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Bay Area Community 여러분께,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제도 커뮤니티를 향한 공격이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San
Francisco의 University of California(UCSF)는 이러한 인종적 동기로 행해진 공격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2020년 팬데믹이 국가 전역에 발병하기 시작하면서 반아시아 정서가 촉발되었고, 음모론과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이 이에 박차를 가했으며, 지금 우리는 충격적인 부활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를 향한 인종 차별적 폭력과 괴롭힘은 최근 몇 주간 급증했으며, 우리 중 가장
취약한 사람들인 Bay Area의 노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84세의 태국 남성이 San
Francisco에서 치명적인 공격을 받았으며, 91세의 남성은 Oakland의 차이나타운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시아계, 태평양 제도민, 흑인, 라틴계, 미국 원주민, 기타 커뮤니티를 향한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UCSF의 약속은 우리가 일어서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California
Asian Pacific Islander Legislative Caucus와 연대하고, 이러한 부정의를 부르짖으며, 서로를 보호하는
데 동참합니다.
우리는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제도 커뮤니티를 위한 더 많은 보호를 촉구하며, 팬데믹에
동반된 인종 차별과 외국인 혐오의 물결을 규탄하는 Biden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박수를 보냅니다.
UCSF에서 우리는 우리의 Anti-Racism Initiative를 통해 단결된 활동을 이어나가 구조적인 인종
차별을 해제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유색 인종과 소외된 집단을 지지하며, 우리는 UCSF
커뮤니티와 커뮤니티에서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아시아인과 태평양 제도 커뮤니티의 구성원에게 힘들고 두려운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나 Asian Counseling and Referral Service(ACRS) 같은 조직에서
도움을 구할 것을 권합니다. 개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UCSF Police Department에서 제공한
지침을 공유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상한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의심스러운 무언가를 목격했다면, 911에 신고하십시오.

•

가능하면 단체로 이동하며, 특히 밤에 주의합니다.

•

밤에 걸을 때, 불빛이 잘 비추지 않거나 버려진 지역은 피하십시오.

•

주변을 경계하십시오. 걷거나 혼자 기다릴 때 헤드폰과 핸드폰 사용을 자제하십시오.

•

차를 향해 걷고 있는 경우, 자동차 키를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두시고 가급적 손안에
두십시오.

•

누군가 쫓아온다고 느껴지면, 열려있는 사업장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핸드폰에 긴급 전화번호를 미리 설정해 놓으십시오.

•

현금이나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특히 무장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 당신의 안전을 위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나라와 커뮤니티의 인종차별, 차별, 편견과 싸우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최근의 사건이 우리의 사기를 저하하도록 두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대신, 우리는 더욱
평등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면서, 서로를 돌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MBBS Sam Hawgood
총장
Arthur와 Toni Rembe Rock 석좌 교수
Mark R. Laret
회장 및 CEO
UCSF Health
J. Renée Navarro, 약학박사, 의학박사
부총장, 다양성 및 봉사활동 부서
수석 다양성 책임자
임상 마취 및 수술 전후 치료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