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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명의 풀타임 및, 16 명의 파트 
타임 실무진
400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로 이루 
어져 있으며
8 개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년에 창립된 미교협 네트워크는

우리는 미교협 네트워크입니다

소개 03

미교협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한국 민중은 광주 지역
에서 수십년의 독재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 봉기했습니다. 광주 민중 항쟁의 지도자중의 한 사람이던 윤
한봉은 군부 독재 정권에 체포되기 전에 한국을 떠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윤 한봉은 미국에서 정치적 망명을 허가받은 최초의 한국인 중의 한 명으로 한국의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 연대 운동의 근간으로 초기의 미교협 네트워크 단체를 로스 엔젤레스에 창립했습니다. 그가
10대와 20대의 최근 이민자, 저소득층 동포 청년들로 구성된 젊은 지도자들을 이끌고 지도하게 되면서
미국 전역에 여러 풀뿌리 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네트워크로 함께 일하면서, 이들은 미국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필요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민
자 정의를 위한 조직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인종 커뮤니티와 유권자
그룹인 아시안 아메리칸들을 돕고 이들을 조직하는 진보
적인 아시안 아메리칸 네트워크로서, 우리의 통합적인 비
전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 이민자, 유색인종 및 소외된 커
뮤니티가 함께 협력하여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지구적 맥락에서, 미국의 문화와 권력 관계및
구조를 변혁시키고자 합니다.

1994
함께센터 (버지니아)
하나센터 (일리노이)
커뮤니티 행동을 위한 민권센터 (뉴욕)
우리센터 (펜실베이니아)
우리 훈토스 (텍사스)

매년,              명의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십만 명 이상을
교육합니다 

총 단체 예산은 

$990만에 달합니다

미교협 네트워크는:

현재 다섯 개의 풀뿌리 커뮤니티 조직 단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5K



미교협의 활동과 운동 조직은 다음 세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풀뿌리 조직과 유권자의 힘을 확장하는 것

청년과 이민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운동 단체가 되는 것

다음의 두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지역 단체들이 모여 미교협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사건은 1992년 엘에이 항쟁으로, 흑인 로드니 킹에게 무참하게 폭력을 가한 백인 경찰 네 명이

무죄로 방면된 후, 엘에이의 흑인 커뮤니티는 이에 분노, 정의를 요구하며 거리에 나섰습니다. 이 기간 동

안 저소득층 한인들이 주로 운영하던 약 2,200개의 한인타운의 가게가 파손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구조 요청을 무시하고, 백인과 부유층이 주로 사는 지역으로만 경관들을 출동시켰습니다.

이후,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공립학교를 포함하여, 모든 공공 서비스를 제외하는 캘리포니아의 187호
주민발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맥락과 이어진 반이민 정서의 여파에 맞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우리 커뮤니티를 조직하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집단적 해방을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다른 유색인종 커뮤니티와 연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1994년 미교협이 창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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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교협은 지역 커뮤니티 기반을 둔 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우리 가입단체들은

매년 회의를 통해 전국적 의제와 캠페인을 결정하여, 우리 활동과 정책 의제가 지역

커뮤니티에 뿌리를 두고, 억압 체제에 가장 영향받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최근 수년간, 한인이나 아시안 아메리칸이 아닌 소수계들도 미교협

을 정치적 기반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교협이 기반을 확장하면서, 2016년에는 사명을 바꾸어 아시안 아메리칸까지 포

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국 단체로, 가입단체가 없는 지역에서도 아시안 아메

리칸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다른 아시안 아메리칸

단체들과 협력하여, 전국적으로 좀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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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 일리노이 주, 시카고

미교협을 통해, 산하 가입단체들은 집단의 힘을 활용하여 연방차원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 차세대 지

도자를 양성하고, 전국적 운동을 건설합니다. 



#모두를 위한 시민권을
미교협 네트워크 내의 이민 청년 리더십을 통해 창안되어, 2018년 더 큰 이민자 정의

운동에 대한 외침으로 #모두를 위한 시민권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다카와 임시보호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백악관 앞에서 열린 22일간의 24시간 철야
시위, 2021년 예산 조정안에 이민신분 조정 절차를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100일 캠
페인 등 여러 창조적인 직접행동을 주도했습니다. 입양인을 위한 #모두를 위한 시민

권을 쟁취하기 위한 미교협 프로젝트인 정의를 위한 입양인들 (Adoptees for
Justice) 은 포용적인 입양인 시민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활동합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05

우
리
의

 활
동 우리 가족 가치 캠페인

미교협은 우리 가족 가치 캠페인의 공동 주최자로, 가족 기반의 이민제도가 유지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옹호합니다. 

풀뿌리 조직 건설
미교협은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성장하는 힘을 활용하기 위해, 진보적 아시안 아메리칸 이민자 정의 단체

가 아직 없는 지역, 특히 펜실베이니아와 텍사스 등에서 신규 가입단체의 성장을 전략적으로 지원합니다.

미교협 액션 펀드
미교협의 자매단체인 501(c)4 조직은 강력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입법 옹호 활동을 통해 진보적인 제도 변

화를 위한 시민 참여 활동를 지원합니다.

개
요

연락처

nakasec.org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 
위터, 틱톡에서
@nakasec

주소

시카고 사무실
NAKASEC c/o HANA Center

4300 N. California Ave.

Chicago, IL 60618

전화 번호
312-550-4733 (영어)

312-550-9644 (한국어)

한국어/영어 이민자 신속대응 핫라인: 

1-844-500-3222 

 
이메일

nakasec@nakasec.org

실무진: 풀타임 9명, 파트타임 3명 활동 지역: 
 전국이사진: 14명

http://www.nakasec.org/
http://www.nakasec.org/
http://www.nakasec.org/
http://www.nakasec.org/
http://www.nakase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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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센터 (구: 미교협 버지니아) 는 2012년 북부 버지니아의 한인 및 아시안 아메리칸

이민자 커뮤니티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커뮤니티 구성원의 주도하에, 필
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필요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 제도 변화를 이
끌어 낼수 있는커뮤니티의 힘을 기르고자 하며, 인본적인 관계형성을 중심으로 합니다.

“함께”는 “다 같이 하다”를 의미하는 한국어 단어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 과거인 한인으

로써의 뿌리, 현재인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로써의 힘, 그리고 미래인 모든 유색 커

뮤니티를 위해 정의와 번영을 이룩하겠다는 비전을 상징합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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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아메리칸은 북부 버지니아에서 제일 큰 유색인종으로,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합니다. 함께센터는 서류미비자 및 기타 시민권

이 없는 이민자, 노동자, 성소수자 커뮤니티, 청년 등을 포함하여 모

든 아시안 아메리칸을 위한 곳입니다. 우리는 버지니아가 모두에게
정의롭고 평등한 곳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진행하고 있는 프
로그램과 이슈에 기반한 캠페인은 이 비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애난데일의 첫 사무실에 이어, 서부 페어팩스및 프린스 윌리엄 카

운티 주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2019년에는 센터빌에서 두번째 사

무실을 열었습니다.

함께센터 (구: 미교협 버지니아) | 버지니아 주, 애난데일 및 센터빌



실무진

풀타임 13명
파트타임 2명
이사진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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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 학생 대상 학비 혜택 확대(거주민 학비 적용및 주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각
HB1547/SB935, HB2123/SB1387): 주 연합의 공동 지도 단체로서 남부 주 중에서는 최초로 버지

니아에서 서류미비 학생들 (다카 수혜자가 아니라도 포함)이 공립 대학에서 거주민 학비(2020년)를 적

용받을 수 있게 했고, 주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2021년)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언어 권익: 주 정부차원의 코로나19 핫라인과 실업보험 핫라인의 언어 옵션을 확대하여 아시안 언어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필요로 하는 구성원들과 함께 조직활동을 했습니다; 다양성,형평성 및 포용 사무

처에서 주내 언어 정책을 위한 조사와 추천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했으며; 사설과 기사

등을 통해 관련 여론의 관심을 환기시켰습니다. 이에 힘입어, 2022년 주 의회에서 언어 정의 정책이 논

의될 예정입니다.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 함께센터는 풀뿌리 정책 옹호와 서비스 제공의 성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에 대

한 이민자 접근성을 확대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2020년에는 (40분기 규정으로 알려

진) 주 규정을 철폐하여,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영주권자들이 기존의 영주권 취득 후 10년 이 아니라 5

년 후에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서비스 및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신설하

여 언어적으로 소외된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공공 건강보험 신청을 하거나 서비스를 소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종적, 경제적 격차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및 추천, 커뮤니티 조직활동, 풀뿌리 정책 옹호, 시민 참여, 리더십 개발 등을 통해, 지역의 아시안 아메리칸

조직 기반을 꾸준히 만들어 왔습니다.

. 

조
직

 개
요

활동  지역 :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카운티 ,  루던  카운티 ,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
페어팩스  시 ,  마나사스  시 ,  헨리코  카운티 ,  리치몬드  시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  카운티 ,  하워드  카운티 ,  프린스  조지  카운티

연간  도움을  
받는  커뮤니티  
구성원  수

10K
연락처

hamkaecenter.org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및 틱톡에서 모두

@HamkaeCenter

주소

애난데일 사무실
6715 Little River Turnpike, Ste 207

Annandale, VA 22003

 

센터빌 사무실
13890 Braddock Road, Ste 309

Centerville, VA 20121

전화 번호 
703-256-2208

 
이메일 

hello@hamkaecenter.org

https://hamkae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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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센터는 2017년에 시카고 일원의 두 한인 단체의 통합을 통해 설립되었

습니다. 하나는 한국어로 “하나되다”를 뜻하며, 통일과 하나됨을 상징합니

다. 우리의 사명은 인권 신장을 목표로, 소셜 서비스, 교육, 문화, 커뮤니티

조직을 통해 한인과 다민족 이민자 커뮤니티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

센터는 이민자가 강제 추방이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공포 없이 우리 사회의 완전한 시민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 “모두를

위한 시민권” 체계에 기반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
리

 커
뮤
니
티

하나센터는 여성, 청년, 유색인종, 서류미비자, 저소

득층, 연장자, 성소수자 커뮤니티 및, 입양인을 포함

하는 시카고 일원의 한인 및 다수의 이민자 커뮤니

티의 다세대 구성원들과 함께 합니다. 우리 커뮤니

티가 성장하고 안정되는 과정에서, 우리 단체도 함

께 변화하면서, 기본적 필요 이상의 자원을 제공하

고, 모두를 위한 평등과 정의를 이룩하기 위한 구조

적인 변화를 위해 조직합니다.

하나센터 | 일리노이 주, 시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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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의

 힘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 (HB2499/SA2): 하나센터는 건강한 일리노이 연합의 실행 위원회

회원으로 예산 실행안에 55세에서 64세 사이의 일리노이 주민들을 위한 공립 건강보험 커

버리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전국 최초로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소

득 기준에 해당하는 일리노이 주 연장자들은 모두 주 예산의 보조를 받아 건강보험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EAACH Act (HB376/SB648): 하나센터의 청년들은 공평한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

티 역사 교습법(TEAACH)을 통과시키기 위한 연합의 중요한 리더로 활동했으며, 이 법의 통

과로 일리노이 주는 전국 최초로 주 전역의 K-12 공립학교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를 의

무적으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 리더들은 청년 연합을 조직하고, 의회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미디어 인터뷰와 사설 참여 등의 활동을 통해 청년의 목소리가 캠페인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 환영 조례 (시카고) (CHAPTER 2-173): 하나센터는 시카고 이민자 소위원회의 회원으

로 형사 관계 전력이 있는 분을 포함, 모든 이민자를 보호하는 시카고 시 환영조례를 통과시

키고자 한 5년간의 캠페인 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캠페인을 진행하

는 동안 도시 전역의 운동을 든든하게 이끌어, 우리 커뮤니티내의 공공 안전과 이민단속반의

역할에 대한 담화를 바꾸는데 노력했습니다.

하나센터는 소셜 서비스를 통해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강력한 커뮤니티 조

직, 권익옹호, 시민참여를 주도하며, 우리의 문화 유산을 경축합니다.

조
직

 개
요

실무진 
풀타임 33명
파트타임 4명
이사진  12명

연간  도움을  받는  
커뮤니티  구성원  수 1 5 K

활동  지역
일리노이  주
쿡 ,  윌 ,  레이크  카운티

연락처

hanacenter.org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 
위터 및 틱톡에서 모두

@HANACenter

주소

시카고 사무실
4300 N. California Ave.

Chicago, IL 60618

 

북서부 서버브 사무실
664 N. Milwaukee Ave., Suite 213

Prospect Heights, IL 60070

전화 번호 
773-583-5501

 
이메일 

info@hanacenter.org

https://hamkae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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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리

 역
사

1984년에 청년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으며, 2009년에 커뮤니

티 행동을 위한 민권센터로 개명했습니다. 새 단체명은 한국어로

“민권"이라는 뜻으로, 커뮤니티에 의한, 또한 커뮤니티를 위한 우리

의 서비스 및 조직 활동의 역사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민권센터의 사명은 한인 커뮤니티의 힘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아시

안 아메리칸 및 이민자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모두를 위한 경제 및

사회 정의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플러싱 지역에서 시민 참여

를 활발히 하고, 현명하며, 굳센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
리

 커
뮤
니
티 뉴욕 시의 플러싱 지역에서 기반한 민권센터는 뉴욕 내에서 아시안 주민이 �집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뉴 저지의 팰리세이즈 파크에 두번째 사무

실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저소득층, 최근 이민자, 제한된 영어 구사자, 서류미비자,

여성, 연장자, 청년 및 성소수자 커뮤니티 등을 포함한 한인 및 다양한 아시안 이민

자 커뮤니티의 가장 소외된 그룹을 조직하고자 노력합니다.

민권센터 | 뉴욕 주, 뉴욕 시 & 뉴 저지 주, 팰리세이즈 파크



연간  도움을  받는  
커뮤니티  구성원  수 1 5 K

활동  지역
뉴욕 ,  롱  아일랜드 ,  업스테이트  뉴  
욕 ,  뉴저지

민권센터의 프로그램은 권익옹호, 커뮤니티 조직, 시민 참여, 소셜 서비스, 청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

다. 우리 커뮤니티에 필요한 자원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역사를 반영하여, 우리의 힘으로 직접 자원을 조

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린 라이트 법안 (S1747B): 민권센터는 시민권 여부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을 허가하는 그린 라이트 법

안을 통과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힘겨운 승리는 관계 형성과 직접 행동을 통해 정치적 지

형을 바꿈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이 법안은 강제 추방으로부터 이민자를 보호하고, 학생들이 차를 몰고 등

교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을 제공함은 물론, 저소득층 및 서류미비자들에게 특히 문제가 되는, 대중 교통

사막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아태계 완벽 카운트 위원회 & 아태계 보이스 선거구 재조정 태스크 포스: 우리는 아태계 완벽 카운트 위원

회의 창립자이자 공동 지도자로, 200명 이상의 아시아 태평양계 커뮤니티 지도자들이 참석한 회의를 포

함한 다양한 트레이닝을 제공 및 조직해 왔습니다. 참여 선서 상기 엽서와 이웃간 시민참여(“이웃 모두에게

대화하세요") 등을 포함해 의미있는 방법으로 커뮤니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해 왔습니다. 뉴

욕시 한인 인구조사 태스크 포스를 공동으로 이끈 민권센터의 노력에 힘입어 한인 동포사회의 참여율은 시

평균 참여율을 넘어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 전략의 성공 을 높이 사 뉴욕 시는 우리의 두 전략 모두를 전 도

시 캠페인에 도용했습니다. 

코로나19 구제: 우리의 최근 활동은 코로나19 구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민권센터는 지역의 식품 무료 배

포소인 라 호나다에 엄청난 요청이 �려들었을 때,이곳의 식품 배급량을 5배로 늘리고, 라 호나다가 지역

교회에서 쫓겨난 이후에 새 장소를 찾을 수 있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플러싱 상호지원 네트워크,서

류미비 연장자들을 위한 지역 한인 구호소 기금마련 영상, 청년들이 주도한 플러싱 커뮤니티 냉장고 프로

젝트 등의 다양한 커뮤니티 주도의 지원 프로그램 및 기금마련 행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2020년, 서류미

비 한인들을 위한 직접 현금지원을 위해 총 140만불의 기금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가장 긴급한 상황에 있

는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정보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권센터 1 1

지
역
의

 힘
조
직

 개
요

실무진  
풀타임 20명
파트타임 4명
이사진  12명

연락처

minkwon.org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 
터 및 틱톡에서 모두

@minkwoncenter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apavoicenewyork

주소

플러싱 사무실
14543 Willets Point Blvd Suite #202

Flushing, NY 11357

 

팰리세이즈 파크 사무실
 316 Broad Ave. 2nd Fl. 

 Palisades Park, NJ 07650

전화 번호
718-460-5600

 
이메일 

minkwon@minkwon.org 

https://queenseagle.com/all/historic-queens-church-tried-to-sack-community-food-pantry
https://www.facebook.com/events/d41d8cd9/telethon-for-flushing-mutual-aid-fund/220214172365546/
https://www.facebook.com/watch/?v=332205975286795
https://www.instagram.com/flushingcommunityfridge/?hl=en
http://www.minkw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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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리

 역
사

“우리"는 한국어 단어로, 커뮤니티 전체-곧, 우리 모두-를 고양시키고자

하는 우리 활동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다섯 가지 핵심 프로그램 - 커뮤니티 조직과 권익옹호, 시민참

여, 청년 리더십 개발, 이민자 서비스, 문화 예술 활동 -을 통해 저소득

층, 제한적인 영어 구사자, 서류미비자를 중심으로 필라델피아 일원의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1990년대부터 뿌리를 내리고 2018년에 창립된 우리의 성공 비전은 모

든 사람들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 번영하는 사회입니다.

우
리

 커
뮤
니
티

우리센터는 필라델피아 일원의 다섯 개 카운티 - 몽고메리, 벅스, 델라웨어, 체스터, 필라델피아 -

에 거주하는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을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펜실베이니아 주 내 41,000명의 한인 중, 대다수의 필라델피아 일원에 거주합니다. 이들 중 2/3

은 미국 국외에서 출생했고, 69%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며, 이로 인해 경제, 교육, 정치 조

직에 참여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센터 | 펜실베이니아 주, 랜스데일



연간  도움을  받는  
커뮤니티  구성원  수 5 K

이민자 정의: 우리센터는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드라이빙 펜실베이니아 포워드(DPF) 연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40일간의

직접행동을 조직하여, 서류미비자와 노동자들을 위한 운전면허의 중요성에 관한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한편, 펜실베이니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걸기 캠페인을 주도했습니다.

시민참여: 우리센터는 펜실베이니아 주 전역의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의 힘을 강화하고자 연

중 시민참여 캠페인을 통해 언어와 문화에 적합한 유권자 등록, 유권자 교육 및 투표 참여 프로

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센터는 2020년에 투표 관련 190,000 통의 전화 연락, 75,960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38,000 개 이상의 선거 자료 및 우편물을 배포했습니다. 2021년

의 지역선거 기간에는 유권자들에게 26,000 통의 전화 연락, 18,000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

내고, 13,000 개의 선거 자료 및 우편물을 배포했습니다. 

커뮤니티 서비스 & 문화활동: 우리센터는 두 차례의 코로나 긴급 구제 현금 지원을 통해 서류

미비자 총 24 가구를 지원했으며, 아시안 식료품점과 서비스 센터에서 방역물품 및 백신관련

정보를 배포했습니다. 커뮤니티 내 정신건강 이슈가 대두되면서, 한인들을 위한 정신 건강 웹

세미나 시리즈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설날 맞이 화상 콘서트를 열어, 두 한국인 예술가들의 전

통 음악 연주를 듣고, 심리학자를 통해 음악과 정신건강의 연관관계에 관한 강의도 들을 수 있

게 했습니다 . 

우리센터는 영어를 제한적으로 구사하는 동포들과 젋은 아시안 아메리칸을 중심으로 하는 연중 시

민참여 캠페인을 통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 및 주에 기반한 커뮤니티 조직 및, 권익옹호 활동은 물론, 소셜 서비스와 문화 프

로그램도 제공합니다. 

활동지역
펜실베이니아  주 ,  필라델피아  일원

우리센터 13

지
역
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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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진

풀타임 3명
파트타임 2명
이사진  10명

연락처 

wooricenterpa.org

이메일

info@wooricenterpa.org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트위 
터, 카카오톡에서 모두

@wooricenter

전화 번호 

267-270-9466

http://www.wooricenterpa.org/


우
리

 커
뮤
니
티

우
리

 역
사

우리 훈토스는 공식적으로는 2021년 5월에 설립되었으나, 구성원들

이 장기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한 것은 수 년 전입니다. 단체명인

우리 훈토스는 연대와 포용, 연합에 기반한 우리 단체의 설립 가치를

반영합니다. 

우리 훈토스는 한국어 단어인 “우리"와 스페인어 단어로 “함께"를 뜻하는 훈토

스를 합친 것으로 “함께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훈토스의 사명은 아시안,

이민자, 나아가 모든 텍사스인들을 위해 사회 정의, 경제 정의, 인종 정의를 성

취하는 것입니다. 

가장 빠르게 증가중인 이민자 및 인종 커뮤니티이자, 유권자 그룹인 아시안 아메리칸은 전국에 150만 명에 이르며,

텍사스에는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은 아시안 아메리칸이 거주합니다. 지난 10년간 텍사스 내 아시안 아메리칸 수는

883,000 명이 증가했으며, 뉴욕 주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훈토스가 위치한 해리스 카운티에는 주 내

가장 많은 아시안 아메리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세 한인 여성들에 의해 설립된 우리 훈토스는 휴스턴 일원의 한인 커뮤니티에 봉사합니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은 주

전역의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일부 지역의 젊은 아시안 아메리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훈토스 | 텍사스 주, 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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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진

풀타임 2명
파트타임 1명 
고문 이사진  2명

연간  도움을  
받는  커뮤니티  
구성원  수 1 0 K

코로나-19 구제: 우리 훈토스는 차이니즈 커뮤니티 센터 및 기념 지원 선교단과 협력하여

20%의 서류미비자를 포함, 휴스턴 지역의 총 70개 가구에 각 $500에서 $850의 현금지원

을 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모집, 커뮤니티를 위한 마스크 제조 및 배급을 주도했고, 스프

링 브랜치 커뮤니티 헬스 센터와 협력하여 방문 백신 접종을 조직했습니다. 초기 방문 백신 접

종을 통해 200명의 한인 연장자들의 백신 접종을 도왔으며, 작년 후반기까지 총 300 명의 동

포들을 지원했습니다.      

시민 참여: 2020년 텍사스 선거기간 동안 우리 훈토스 멤버들은 해리스 카운티와 포트 벤드

카운티내 2,000명의 한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투표 독려 활동을 했습니다. 투표 장려를 위해

한인 2세들이 시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사설을 여러 개 조직하여 언론에 투고했습

니다. 또한 부재자 투표 지원 센터와 선거 핫라인, 포트 벤드와 해리스 카운티내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를 위해 두 번의 조기 투표의 날을 조직하고, 소수계 언론사 대상으로 여러 차

례의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센서스 2020: 우리 훈토스는 2020년 센서스 참여를 위한 아웃리치와 교육 활동을 했습니다.

교회 커뮤니티와의 기존 관계를 활용했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임 제한이 있어 지연되기는

했지만, 기타 창조적인 방법을 통해 커뮤니티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대일 아웃리치 활동을 했습

니다.

우리 훈토스는 긴요한 소셜 서비스 제공 및 주요 현안에 대한 교육, 커뮤니티 조직과 권익옹호, 우

리 문화 보존 활동 등을 통해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전체적 접근법을 견지합니다. 

활동  지역
휴스턴  일원 ,  해리스  및  포트  
벤드  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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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woorijuntos.org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서

@Woorijuntos 
인스타그램

@woorijuntostx

주소

휴스턴 사무실
1809 Hollister St,

Houston, TX 77080

전화 번호  
832-831-2354

 
이메일 

info@woorijuntos.org



바르게  살자  ,  뿌리를  알자
굳세게  살자  ,  다함께  살자

 각  단체의  상세  정보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nakasec.org, @nakasec

함께센터

hamkaecenter.org, @HamkaeCenter 

하나센터

hanacenter.org, @HANACenter

민권센터

minkwon.org, @minkwoncenter, @apavoicenewyork 

우리센터

wooricenterpa.org, @wooricenter

우리 훈토스
woorijuntos.org, @Woorijuntos, @woorijuntostx 

http://www.nakasec.org/
https://hamkaecenter.org/
https://hamkaecenter.org/
http://www.minkwon.org/
http://www.wooricenterp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