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rking for the future of our community

Established in 1996,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

ment (KACE) is a non-partisan, not-for-profit organi-

zation devoted to mobilizing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o take action locally and nationally.

● Voter Registration Drives

● Voter Education & Civic Academy

● Redistricting Monitoring

● Monitoring of Redistricting and Poll Sites

● Voter Hotline

● Korean American Census Task Force
 (2000, 2010, 2020)

● Grassroots Internship Program

● Passing the “Comfort Women” Resolution 
 in the U.S. Congress in 2007 

● Nationwide education of grassroots activity and 
 network building via the annual 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KAGC) in Washington D.C.

● Nationwide development of civic leadership and 
 student programs via the 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for university students (KAGC U)

● Formation of Legal Task Force

● Coalition with Korean American Sanctuary
 Church Network

1996년에 설립된시민참여센터 (KACE)는 한인사회가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도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하기위해 

만들어진, 비정파, 비영리단체입니다.

● 유권자 등록 운동

● 유권자 교육과 시민 학교 운영

● 선거구 재조정 감시

● 투표소 감시 및 유권자 핫라인 운영

● 한인 인구조사 태스크포스 (2000년, 2010년, 2020년)

● 풀뿌리 인턴쉽 프로그램

● 2007년 미의회‘위안부 결의안’통과 

● 연례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 (KAGC)를 통한 전국적인

 풀뿌리 활동 교육과 연대 형성

●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 결성

● 이민자보호교회와 연대 

KACE HISTORY & MISSION

KACE PROGRAM HIGHLIGHTS

KACE의 역사와 임무

시민참여센터의 대표적 프로그램

시민참여센터는 다음과 같은 비전을 이루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has following visions
fo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1. 당당한 미국 시민 되기 Becoming Dignified American Citizen

2. 살기 좋은 커뮤니티 만들기 Making our community a better place to live

3. 후세들이 자랑스러운 지도자로 성장하게 하기 Training next generations to become proud community 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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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E HISTORY
TIMELINE

시민참여센터의 역사

2002

● Provided Korean language services for elections in
 Queens County, New York

● 뉴욕주 퀸즈 카운티에서 투표를 위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

2007

● Initiated and translated voter registration form
 for New Jersey into Korean

● Campaigned for passage of the “Comfort Women” 
 Resolution (H. Res. 121)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 Received Asian American Award presented by AABANY,
 KABA-GNY and AALDEF

● Received the Presidential Award from the Republic of Korea

● 뉴저지주 유권자등록 양식을 주도적으로 번역

● 미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위한 캠페인

● AABANY, KABA-GNY, AALDEF로부터 아시안 아메리칸 상을 수여

● 대한민국 대통령상 수상

2009

● Campaigned to erect “Comfort Women” memorial 
 monuments in Palisades Park

● Operated Korean Voter Hotline and published 
 a complaints report for Board of Election

● Initiated petition campaign to repeal parking restrictions 
    on Northern Blvd. in Flushing

1996

● KACE was founded and established with its 
 original name as Korean American Voters Council.

● 한인 유권자 센터 설립

1998-2000

● Organized the Korean American Census 2000 Task Force 
 and conducted Census 2000 with the U.S. Census Bureau

● 한인 인구조사 2000 태스크포스를 조직하여 미국 인구조사국과 함께 
 2000년 인구조사 진행

2006

● Translated absentee ballot instructions into Korean
 for Bergen County, New Jersey

● Received Bergen Community College
 Asian Community Service Award

●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를 위한 부재자투표 지침서를 번역

● 버겐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로부터 지역봉사상을 수여

2008

● Hosted Presidential Election Candidates Forum with
 candidates’ representatives

● 미국 대통 출마자 대리인들과 함께 토론회 주최

2009

● Hosted Korean Local Government Conference on
 US local political system

● Hosted NYC Council General Election Debate for 
 Districts 19 & 20

● Conducted advocacy activities for NYC Small Business
 Survival Act and for NJ Dry Cleaning industry

● Reviewed Korean Translation of NYC Voting Machine

● Hosted NYC election Korean translato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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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0

● Established and led the 2010 Korean American
 Census Task Force

● Operated Korean Census Hotline 

● 2010 한인 인구조사 태스크포스의 조직 및 운영

● 한인 인구조사 핫라인 운영

2011

● Actively engaged in the redistricting process of 
 NJ Legislative District 37 for Asian Americans

● Hosted “Comfort Women” art exhibition

● Introduced “Comfort Women” survivors to 
 Holocaust survivors

● Participated in redistricting process of NYS Assembly 
 40th District

● 뉴저지주 37 지역구의 한인 및 아시아인들을 위한 선거구 재편에 
 적극적으로 참여

● 위안부 미술전을 주최 

● 위안부 생존자들과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만남 주선

● 뉴욕주 40 지역구의 선거구 재조정에 참여

2012

● Changed the name from “Korean American Voters”
 Council” to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 Published NY & NJ Election Guides

● Published Presidential Election Guide

● Launched Asian Social Justice Internship at Kupferberg
 Holocaust Center of Queensborough Community College

● 한인 유권자 센터에서 한인 시민참여센터로 개명

● 뉴욕주와 뉴저지주 선거 가이드 발행

● 대통령선거 가이드 발행

● 퀸즈보로 커뮤니티 대학의 쿠퍼버그 홀로코스트 센터에 
 아시안 사회정의 인턴쉽 시작

2013

● Continuation of the Asian Social Justice Internship at the
 Kupferberg Holocaust Center of Queensborough Community
 College which focuses on educating interns on the “Comfort 
 Women” atrocities committed by Imperial Japanese forces 
 during World War II (do we need this here again?)

● Hosted the first Summer Grassroots Activist Training

● Achieved the repeal of rush-hour parking restriction 
 on Northern Blvd. in Flushing

● 제2차 세계대전중 일본 군인들이 위안부들에게 자행한 만행에 
 대한 인턴 교육에 촛점을 맞춘 퀸즈보로 커뮤니티 대학 쿠퍼버그 
 홀로코스트 센터의 아시안 사회정의 인턴쉽을 지속적으로 운영

● 제 1차 풀뿌리 운동가 수련회 개최

    ●  노던 블러바드의 출퇴근시간 주정차 금지령 폐지

2009

● 한국 지방정부대상 미국의 지방자치 교육을 위한 컨퍼런스 주최

● 뉴욕시 19, 20 지역구 시의원 후보자 토론 주최

● 뉴욕시 소상인 생존 법안과 뉴저지주 세탁업자들을 위한
 권익옹호 활동

● 뉴욕시 투표기의 한국어 번역 확인

● 뉴욕시 선관위 한국어 통역원들을 위한 컨퍼런스 주최

● 위안부 피해 추모를 위한 기림비 건립 캠페인

● 한인 유권자를 위한 핫라인 운영 및 위반사례 보고서 발행

● 노던블러바드의 주차 제한 철폐를 위한 청원 캠페인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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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Launched the inaugural 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KAGC)

● Continuation of the Asian Social Justice Internship at the
 Kupferberg Holocaust Center of Queensborough Community 
 College which focuses on educating interns on the “Comfort 
 Women” atrocities committed by Imperial Japanese forces 
 during World War II

2014

●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 (KAGC) 개시

● 제2차 세계대전중 일본 군인들이 위안부들에게 자행한  
 만행에 촛점을 맞춘 퀸즈보로 커뮤니티 대학 쿠퍼버그 
 홀로코스트 센터의 아시안 사회정의 인턴쉽을 
 지속적으로 운영

2015

● Hosted KAGC Regional Seminars throughout the country 
 with local community organizations (New York/New Jersey, 
 Chicago, Houston, Atlanta, Northern Virginia, 
 San Francisco, and Los Angeles)

● KACE’s sister organization, Korean American Forum (KAF), 
 led a petition effort to collect 10,000 signatures to urge 
 Japanese Prime Minister Abe to apologize 
 for “Comfort Women” tragedy

● Hosted the second annual 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in Washington D.C., joined by 4oo+ attendees 
 and 13 members of Congress

● Hosted debates with candidates for Bergen County 
 Freeholder election and for Fort Lee Mayor & 
 Council election

2015

●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를 여러 지방단체들과 연계하여 지역 
 세미나를 개최 (뉴욕, 뉴저지, 시카고, 휴스턴, 아틀란타,
 북부 버지니아,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 시민참여센터의 자매 단체인 한인포럼 (KAF)과 함께 
 아베 총리의 위안부 비극에대한 사죄를 이끌어내기위한 
 1만명 서명운동 청원을 주도

● 400명 이상의 참가자와 13명의 연방의원이 참여한 제2차 
 연례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를 워싱턴 디씨에서 주최

●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프리홀더와 포트리에서 출마자들의 
 토론회를 주최

●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KAGC)의 지역 세미나를 뉴욕, 뉴저지, 
 시카고, 휴스턴, 아틀란타, 북부 버지니아,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에서 주최

2016

● Launched KAGC U, an extension of KAGC for college 
 students

● Hosted KAGC regional seminars in New York, New Jersey, 
 Chicago, Houston, Seattle, Los Angeles, Philadelphia and 
 San Francisco

● Launched a college program for KAGC U

● Hosted seminars and voter registration drives on-campus 
 at Harvard, Wellesley, Emory, Georgia Tech, UC Berkeley, 
 Ohio State, UCLA, USC, UCSD, University of Illinois, 
 Northwestern and more 

● Hosted civic education seminars in Houston, Dallas, Austin,
 Chicago and Seattle to build up grassroots activities,

2016

● 대학생들을 위한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 (KAGC)인 
 KAGC U를 시작

● KAGC 지역 세미나를 뉴욕, 뉴저지, 시카고, 휴스턴,시애틀,
 로스앤젤레스,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주최 

● 세미나와 유권자등록운동을 Harvard, Wellesley, Emory, 
 Georgia Tech, UC Berkeley, Ohio State, UCLA, 
 USC, UCSD, University of Illinois, Northwestern을 
 비롯한 대학들에서 주최

● 풀뿌리운동을 강화하기위한 시민교육 세미나를 휴스턴,
 달라스, 오스틴, 시카고, 시애틀에서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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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Hosted KAGC regional seminars in New York, New Jersey, 
 Chicago, Houston, Dallas, Seattle, Los Angeles & 
 Orange County

● Hosted seminars and voter registration drives on-campus 
 at Princeton, Columbia and NYU

● Launched the annual KACE Congressional Fellowship program 

● Established Legal Task Force for the Protection of 
 Immigrants to cope with anti-immigration policies 
 adversely affecting the Korean community

● Formed a strong, strategic partnership with Korean 
 American Sanctuary Church Network and campaigned for 
 protection of immigrants’ rights

● Hosted civic education seminars in San Jose, Cherry Hill, 
 and New Orleans to build up grassroots activities

● 2017 KAGC 지역 세미나를 뉴욕, 뉴저지, 시카고, 휴스턴, 
 달라스,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에서 주최

● 세미나와 유권자등록운동을 Princeton, Columbia, 
 NYU에서 주최

● 연례 시민참여센터의 의회 펠로우쉽 시작

● 한인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이민정책에 맞서 
 이민자보호를 위한 법률 태스크포스를 설립

● 한인 이민자보호 교회 네트워크와 강력하고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이민자권익 보호를 위한 캠페인 전개

● 풀뿌리운동을 강화하기위한 시민교육 세미나를 산호세, 체리힐, 
 뉴올리언스에서 주최

2019

● KACE collaborates with NYC Council members, Peter Koo 
 (19th District), Barry Grodenchik (23rd), and the CUNY 
 School of Law Community Legal Rescue Network to 
 provide legal consultations and representations for 
 immigrants

● Hosted town hall meeting in Flushing with NYS Senator 
 John Liu & NYS Assemblyman Ron Kim 

2017

2018

● To improve the Korean American voter turnout in 
 Palisades Park, New Jersey, strategically campaigned for 
 two months which resulted in raising the primary election 
 voter turnout rate from less than 10% to 35%

● Effectively mobilized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responded to racial discrimination cases at Bergen 
 County Academies and in Palisades Park, New Jersey

● Published the manual on Hate Speech, Hate Crime & 
 Racial Discrimination for community education

● Hosted civic education seminar in Silicon Valley, CA to 
 build up grassroots activities

● 2018 뉴저지주 팰리새이드파크에서 한인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위한 캠페인을 2달 동안 벌여 10 퍼센트 미만이었던 
 일차 투표율을 35 퍼센트로 올림

● 한인사회를 효과적으로 조직하여 팰리새이드파크의 버겐 
 아카데미의 인종차별 사건에 대응

● 지역사회 교육을 위해 혐오발언, 혐오범죄, 인종차별에 대한 
 대응지침서를 발간

● 풀뿌리운동을 강화하기위한 시민교육 세미나를 
 실리콘밸리에서 주최

2018

● 2019 이민자들에게 법률자문과 법률대리를 제공하기위해 뉴욕 
 시의원인 Peter Koo (19 지역구), Pau Vallone (20지역구) 
 Barry Grodenchik (23지역구) 그리고 CUNY School of 
 Law Community Legal Rescue Network와 협력

● 뉴욕주 상원의원인 John Liu와 뉴욕 주의원 Ron Kim과 
 타운홀 미팅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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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8080 campaign is to reach 80% 
voter registration rate and 80% voter turnout rate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hroughout the 
year, to provide community members more oppor-
tunities to register to vote, KACE has hosted voter 
registration drives at community events, shopping 
malls, senior centers, college campuses, and more.

8080 캠페인은 한인사회에서 유권자 등록율 80 퍼센트, 

투표율 80 퍼센트를 달성하기위한 운동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사회의 각종 행사나, 

쇼핑몰, 어르신 단체, 대학 캠퍼스등에서 유권자등록운동을 

벌여왔습니다.

KACE hosts non-partisan, educational candidate 
forums in order to inform and engage our commu-
nity, as well as address the concerns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시민참여센터는 지역사회에 정보를 제공하고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한인사회의 주요 이슈들을 전달하기위해 

정당과 무관하게 후보자들과 교육적 포럼을 진행 합니다. 

8080 CAMPAIGN
8080 캠페인

CANDIDATE FORUMS 후보자 포럼

Get out the Vote Campaign. The campaign aims to 
raise awareness on voting rights for Korean Ameri-
can community.

“투표참여” 캠페인은 한인사회내에서 투표권에대한 인식을 

고취하기위한 캠페인입니다. 

GET OUT THE VOTE CAMPAIGN “투표참여” 캠페인

Becoming Dignified
American Citizen1 당당한 미국 시민 되기당당한 미국 시민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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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0 Campaign  2019 풀뿌리 인턴쉽

좀 더 책임감있는 지역사회로 발돋움하기위해 유권자 등록율 80 
퍼센트, 투표율 80 퍼센트를 목표로 시민참여센터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일년내내 지역사회의 각종 행사나, 쇼핑몰, 어르신 단체, 대학 
캠퍼스등에서 유권자등록운동을 벌여왔습니다. 

80% Voter Registration, 80% Voter Turn Out Striving To 
Become A More Responsible Korean American Community 
Throughout the year, to provide community members more 
opportunities to register to vote, KACE has hosted voter 
registration drives at community event, shopping malls, 
senior center, and more.

Voter Registration 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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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9, KACE has conducted a yearly analysis 
of voter data in New York and New Jersey to obtain 
the most up-to-date measure of the status of our 
community's political capability. The analysis is 
also used to gather insight on how to register more 
Korean Americans. KACE is the only organization 
that offers annual publication of voter data informa-
tion fo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시민참여센터는 2009년 이래 우리 지역사회의 정치력을 

가늠하기위한 최신 정보를 확보하기위해 뉴욕 뉴저지주에서 

유권자 정보 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은 더 

많은 한인 유권자를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위해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한인사회의 유권자 

정보를 매년 발간하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VOTER DATA ANALYSIS     유권자 데이터 분석

Figure 0a. Total voter registra�on by age group, NYS 2018
               2018년 뉴욕주 연령별 총 유권자 등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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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Generation Training

2019 GRASSROOTS INTERNSHIP  2019 풀뿌리 인턴쉽

Workshops   인턴쉽 워크샵

- Korean American Identity study and workshop
- Korean American Immigrant History study and
  workshop
- Asian American History study and workshop
- Federal government system study and workshop
- Local government system study and workshop
- Voter registration study and workshop
- Grassroots activism study and workshop

- 한인 정체성 연구와 워크샵

- 한인 이민 역사 연구와 워크샵

- 미국 거주 동양인의 역사 연구와 워크샵

- 연방정부의 체계에 대한 연구와 워크샵

- 지방정부의 체계에 대한 연구와 워크샵

- 유권자등록에 대한 연구와 워크샵

- 풀뿌리운동에 대한 연구와 워크샵

In front of the Capital hill.   “연방의회 앞에서”

Meeting with Congressman Tom Suozzi(NY -3 D)
연방하원 Tom Suozzi (뉴욕 3 지역구)와의 만남

Meeting with Congress woman Carolyn Maloney (NY -12 D)
연방하원 Carolyn Maloney (뉴욕주 12지역구)와 만남

Activities   풀뿌리 인턴쉽 활동들

2019 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in Washington, D.C. 

후세들이 자랑스러운 지도자로 성장하게 하기

연방의원들과 만나 한인들의 요구를 담은 정책들을 알리기 위한 

2019 워싱턴 D.C.의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 참가(2019년 7월 16

일 – 18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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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July 23rd, 2019, the 2019 KACE Grassroots Interns visited New 
York City Hall to observe a city council stated meeting and meet 
with Councilmember Peter Koo.

뉴욕시 의회 방문하여 시의원인 Peter Koo (19지역구)와 만남,  
2019년 7월 23일

July 10th, 2019, Assembly member Nily Rozic  met with our 
2019 KACE Grassroots Interns at her district office in Flushing. 

뉴욕 주의원 Nily Rozic (25 지역구)과 만남, 2019년 7월 10일

Meeting with Local Politician 

지역정치인과의 만남

Visited Proskauer Rose LLP and met with Associate Peter 
Fishkind. 

Proskauer Rose LLP를 방문 Peter Fishkind변호사와 만남, 
2019년 7월 26일

On July 24th, 2019, the 2019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
ment (KACE) Grassroots Interns had a meeting with New York 
State Senator Toby Ann Stavisky at KACE’s NY office.

뉴욕주 상원의원 Toby Ann Stavisky와 만남, 2019년 7월 24일



Working for the future of our community

On August 1st, 2019, the 2019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
ment (KACE) interns met with NY Senator John C. Liu (D-11) at 
his district office.

뉴욕주 상원의원 John Liu (11지역구)와 만남, 2019년 8월 1일  

On July 24th, 2019, the 2019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
ment (KACE) Grassroots Interns had a meeting with New York 
State Senator Toby Ann Stavisky at KACE’s NY office.

뉴욕 주 하원의원 Ed Braunstein (26 지역구)과 만남2019년 7월 31일  

On August 9th, 2019, the 2019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KACE) Grassroots Interns met with New 
Jersey Assembly member Gordon M. Johnson (D-37) at his 
district office in Teaneck.

뉴저지 주하원의원 Gordon M. Johnson (37 지역구)과 만남, 
2019년 8월 9일. 

On August 8th, 2019, the 2019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KACE) interns met with NY Assembly 
member Ron Kim (D-40) at his district office in Flushing. 

뉴욕 주의원인 Ron Kim(40지역구)과 만남, 2019년 8월 8일 

On August 15th, 2019, the 2019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KACE) Grassroots Interns met with New 
Jersey State Senator and Senate Majority Leader Senator 
Loretta Weinberg at her district office in Teaneck.

뉴저지주 상원의원 Loretta Weinberg (37 지역구)과 만남, 
2019년 8월 15일 

NY Congressman Tom Suozzi.

뉴욕주 연방하원 탐 수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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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E LEGAL TASK FORCE
이민자 보호를 위한 시민참여센터 법률 태스크포스 활동

Metropolitan United Methodist Church
메트로폴리탄 통합 감리교회

2017년 2월에 발족한 이후로 시민참여센터 법률 

태스크포스는 워크샵과 세미나,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당신의 권리를 아십시오” 책자를 제공하고 

한인교회를 조직하는등 한인이민사회를 위해 부단히 

애써왔습니다. 다음은 태스크포스의 최근 프로그램과 

활동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Since its creation in February 2017, the 
KACE Legal Task Force has been working 
tirelessly on behalf of the Korean immigrant 
community by providing workshops, semi-
nars, TV and radio presentations, Know 
Your Rights publications and mobilizing 
Korean American churches. The following 
are just the highlights of the Task Force’s 
recent programs and activities:

Visited churches to lecture congregations on best 
methods to prepare for ICE raids and how to protect 
yourself against immigration fraud

교회를 방문하여 ICE의 기습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과 
이민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관하여 강의를 
하였습니다.  

Held a press conference to notify the public on ICE raids at Metropolitan United  Methodist Church
일반시민들에게 ICE의 기습을 알리는 언론 컨퍼런스를 개최

Activities 활동 내용들

Making our community
a better place to live 살기 좋은 커뮤니티 만들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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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센터 법률 태스크포스

Published brochures on ‘How to Defend Against 
ICE on the street, at home, and at the working 
place’ & ‘How to Avoid Immigration Fraud’

거리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ICE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이민사기를 피하는 방법에대한 브로셔를 
발행하다. 

KACE Legal Task Force

● Establishment & Initiation of Immigrants’ Hotline 646-450-8603
 This hotline currently is the only resource available to Korean immigrants who fear deportation 
 and/or who wish to learn about their rights. Since its inception in March 2017, the hotline has 
 fielded more than 100 calls.
● Publication of KYR Manual on Detention & Deportation
● Radio Legal Briefings on AM 1660 & FM 87.7
● Open Forum on “DACA and the Direction of Immigration Policy” 
● Immigration Workshop at KCS
 On “How to Defend Immigrants against ICE’s Detention & Deportation Proceeding”
● Publication of Hate Speech, Hate Crime & Racial Discrimination Manual
● Community Forum on Hate Speech, Hate Crime & Racial Discrimination
● Domestic Violence Seminars for the Pastors hosted by KAFSC & CKCGNY
● Free Legal Consultation & Service at the New Haven Korean Church

● 이민 핫라인 646-450-8603 구축

 현재로는 이 핫라인이 추방을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권리에대해 알고자하는

 한인 이민자들에게 유일한 정보제공처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처음 

 생긴 이래로 100건 이상의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 강제구금과 추방에대한 “당신의 권리를 아십시오” 
 지침서 발간

● AM 1660과 FM 87.7의 라디오 법률상식 방송

● DACA와 이민정책방향에대한 오픈포럼 진행

● 한인봉사센터 (KCS)에서 ICE의 강제구금과 추방 절차로부터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주제로 이민 워크샵 진행

● 혐오발언, 혐오범죄, 인종차별에대한 지침서 발간

● 혐오발언, 혐오범죄, 인종차별에대한 지역사회 포럼 주관

● KAFSC와 CKCGNY가 주최한 목회자들을 위한 
 가정폭력관련 세미나 

● 뉴헤이븐 한인교회에서 무료 법률상담과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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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페인 부스를 찾은 피터구 시의원
City councilman Peter Koo

캠페인 부스를 찾은 그레이스멩 연방하원의원
Congresswoman Grace Meng 

켐페인 부스를 찾은 에드워드 브라운스틴
NY State Assembly man Edward Bronstein.

Activities  활동 내용들

Legal Consultation & Representation
for Immigrants 법률상담과 이민자를 위한 변호

- 총 173건의 법률상담과 서비스 제공

- 미국시민권 획득에대한 상담을 30회 진행

- 26명에게 미국시민권 획득 서비스 제공 

- 16명에게 영주권 재발급 서비스 제공

- 망명신청 사기 3건을 도움

- 종교이민 사기 1건을 도움

- 강제추방 재판 4회 변호

- DACA, 서류미비 이민자 보호 그리고 그 밖의
   일반적인 질의 관련 93건 상담 또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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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c Academy  시민 학교

Collaborate with Korean American Sanctuary church
Network, then educate naturalization, Medicaid, 
Medicare, SSI, SSA, Senior Housing monthly.

한인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시민권 획득,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SSI, SSA, 노인주택에 대한 교육 실시

Town Hall meeting with NYS legislators 
( Senator John Liu, Assembly man Ron Kim) 
to understand new regulation what passed in State 
and ask how those new regulations affect residents

뉴욕 주정부에서 새로 통과한 법안과 그 법안들이 미치는 
영향에대해 뉴욕주 입법가들(주상원의원 John Liu와 
주하원의원 Ron Kim)과 타운홀 미팅을 2019년 6월 6일 개최

이민, 건강보험, 한반도 평화 진행 관련 연방하원의원
앤디 김 의원과 함께 타운홀 미팅 개최 
2019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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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PARTNERSHIP WITH 
SANCTUARY CHURCH 법률상담과 이민자를 위한 변호

● Symposium & Network for Korean American Sanctuary Churches
● Incubation & Education of 13 Center Sanctuary Churches & Free Legal Services
● Publication of Korean American Sanctuary Church Manuals
●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nd News via KASCN Facebook Page
● Publication & Dissemination of News Letters to Member Churches 
● Legal Seminars on or for Executive Orders, Undocumented & DACA Recipient
● Visits & Briefings to Nonprofit Organizations & Elected Officials 
● Visits to Non-Korean Sister Sanctuary Churches for Training and Cooperation
● Online Petition Drive for the Passage of the DREAM Act 
● Participation in Rallies (Washington, D.C., Nassau County, Manhattan & Flushing)
● Legal Advice to DREAMer Task Force for DACA/DREAMers
● Participation & Presentations on Immigration issues affecting immigrant communities at the
● National Network of Korean American Sanctuary Churches in Washington, D.C.

법률 태스크포스의 회원들

● 이민자보호교회를 위한 심포지움과 네트워크 

● 13개 주요 이민자보호교회의 태동과 교육 제공
 및 무료 법률 서비스

● 이민자보호교회를 위한 지침서 발간

●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의 페이스북을 통한 
 정보와 소식 공유

● 이민자보호교회 회원 교회들에 소식지 발간과 발송

● 서류미비자나 DACA 수혜자를 위한 행정명령에대한
 법률 세미나

● 비영리단체나 선출직 공무원들을 방문하여
 설명회 개최

● 비한인 이민자보호교회를 위한 교육과 협력 제공

● 드림엑트 통과를 위한 온라인 청원 운동

● 워싱턴 디씨, 나소 카운티, 맨하탄, 플러싱에서
 시위 참가

● DACA/DREAMers를 위한 DREAMer 
 태스크포스에 법률 자문 

● 워싱턴 디씨에서 열린 전국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이민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이민 현안에대해 발표

현재 108개의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와 (KAS-

C)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통하여 법률 

태스크포스 팀은 법률적 도움 뿐만 

아니라 KASC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Through its strategic partnership with the 
Korean American Sanctuary Church 
Network (KASC), which currently consists of 
108 Korean American churches, the Legal 
Task Force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providing legal assistance and supporting the 
ongoing activities of KASC, which inclu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