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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아메리칸과포괄적이민개혁

1902년 12월 22일, 한인이민자들이사탕수수농장에서일하기위해

하와이에도착했습니다. 이로써한인이민역사가시작되었고, 현재

코리안아메리칸인구는미국에거주하는아시아태평양계(이하아태계)

아메리칸중 5번째큰규모로성장했습니다. 코리안아메리칸중 76%는

이민자이고, 51%는 1990년이후에이민왔습니다. 지금은그어느때

보다도모든미국인의삶의질을높이기위해이민개혁이필요한때입니다. 

코리안아메리칸에게포괄적인이민개혁이필요한이유

합법신분취득 – 코리안아메리칸

커뮤니티인구는 1백 3십 4만

명이고, 5명중 1명은서류미비자

입니다. 전체서류미비자인구중

약 10%는아태계아메리칸입니다. 

가족재결합 – 가족초청과취업은

코리안아메리칸이민의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약 77,000명의코리안

아메리칸은이민서류적체로인해, 

가족을미국에초청하는데

수십년을기다리고있습니다. 

노동자권리보호 -영어사용이불편한다수를포함하여이민노동자들은미노동인구에서

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기때문에, 노동자와고용주의권리를보호하는것은중대한

사안입니다. 미국노동력중약 1천 8백 8십만명(14%)은이민자이고, 이중 4백 9십만명(26%)는

아시아출신이민자인것으로추산됩니다.또한코리안아메리칸이민자가정중 3분의 1은

소규모자영업에종사하고있습니다. 

모든청소년에게동등한기회 – 매년 65,000명의서류미비이민자학생들이자신의잠재력을

깨닫지도못하고미국사회에참여할기회도없이고등학교를졸업합니다. 코리안아메리칸

서류미비청소년수는정확하게보고되어있지않지만통계에따르면, 전체코리안아메리칸

인구의 24%가 18세미만청소년이고, 코리안아메리칸청소년중 60%는미국태생

시민권자이며, 전체코리안아메리칸의 18%는서류미비자인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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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재판절차준수 – 기본적인적법재판절차준수와시민자유권은코리안아메리칸에게

있어중요한이슈입니다. 추방또는구금되는사람중아태계아메리칸은약 2%를차지하는데,

이들은구금시설및이민시설에서소수계이기때문에언어장벽이나사회적격리, 그리고

고유의문화에기반한적절한치료나서비스부족등더욱많은어려움에직면하고있습니다. 

또한이들과이들의가족들은권리를이해하지못한채결정을내리거나언어문제로치료를

요청하는데어려움을겪는것으로보고되었습니다. 

이민자통합증진 – 코리안아메리칸중 469,991(36%)명은등록된유권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유권자등록을한코리안아메리칸의실제정치참여율도높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 

2000년센서스에따르면, 투표할수있는연령의코리안아메리칸시민권자는 529,692명입니다.

이수치는크게증가할것으로보이며, 이는곧코리안아메리칸의정치적잠재력을나타냅니다.

우리의해결책: 포괄적이민개혁을위한코리안아메리칸의기본원칙

1. 성실히일하는서류미비노동자와그가족들에게신분합법화의기회를제공한다.

2. 가족이민시스템을유지하고이민서류적체를해소하며강제적이고무분별한구금을

중지하고경범죄로인한무자비한추방을중지함으로써가족이함께살수있도록한다. 

3. 이민신분에상관없이모든노동자의권리를보호한다. 

4. 학생들에게고등교육의기회를동등하게제공함으로써잠재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게한다. 

5. 적법한재판절차준수를포함하여기본권과시민자유권을보호및복원한다. 

6. 이민자들의사회적, 경제적, 정치적통합을증진시킨다. 

우리커뮤니티의이야기

서류미비이민자인캐니윤학생은미국에서가장잘알려진미술학교중한곳에서공부하고

있는재능있는청소년예술가입니다. 캐니는 10대에미국으로이민와생계를꾸리기위해

가족이운영하는세탁소에서일을돕기시작했습니다. 언어장벽에도불구하고, 캐니는열심히

공부하여 4.0 GPA로고등학교를졸업했습니다. 캐니는서류미비자이기때문에재정보조나학생

융자를받을수없었습니다. 캐니가족은캐니의등록금과생활비를대기위해밤낮없이일했습니다.

이러한어려움에도불구하고캐니는무사히학교를마칠수있었습니다. 그러나진정한이사회의

일원으로발전에기여할기회도없이,어떻게캐니가전공을살려이사회에기여할수있을까요?  

앤드류정의삶은 15세가되된해에완전히바뀌었습니다. 도서관자원봉사자어머니와스시

주방장인아버지슬하에서태어난앤드류는오하이오톨레도에서출생하여임마누엘고등학교에

재학중이었습니다. 앤드류의부모님은 1984년미국으로건너와서류제출상의실수로인해

서류미비자가되었습니다. 2005년발렌타인데이, 톨레도경찰과국토안보부직원들은아버지를

미성년자인앤드류와함께남겨둔채, 어머니를체포해갔습니다. 앤드류와아버지에게아무런

통보도없이, 앤드류의어머니는 4곳의구금시설을옮겨다녔고, 그동안어머니의건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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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되었습니다. 결국 2005년 8월 11일,앤드류의부모님은자진출국이라는가슴아픈결정을

내려야했고,앤드류는 15세나이에가족한명없는미국에서남겨져법적보호인의손에맡겨

졌습니다. 도서관자원봉사자와스시주방장이미국국가안보를위협하나요? 이들을추방하고이

나라는더살기좋은나라가되었나요?

함께할수있는일

1. 이이슈가여러분에게왜중요한지여러분의의원에게편지, 전화, 방문해말하십시오. 

2. FIRM의휴대폰네트워크에참여하여캠페인정보를받으십시오. 참여를원하시면

“5878423” (또는 “Justice”) 라고문자를작성한후, 전화번호 “69866”으로전송하십시오. 

FIRM에서수신확인문자를받으면, 이메일주소와우편번호를다시문자로

보내십시오. 이를통해여러분은한달에 1-2개의캠페인참여문자를받게됩니다. 

3. 이민이여러분의생활에어떤영향을끼치는지배우십시오– 이메일소식지를

신청하시거페이스북에참여해주십시오.

4. 2009년 9울 17일, 미국시민의날결집에함께해주십시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이하 미교협)는 전국적인 사회 변화 운동을 건설이라는 목표의 일환으로 전

국적인 진보의 목소리를내고코리안 아메리칸의 사회참여를증진시키기 위해지역 커뮤니티센터들에 의해 199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미교협의 전국사무실은 로스엔젤레스에위치해 있고 워싱턴 디씨에 지부가있으며, 가입단체로는 로

스엔젤레스의 민족학교와 시카고의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이 있습니다. 미교협은 민권 및 이민자 권익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진보의 목소리를 내고, 미국 사회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의 적극적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교

협은 Campaign for Community Values (CCV), Fair Immigration Reform Movement (FIRM), Reform Immigration FOR

America Campaign, Rights Working Group의 일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nakasec.org를 방문하시거나

323.937.3703/ 202.339.9318로전화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