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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과 연대를 위한 아시아인 인종 차별 세미나 
 

 

 

기간: 2021 년 8 월 24 일 – 9 월 28 일 (6 주간, 매주 화요일) 

시간: 화요일 오후 8:00-10:00 (EST) 

세미나 링크: 등록 후 이메일로 링크 배포 

 

강사: 정청세 (사회학 박사, Center for Korean Studies, Binghamton University, 이민자보호교회 TF 임원) 

 

 

세미나 소개 

 

우리의 무지와 편견 그리고 오만에 대해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인 인종 혐오 범죄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포함하는 한인 

공동체에서는 특정한 인종을 비난하며 인종 간 대결과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았고,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와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에서는 한인 공동체와 지역 시민 사회 내에 인종 혐오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증오 발언, 증오 범죄, 인종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설명회를 열고 대응 

매뉴얼을 발간, 배부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시민참여센터와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에서는 아시아인 인종 차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5 주에 걸쳐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성찰과 연대를 위한 아시아인 인종 차별 세미나”에서는 현재 미국에서 목격할 수 있는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 차별, 혐오, 배제 과정과 양상에 대하여 역사적, 사회학적으로 살펴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다섯 

번의 세미나에서는 각각 1) 미국 내 인종, 인종 불평등, 인종 다양성, 2)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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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역사, 3) 한인 공동체를 중심으로한 인종 갈등과 인종 혐오 범죄, 4) 인종 차별과 배제에 저항하는 

인종 간 연대의 역사, 5) 인종 차별과 배제에 대응하는 시민 참여, 성도의 의무,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이민, 차별, 저항, 그리고 인종 갈등과 연대와 같은 주제들은 현재의 미국 사회를 

구성하는 인자인 동시에 미국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역사가 뉴욕 주 

초중고 정규 교육 과정 속에 편입될 수 있도록, 아시아계 미국인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인종 차별과 혐오, 그리고 배제의 과정 속에서 우리 한인 공동체는 때로는 피해자, 

때로는 가해자의 역할을 수행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종과 인종 차별에 대한 개개인의 이해와 

자각, 인종 공동체의 집단적 반성과 성찰은 인종적 “식민성”과 “이중 구속”을 극복하기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인종과 인종 차별에 대한 우리 안의 무지와 편견을 넘어서, 차별과 폭력에 

맞서는 인종 간 화해와 연대를 만들어내기 위한 첫 발걸음입니다. 

 

 

세미나 등록 

세미나 참석은 사전에 등록하신 분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세미나 진행을 위해 참석 인원을 

제한합니다. 

 

등록 기간: 8 월 10 일- 23 일 

등록 주소: Seminar Registration Link 

세미나 문의: info@kace.org 

 

 

세미나 일정 

 

8 월 24 일 

주제 1. 미국에서의 인종, 인종 불평등, 인종 다양성 

● 전체 세미나 소개 

● 미국 내 인종 별 인구 구조 

● 인종 간 부의 불평등 

● 인종 다양성 현황과 전망 

 

관련 자료 

“Latest Data on COVID-19 Vaccinations by Race/Ethnicity.” 

“The 4 Main Fault Lines that Divide the Vaccinated and the Unvaccinated.” 

https://forms.gle/n2KNM4H5nEU9TG2NA
mailto:info@kace.org
https://www.kff.org/coronavirus-covid-19/issue-brief/latest-data-on-covid-19-vaccinations-race-ethnicity/
https://www.vox.com/22587443/covid-19-vaccine-refusal-hesitancy-variant-delta-cases-rate


 

아시아인 인종 차별 세미나 KACE/Korean American Sanctuary Churches Network 

 

3 
 

“Visualizing the U.S. Population by Race.” 

“The Racial Wealth Gap in America: Asset Types Held by Race.” 

“Six Maps that Reveal America’s Expanding Racial Diversity.” 

 

 

 

8 월 31 일 

주제 2. 아시아인 인종 차별: 이론과 역사 

● 미국 내 아시아인 인종 공동체의 현황: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 백인 우월 주의 (White Supremacy): 인종적 위계 관계의 형성 

● 모범적 소수 (Model Minority): 우상과 신화 

● 아시아인 인종 차별의 역사 

 

관련 자료 

“Key Facts about Asian Origin Groups in the U.S.” 

“Key Facts about Asian Americans, a Diverse and Growing Population.” 

“Faces of Power: 80% Are White, even as U.S. Becomes More Diverse.” 

Petersen, William 1996. “Success Story, Japanese-American Style.” The New York Times Magazine 

(January 9, 1966). 

“The Long, Ugly History of Anti-Asian Racism and Violence in the U.S.” 

“Violence against Asian Americans Is on the Rise – But It’s Part of a Long Story.” 

“Many Black and Asian Americans Say They Have Experienced Discrimination Amid the COVID-19 

Outbreak.” 

https://www.visualcapitalist.com/visualizing-u-s-population-by-race/
https://www.visualcapitalist.com/racial-wealth-gap/
https://www.brookings.edu/research/americas-racial-diversity-in-six-maps/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21/04/29/key-facts-about-asian-origin-groups-in-the-u-s/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21/04/29/key-facts-about-asian-americans/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0/09/09/us/powerful-people-race-us.html
https://www.nytimes.com/1966/01/09/archives/success-story-japaneseamerican-style-success-story-japaneseamerican.html
https://www.nytimes.com/1966/01/09/archives/success-story-japaneseamerican-style-success-story-japaneseamerican.html
https://www.washingtonpost.com/history/2021/03/18/history-anti-asian-violence-racism/
https://time.com/5834427/violence-against-asian-americans-history/
https://www.pewresearch.org/social-trends/2020/07/01/many-black-and-asian-americans-say-they-have-experienced-discrimination-amid-the-covid-19-outbreak/
https://www.pewresearch.org/social-trends/2020/07/01/many-black-and-asian-americans-say-they-have-experienced-discrimination-amid-the-covid-19-out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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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월 7 일 

주제 3. 인종 갈등과 인종 혐오 범죄: 한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 한국계 미국인: 모범적 소수의 모범 

● 1992 LA 폭동과 인종 간 갈등 

● 미주 한인 공동체의 정치적 분열 

● 2021 아틀란타 총격 사건과 인종 혐오 범죄 

 

관련 자료 

“Koreans in the U.S. Fact Sheet.” 

“When LA Erupted in Anger: A Look Back at the Rodney King Riots.” 

“LA 한국 교민 생명과 재산 지키기위해 곳곳에서 총격전” 

“비극 재발 막는 건 젊은이들의 몫” 

Kim-Gibson, Dai Sil. 1993. Wet Sand: Voices from L.A. (Documentary, 57 minutes). 

“8 People Killed in Atlanta-Area Massage Parlor Shootings.” 

Zhang, Yan, Lening Zhang, and Francis Benton. 2021. “Hate Crimes against Asian Americans.”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Perry, Samuel L., Andrew L. Whitehead, and Joshua B. Grubbs. 2021. “Prejudice and Pandemic in the 

Promised Land: How White Christian Nationalism Shapes Americans’ Racist and Xenophobic 

Views of COVID-19.” Ethnic and Racial Studies 44(5): 759-772. 

 

 

9 월 14 일 

주제 4. 인종 차별과 배제에 대한 저항과 인종 간 연대 

● 민권 운동과 아시아인 공동체의 참여 

● 아시아계 미국인 행동주의의 역사 

● Black Lives Matter 와 인종 간 연대 

● Stop AAPI Hate 의 전개 

 

관련 자료 

“Civil Rights Movements.” 

“Asian American Have a Long History of Activism in the U.S.” 

https://www.pewresearch.org/social-trends/fact-sheet/asian-americans-koreans-in-the-u-s/
https://www.npr.org/2017/04/26/524744989/when-la-erupted-in-anger-a-look-back-at-the-rodney-king-riots
https://imnews.imbc.com/replay/1992/nwdesk/article/1914204_30556.html?IsAutoplay=Y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73673
https://www.youtube.com/watch?v=_2dLI8vOAO0&ab_channel=KAFFNYDigital
https://www.nytimes.com/2021/03/16/us/atlanta-shootings-massage-parlor.html
https://doi.org/10.1007/s12103-020-09602-9
https://doi.org/10.1007/s12103-020-09602-9
https://www.history.com/topics/black-history/civil-rights-movement
https://www.youtube.com/watch?v=XZr1DzaMmiI&ab_channel=AJ%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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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he 1982 Murder of Vincent Chin Ignited a Push for Asian and American Rights.” 

“How the Black Lives Matter Movement Went Mainstream.” 

“The Asian American Response to Black Lives Matter Is Part of a Long, Complicated History.” 

Takasaki, Kara. 2021. “Stop AAPI Hate Reporting Center: A Model of Collective Leadership and 

Community Advocacy.” Journal of Asian American Studies 23(3): 341-351. 

 

 

 

 

9 월 21 일 

주제 5. 무엇을 할 것인가? 

●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인종적 식민성(coloniality)과 이중 구속(double bind)의 극복 

● 시민 참여와 지역 공동체의 역할 (김동찬 대표, 시민참여센터) 

 

9 월 28 일 

주제 6. 공의, 화해, 회복: 성도의 의무와 교회의 역할 

● 공의, 화해, 회복: 성도의 의무와 교회의 역할 (조원태 목사, 이민자보호교회) 

 

 

https://www.history.com/news/vincent-chin-murder-asian-american-rights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how-the-black-lives-matter-movement-went-mainstream/2020/06/09/201bd6e6-a9c6-11ea-9063-e69bd6520940_story.html
https://time.com/5851792/asian-americans-black-solidarity-hist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