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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 Applauds Local Residents and Law Enforcement for Arrest Made on Attack of 
Korean American Senior Citizen 

 

LOS ANGELES - The Korean American Coalition (KAC) applauds the prompt action of 
local Koreatown citizens and the Olympic Division of the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LAPD) for the arrest of the assailant responsible for the assault on an 83-year-old Korean 
American senior citizen on Wednesday, February 1. 

“We thank the bystander for chasing down and apprehending the assailant, as well as 
our partners at the Olympic Division LAPD for their swift response to the 911 call,” said Joon 
Bang, KAC Executive Director. 

KAC received numerous phone calls and messages from alarmed community members 
since news of the attack went viral on social media.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expressed outrage as pictures of the assaulted Korean American senior began taking over 
various news media outlets. “The moment KAC became aware of the assault, we began 
contacting local law enforcement and elected officials’ offices on multiple levels of 
government to ensure justice was being enacted. We are a community that believes in 
honoring and protecting our senior citizens. KAC will make every effort to ensure that they are 
safe and represented,” said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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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e | Embrace | Empower 

Korean American Coalition-Los Angeles (KAC) is a 501(c)(3) non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1983 to promote 
the civic and civil rights interests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KAC endeavors to achieve these goals through 

education, community organization, leadership development, and coalition-building with diverse communities.  
 



 
 

KOREAN AMERICAN COALITION 

LOS ANGELES 
 

3727 W. 6th St., Suite 305 | Los Angeles, CA 90020 
Tel:213.365.5999 | Fax:213.380.7990 |  www.kacla.org 

FOR IMMEDIATE RELEASE                                                                                  2017년 2월 6일 
  

 
 

한인 노인 폭행범 체포에 지역주민과 경찰에 대한 감사 – 한미연합회 로스엔젤레스  
 
 

 
Los Angeles, CA – 한미연합회(KAC)는 지난 2월1일 수요일 83세 한인 노인을 폭행한 가해자를 
빠르게 처리한 코리아타운 지역의 주민들과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지역 경찰국 (LAPD)에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한미연합회의 방준영 사무국장은 “911 신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한 우리의 파트너 올림픽 지사의 
LAPD뿐만 아니라 폭행범을 쫓아가고 체포하는 데 도움을 준 목격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회는 이번 사건이 소셜 미디어에서 다뤄진 이후 불안해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인사회는 공격을 당한 피해자의 사진이 퍼지자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방 사무국장은 “한미연합회는 본 폭행 사건을 인지한 즉시 지역 경찰과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정의 구현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연장자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연합회는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권리가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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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회는 비영리, 비정파를 지향하는 지역사회 단체입니다. 1983년에 설립된 한미연합회는 
교육, 지역사회결속, 그리고 다양한 지역공동체와 연합 형성을 통해 코리안 어메리칸 지역사회 

현안 문제, 민원의 해결과 민권 증진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