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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The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KACE) is a non-partisan and not-forprofit organization that was established in New York City (1996) and New Jersey
(2000) respectively.
KACE believes that diversity makes our society a better place to live and
we should contribute to America's diversity.
KACE has the following vision fo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 Becoming respected American citizens
- Empowering our community
- Training the next generation to become proud community leaders

시민참여센터
1996년에 설립된 시민참여센터 (KACE)는 한인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워지고 뉴
욕과 뉴저지를 기반으로 하는 비정파, 비영리단체 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한인 커뮤니티가 미국 사회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롤모델이 되기 위해 시민
참여로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을 함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센터는 다음과 같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당당한 미국 시민되기
2. 살기 좋은 커뮤니티 만들기
3. 후세들이 자랑스러운 지도자로 성장하게 하기

KACE's Mission and Goals
KACE’s mission is to empowe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by promoting civic
participation.
KACE’s goal is to empowe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o become one of the
most responsible and respected members of American society. For that goal,
KACE conducts joint and cooperative civic actions among Korean Americans to:
– Advocate voting rights for Korean Americans in the Greater New York area.
– Educate and cultivate future community leaders.
– Strengthen Korean American community’s solidarity with Korea.
– Serve as the central coordination and resource body to address community
concerns and interests.

KACE History

1996

1998-2000

2007

KACE was founded
originally as Korean
American Voters
Council

Organized the
Korean American
2000 Census Task
Force

Campaigned for
passage of the
Comfort Women
resolution H.Res.121

한인유권자센터 설립

2000 한인 인구조사 태
스크포스 조직

연방하원 위안부 결의
안 통과를 위한 캠페인

2012

2011

2009-2010

Changed the
organization name
to KACE

Participated in the
redistricting process
in New Jersey and
New York

Established and
led the Korean
American Census
Task Force

뉴저지 37지역구 및 뉴
욕주 40 지역구 선거구
조정 참여

2010 한인 인구조사
태스크포스의 조직 및
운영

시민참여센터로 개칭

2014
Launched the
inaugural 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KAGC)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
(KAGC) 개시

2017
Established the
KACE Legal Task
Force to Protect
Immigrants
이민자 보호를 위한 시민
참여센터 법률대책위원
회 설립

2018
Published the
manual on Hate
Speech/Crime &
Racial
Discrimination
혐오발언.범죄, 인종차
별에 대한 대응지침서
발간

2021

2019-2020

2019

Conducted the
COVID-19
Pandemic
Community Support
Programs

Organized the 2020
Census Task Force
with Korean
American
community groups

Collaborated with
CUNY Law School
and NYC
Councilmen for
legal services

코비드19 팬데믹 커뮤니
티 지원 프로그램 진행

한인 단체들과 함께
2020 한인 인구조사 태
스크포스 조직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
해 CUNY 법대 및 시의
원들과 협업진행

KAC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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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ming Respected American Citizens
8080 CAMPAIGN
This year-round campaign is dedicated to increasing voter
registration rates and voter turnout rates of Korean Americans
to 80%.
CANDIDATE FORUMS
KACE hosts non-partisan candidate forums to help community
members to make an educated decision in the election.
GET OUT THE VOTE
KACE's Get Out the Vote Campaign aims to mobilize the Korean
American voters to increase voter turnouts.
VOTER DATA ANALYSIS
Since 2009, KACE has conducted a yearly analysis of New York
and New Jersey voter data. KACE is the only organization that
offers annual publication of vote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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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미국 시민 되기

8080 캠페인
8080캠페인은 한인 사회에서 유권자 등록율과 투표율 80%를 달성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 사회에서 유권자 등록운동을 벌
여왔습니다.
후보자포럼
지역사회에 선거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한인사
회의 주요 이슈들을 전달하기 위해 후보자들과 교육적 포럼을 진행합니
다.
투표참여 캠페인
투표참여 캠페인은 한인 사회 내에서 투표권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
한 캠페인입니다.
유권자정보 분석
시민참여센터는 2009년 이래 지역 사회의 정치력을 가늠하기 위한 최신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뉴욕, 뉴저지 주에서 매년 유권자 정보 분석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2021 Highlight

8080 Campaign

To reach 80% registration rate and 80% turnout rate,
8080 Campaign is one of the top priorities for
KACE’s mission. Ever since its establishment, KACE
has been supported over 52,000 voters to register to
bring their voice to the society. To ensure Korean
American voters are guaranteed their voting rights,
KACE hosts voter registration drives at various
community events throughout the year.

유권자 등록율 80%와 투표율 80%를 목표로 하는 8080 캠페인을 통한 유권자등
록은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시민참여센터가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약52,000명의 새로운 지역 유권자
등록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모든 한인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중 유권자 등록 캠
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 Highlight

2021 Election Guide

KACE publishes the Election Guide for
each election to provide the community
with the carefully collected and
organized information for the
community to help the voters make
educated decision.

시민참여센터는 각 선거 기간마다 제작, 배포되는 선거가이드를 통해 유권자들이
선거절차와 후보자 및 공약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한 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1 Highlight

Voter Data Analysis

In coping with the demographic change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KACE has been collecting, analyzing,
and sharing the voter information to
promote civic participation.
KACE is the only organization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which
collects and analyzes the voter data and
publishes annually.

그리고 한인사회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권자 현황에 대한 이해를 통
해 지역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를 목적으로 통계전문가와 함께 유권자 정보를 분
석하고 그 자료를 지역 사회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유권자 현황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여 공공 목적으로 제
공하는 유일한 지역 기관입니다.

KAC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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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owering Our Community
KACE LEAL TASK FORCE
The KACE Legal Task Force was established in February 2017
and have been working tirelessly on behalf of the Korean
immigrant community by providing workshops, seminars, media
presentations, publications and mobilizing Korean American
churches.
CIVIC ACADEMY
In collaboration with community organizations such as KASC,
KACE offers community education programs on the social
benefit programs.
STRATEGIC PARTNERSHIP|SANCTUARY CHURCH NETWORK
Through its strategic partnership with the Korean American
Sanctuary Church Network (KASN), which currently consists of
108 Korean American churches, KACE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providing legal assistance and supporting ongoing activities
of KASN.
TOWN HALL MEETING
KACE hosts a series of Town Hall Meetings, where elected
politicians meet their constitutes, discuss and come up with
solutions to loc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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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커뮤니티 만들기
이민자 보호를 위한 시민참여센터 법률대책위원회
2017년 2월에 발족한 시민참여센터 법률대책위원회는 워크샵, 세미나,
신문과 방송 출연, 정보 책자 발간 등과 함께 한인교회의 사회 활동을 조
직하는 등 한인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시민학교
지역사회 기관들과 함께 이민 생활에 필수적인 이민신분변경, 사회보장
혜택 프로그램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민자보호교회
효과적인 정보 전달과 프로그램 협력을 위해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
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
타운홀 미팅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선출직 정치인들과 지역 사회 현안을 논의하고 해
결책을 마련하는 타운홀 미팅은 각급 의회에서 추진되는 법안들에 대한
정보를 지역구 의원으로부터 직접 설명듣고, 실질적인 현안에 대해 의견
을 교환하며 이를 법안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2021 Highlight

Publication of Manual on
Discrimination & Hate Crime

The Manual on Responding to Hate Speech, Hate
Crime, Racial Discrimination is published to provide
practical guide for the people confront such incidents
in a daily life. The manual includes abundant advices
how to respond, react, and follow up with relevant
agencies or organizations when people have
experienced or witnessed such incidents.

아시안에 대한 혐오 및 증오 범죄가 한인 커뮤니티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
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혐오범죄와 인종 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
처법을 제공하고자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와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 법률대
책위원회가 <증오발언, 증오범죄, 인종차별 대응 매뉴얼>의 개정판을 작성하여
배포하였습니다.

2021 Highlight

Covid-19 Pandemic
Community Support

As continued effort to support the community to
overcome the Covid-19 pandemic, KACE distributed
a wide variety of information on pandemic related
public aid and support.
KACE ERAP (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
team aides those who have rent in arrears to apply for
the program. Upon approval the applicants receive the
rental assistance by direct payments to the landlords.

지역 사회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초기
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온 시민참여센터는 각종 재난구제 프로그램에 대한 정
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한편, 정책과 규정에 대한 개인 상담과 안내를
제공해 왔습니다.
뉴욕주 긴급 렌트 보조 프로그램 (ERAP) 지원팀은 경제난으로 인한 미지급분 렌
트를 정부보조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지원자
는 최근 경제상황으로 인해 밀린 렌트를 무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2021 Highlight

Community Survey
on Impacts of Covid-19

Due to the lack of detailed information regarding the actual
damages that the community had, it had been quite difficult to
cope with the financial difficulties of the people by public aide
programs.
In collaboration with the Office of the New York City
Councilman Peter Koo, KACE has conducted survey and analyzed
the data with SUNY Prof. Yunju Nam to share the data with the
community as well as the public sector to aide the people in
distress.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한인사회의 구체적인 피해를 파악하여 피해를 구제하
기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 프로그램의 지역 보급이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고, 보다
적극적인 공공 지원을 요청하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피터 구 뉴욕시의원 사무실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뉴욕주립대 남윤주
교수와 협업하여 분석하여 이를 지역 사회와 공유하는 한편 뉴욕시 의회 등 공공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였습니다.

2021 Highlight

Townhall
Meeting

KACE hosted 2021 Town Hall Meeting with
the elected officials to address issues we
confront in this challenging time and search for
the resolutions. Congressman Tom Suozzi,
NYS Senators Toby Ann Stavisky and John
Liu, NYS Assembly Members Ron Kim,
Edward Braunstein, and Nily Rozic have
participated in the meeting.

시민참여센터는 한인사회 여러 기관과 함께 2021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탐 스와지 연방상원의원, 토비 앤 스타비스키,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론 김,
에드워드 브라운스틴, 닐리 로직 뉴욕주 하원의원을 초청하여 한인 사회의 당면 과
제와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KAC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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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Next Generation to Become Proud
Community Leaders
2021 GRASSROOTS INTERNSHIP PROGRAM
The internship workshops includes Korean American identity,
Asian American immigration history, local/state/federal
government system, voter registration study, grassroots
activism study, and a wider variety of topics.
Interns will acquire hands-on experiences and knowledge to
understand the society and figure out their own contribution to
make for the community
YOUNG LEADERSHIP DEVELOPMENT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generations in the community,
KACE is relentlessly working to cultivate leadership groups in
the region.
The leadership development of young Korean Americans is a
key component of the effort to build the sustainabl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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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가 자랑스러운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돕기
2021 풀뿌리 인턴십 프로그램
인턴십 프로그램에서는 한인 정체성, 한인 이민 역사, 미국 거주 동양인의
이민 역사, 연방정부 체계, 지방정부 체계, 유권자 등록 이해, 풀뿌리운동
의 이론과 실제 등 다양한 연구와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우리가 속한 사회
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스스로 커뮤니티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갈
수 있는 정보와 경험을 갖게 됩니다.
차세대 리더십 개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십의 개발은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
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책임있는 역할을 맡아 봉사할 수
있도록 차세대 리더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
고 있습니다.

2021 Highlight

2021 Grassroots
Internship Program

Since its launch in 2006, over 240 high school
students in New York and New Jersey have
joined KACE’s annual high school internship
program. The 2021 KACE Virtual Grassroots
Internship Program is a unique opportunity to
experience first-hand community organization
through grassroots civic participation.

시민참여센터 풀뿌리 인턴십 프로그램은 2006년부터 뉴욕, 뉴저지 지역의 차세
대 리더십으로 자라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립니다.
22주간의 인턴십을 통해 미국 사회를 구성하는 시스템을 알아보고 지역 정치인과
의 만남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 참여를 배우며,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경험을 쌓게 됩니다.

PARTNERS

SPONSORS

Dr. David E. Bernstein
Nort h w e l l Health

Northern Pharmacy

Dr. Byung C. Kang

Kang h a n F amily Health Center

Bockus International Society
of Gastroenterology

Adam M. Haber
& Renee S. Haber

Empire Liver Foundation

Hansol Food Corp.

WORKING FOR THE FUTURE
OF OUR COMMUNITY

Dedicated Since 1996

163-10 Northern Blvd. Ste 307
Flushing, NI 11358
(718) 961.4117
info@kace.org

Visit us at KAC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