공유하십시오. 

4. 옹호해주시고, 정치적으로 적극적이 되십시오. 

a) 여러분 지역에 어떤 AAPI 커뮤니티가 있는지 조사해보십시오. AAPI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선출직 공무원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들에게 연락하여 지원과 연대를 

표현하십시오. 

5. AAPI에 대한 인종차별과 더불어 AAPI 회복력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십시오. 

a) AAPI 커뮤니티에 의한 사회 공헌과 회복력을 강조하는 이야기 뿐만 아니라, AAPI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뉴스를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고 게시하십시오. 

6. 지원해야 할 AAPI 관련 단체 목록을 나눕시다. 

a) Stop AAPI Hate: Stop AAPI Hate 신고 센터는 캘리포니아와 가능한 경우 미국 

전역에서 AAPI에 대한 증오, 폭력, 괴롭힘, 차별, 기피 및 아동 왕따 사건을 추적하고 

대응합니다. 

b) Advancing Justice - Asian Law Caucus는 주택 권리, 이민 권리, 노동 및 고용 문제에 

중점을 두고 저소득 아시아계 및 태평양계 미국인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내 최초의 법률 및 민권 단체입니다. 

c) 태평양계 공동체 협회: PICA-WA는 워싱턴 주에 있는 태평양계 공동체의 웰빙을 

증진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힘을 집중시키고 옹호하는 문화적 중심의 역할을 합니다. 

d) 아시아계 정신 건강 프로젝트: 아시아계 정신 건강 프로젝트(the Asian Mental Health 

Project)는 정신 건강으로 씨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e) AAPI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를 위한 종교 및 정의 

네트워크(NRJ)는 API-LGBTQ 조직 및 개인과 그들의 신앙 공동체, 가족 및 친구로 

구성된 네트워크로서, 온전히  LGBTQ를 포용하는 아시아계 태평양계 신앙 공동체를 

향한 노력을 육성하고 지원합니다. 
 

https://asianamericanstudies.cornell.edu/anti-racism-resources-aapi-community
https://myreps.datamade.us/
https://donate.givedirect.org/?cid=14711
https://www.advancingjustice-alc.org/
https://www.advancingjustice-alc.org/
https://www.picawa.org/
https://asianmentalhealthproject.com/watch/
http://www.netrj.org/
http://www.netrj.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