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CE.org┃www.facebook.com/kaceforcommunity

   KACE
 Activities
2019

  Working for the future
of our community

Sponsors



KACE.org┃www.facebook.com/kaceforcommunity

KACE GALA 2019

KACE's 8080 Campaign is a year-round campaign 
dedicated to increasing voter registration rates and 
voter turnout rates of Korean Americans to 80%. 
Throughout the year, KACE hosts voter registration 
drives at community events, shopping malls, senior 
centers, and college campuses to provide opportuni-
ties for community members to register to 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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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didate forums to 
engage and inform community members on the 
individuals who are running for public office. Addi-
tionally, the forums are used to address and bring to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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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CE's Get Out The Vote Campaign aims to raise 
awareness on the voting rights of the Korean Amer-
ican community.

“투표참여” 캠페인은 한인사회내에서 투표권에대한 인식을 

고취하기위한 캠페인입니다. 

GET OUT THE VOTE CAMPAIGN “투표참여” 캠페인

Becoming Respected
American Citizens1 당당한 미국 시민 되기당당한 미국 시민 되기

2



Working for the future of our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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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CE's 8080 Campaign is a year-round campaign 
dedicated to increasing voter registration rates and 
voter turnout rates of Korean Americans to 80%. 

Throughout the year, KACE hosts voter registration 
drives at community events, shopping malls, senior 
centers, and college campuses to provide opportuni-
ties for community members to register to vote.

Voter Registration 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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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E Activities 2019

KACE's 8080 Campaign is a year-round campaign
dedicated to increasing voter registration rates and
voter turnout rates of Korean Americans to 80%.

Throughout the year, KACE hosts voter registration
drives at community events, shopping malls, senior
centers, and college campuses to provide opportuni-
ties for community members to register to 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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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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0. Total voter registra�on by age group, NJ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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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for the future of our community

Next Generation Training

2019 GRASSROOTS INTERNSHIP  2019 풀뿌리 인턴쉽

Workshops   인턴쉽 워크샵

- Korean American Identity workshop
- Korean American and Asian American Immigrant
  History workshop
- Asian American History study and workshop
- Local, State, and Federal government system
   worksho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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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York Grassroots Interns in Front of Capitol Hill
“연방의회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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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eting with Congresswoman Carolyn Maloney (D-NY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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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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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E Activities 2019

2019 KACE Grassroots Interns Visit New York City Hall to observe
a city council stated meeting and meet with Councilmember
Peter Koo (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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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KACE Grassroots Interns meet with New York Assembly-
member Nily Rozic (D-25) at her district office in Flushing
뉴욕 주의원 Nily Rozic (25 지역구)과 만남, 2019년 7월 10일

Meeting with Local Politician 

지역정치인과의 만남

2019 Grassroots Interns Visit Proskauer Rose LLP and meet with
Associate Peter Fish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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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KACE Grassroots Interns meet with New York State
Senator Toby Ann Stavisky (D-16) at KACE's New York office

뉴욕주 상원의원 Toby Ann Stavisky와 만남, 2019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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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for the future of our community

2019 KACE Grassroots Interns meet with New York State
Senator. John C. Liu (D-11) at his district office in Bay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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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KACE Grassroots Interns meet with New York Assembly-
member Edward Braunstein (D-26) at KACE's New York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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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KACE Grassroots Interns meet with New Jersey Assem-
blymember Gordon M. Johnson (D-37) at his district office in
Tean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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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KACE Grassroots Interns meet with New York Assem-
blymember Ron Kim (D-40) at his district office in Flu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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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KACE Grassroots Interns meet with New Jersey State
Senator and Senate Majority Leader Loretta Weinberg at her
district office in Tean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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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 with Congressman Thomas Suozzi (D-NY 3)

뉴욕주 연방하원 탐 수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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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E Activitie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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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ACE Legal Task Force was estab-
lished on February 2017 and have since 
been working tirelessly on behalf of the 
Korean immigrant community by providing 
workshops, seminars, TV and radio presen-
tations, Know Your Rights publications and 
mobilizing Korean American churches.
The following are some highlights of the 
Task Force's recent programs and activities:

Visited churches to educate congregations on best
methods to prepare for an ICE raid an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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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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for the future of our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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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nge to --> Establishment of Immigrant Hotline 646-450-8603
 This hotline is currently one of the only available resources for Korean immigrants to learn more
     about their rights. Since its inception in March 2017, the hotline has fielded more than 100 calls.
● Publication of Know Your Rights Manual on Detention & Deportation
● Radio Legal Briefings on AM 1660 & FM 87.7
● Open Forum on “DACA and the Direction of Immigration Policy”
● Held a 'How to Defend Immigrants Against ICE's Detention & Deportation Proceeding'
 Workshop at Korean Community Services of Metropolitan New York (KCS)
● Publication of Hate Speech, Hate Crime & Racial Discrimination Manual
● Community Forum on Hate Speech, Hate Crime & Racial Discrimination
● Hosted Seminars to Educate Pastors on Domestic Violence with KAFSC & CKCGNY
● Provided Free Legal Consultation Services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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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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E Activities 2019

켐페인 부스를 찾은 피터구 시의원
New York City Councilmember Peter Koo (D-20)

캠페인 부스를 찾은 그레이스멩 연방하원의원
Congresswoman Grace Meng (D-NY 6)

켐페인 부스를 찾은 에드워드 브라운스틴
New York State Assemblymember Edward Braunstein (D-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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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vided 173 total consultations and services 

- Conducted 30 consultations regarding naturalization 

- Provided naturalization services to 26 individuals 

- Provided green card renewal services to 
 16 individuals 

- Assisted in 3 asylum fraud cases 

- Assisted in 1 religious immigration fraud case

- Provided representation to 4 deportation trials 

- Provided consultations or services to 93 cases 
 regarding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non-documented immigration status 
 protection, and general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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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for the future of our community

Civic Academy  시민 학교

Collaborated with the Korean American Sanctuary
Church Network (KASCN) to educate community
members on naturalization, Medicaid, Medicare, SSI,
SSA, and Senior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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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wn Hall Meeting with NY State Senator John Liu (D-11) 
and NY Assemblymember Ron Kim (D-40) to ask questions 
regarding new regulations passed by the State and how 
those regulations affect community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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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wn Hall Meeting with Congressman Andy Kim (D-NJ 3) 
to discuss Healthcare, Immigration, 
and the Korean Peac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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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sted symposiums on immigration issues for Korean American Sanctuary Churches
● Conducted training sessions for Non-Korean and Korean Sanctuary Churches
●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nd News via KASC Facebook Page
● Publication & Dissemination of Newsletters to Member Churches
● Hosted legal seminars on Executive Orders, undocumented immigrant policies &
      DACA for community members
● Online Petition Drive for the Passage of the DREAM Act
● Publication of Korean American Sanctuary Church Manuals
● Participation in Rallies (Washington, D.C., Nassau County, Manhattan & Flushing)
● Legal Advice to DREAMer Task Force for DACA/DREA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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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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