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활동보고서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KACE)
KACE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KACE) is a
non-partisan, not-for-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New York in 1996, and in New
Jersey in 2000, dedicated to empowering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hrough civic
education and community engagement at the
local, state, and federal level.
KACE believes that diversity is integral in
improving our society and that we should
contribute to America’s diversity.
The following is KACE’s vision fo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1. Become Respected American Citizens
2. Empower Our Communities
3. Train the Next Generation of Proud Community
Leaders

시민참여센터는 한인 사회가 지역내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정
파, 비영리 단체입니다.
1996년에 설립된 이래 적극적인 시민참여 활동을
통하여 대뉴욕 지역과 미국 전역에서 한인사회가 영
향력을 강화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한인의 투표권 옹호, 한인 유
권자 교육, 차세대 한인 사회 지도자 육성, 그리고 한
인 사회의 이슈 들을 지역과, 주, 연방의 차원에서 제
기하는 것 등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다음의 세 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프
로그램을 통하여 한인사회의 시민참여를 증진시키
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미국 시민되기
우리 커뮤니티를 강화하기
다음 세대를 자랑스런 커뮤니티 리더로 육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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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his goal, KACE conducts joint and
cooperative civic actions among Korean
Americans:
Advocate for voting rights of Korean
Americans in the Greater New York area.
Educate and cultivate future community
leaders.
Strengthe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s solidarity with Korea.
Serve as the central coordination and
resource body to address community
concerns and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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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ME RESPECTED AMERICAN CITIZENS

당당한 미국 시민 되기

8080 Campaign

Among our top priorities is to reach an 80%
registration rate and 80% turnout rate of voters
within our communities.
Ever since its establishment, KACE helped register
over 55,000 voters to bring their voices and their
votes to the polls.
To ensure the voting rights of Korean American
voters, KACE hosts voter registration drives and
“get out the vote” campaigns at various community
events throughout the year, and distributes
publications containing important data and
information to help make informed choices at the
polls.

2022 Election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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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ter Data Analysis

In keeping up with the ever-changing demographics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KACE has been
collecting, analyzing, and sharing voter information
to promote civic participation. KACE is the only
organization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hat collects, analyzes, and annually publishes this
data.

8080 캠페인
유권자 등록율 80%와 투표율 80%를 목표로 하는
8080 캠페인을 통한 유권자등록은 지역 사회의 목소리
를 전달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시민참여센터가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약 55,000
명의 새로운 지역 유권자 등록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모든 한인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중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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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 데이터 분석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한인사회 구성을 파악하여 효과적
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구조사 결과와 유권자 데이터
를 수집, 분석 하여 지역 사회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센터는 이러한 정보를 해마다 발표해 온 한인 사
회의 유일한 기관입니다.

EMPOWERING OUR COMMUNITY

살기 좋은 커뮤니티 만들기

KACE Legal Task Force to Protect Immigrants

The KACE Legal Task Force was first established in
February of 2017. They have worked tirelessly on
behalf of the Korean immigrant community by
providing
workshops,
seminars,
media
presentations, publications, mobilizing Korean
American churches, offering legal services to the
community, and further collaborating with CUNY
Law School.

KACE Town Hall Meetings

KACE hosts annual Town Hall Meetings with elected
officials in New York and New Jersey to address many
issues in these challenging times and search together
for resolutions. New Jersey State Senator Gordon
Johnson and Assemblywoman Ellen Park participated
in this year’s New Jersey Town Hall Meeting. New York
City Councilwoman Vickie Paladino, Councilwoman
Sandra Ung, and Councilwoman Linda Lee
participated in this year’s New York Town Hall
Meeting. We are grateful to all of the elected officials
that helped educate the community on many things
that were discussed while also taking the time to
listen to the concerns of our communities.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
지역 사회의 저명한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참여센
터 법률대책위원회는 2017년 설립된 이래 한인사회를
위해 워크샵, 세미나, 법률상담, 언론 출연, 각종 출판물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해 왔습니다. 특히 이민자보
호교회의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뉴욕시립
대 법과대학과 협력하여 진행되는 무료 법률 상담 프로그
램은 현재까지 약 1,300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타운홀 미팅
시민참여센터는 한인사회 여러 기관과 함께 지역 의원,
주 상하원 의원, 연방 상하원 의원등을 초청하여 한인 사
회의 당면 과제와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지는
타운홀 미팅을 뉴욕과 뉴저지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와 함께 하는 이 미팅을 통해 다양한 이슈에 대
해 의회나 정부와 소통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MPOWERING OUR COMMUNITY

살기 좋은 커뮤니티 만들기

KACE LDEF

Here at KACE, we are looking to grow and develop
an exciting new project: the KACE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
We are currently in the beginning stages of planning
and gathering resources before moving onto the
next phase: start a small legal clinic fo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hen comes steady and controlled growth and
expansion into what a fully functioning LDEF can
do: provide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legal
advocacy for social change; petition the Courts for
judicial review where the law is unfair and unjust to
our communities; and educate our communities as
to the policies that impact our individual rights as
well as our livelihoods.
In order to get there, we need the support of
members from within our community to help fully
fund full-time support staff, acquire and retain
talent, as well as pay for administrative and legal
expenses.
With continued and dedicated support, we will be
able to protect and guide us all toward an equitable
and just future for everyone.

시민참여센터 법률보호 및 교육 기금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히스패닉계 미국인 등
상대적인 소수계 민족 커뮤니티들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이슈에 대응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하여 교육하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위기
상황에 대처해 왔습니다.
한인 사회가 아직 자체적으로 갖추지 못한 법률 지원
역량을 개발 및 조직화 하고, 이를 한인 사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풀뿌리 로비 역량과 함께 적극적으
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 시민참여센터
법률 보호 및 교육 기금을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KACE LDEF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인 사회 기관 및 개인을 대상으로 주요 법률과 권
리에 대한 교육을 통한 피해 예방
한인 사회에 영향을 미칠 주요 사안을 대상으로 한
이슈 개발, 법률 대리, 법적 논리 개발, 소송 등을
통한 사회적 변화 추구
한인사회의 취약 계층에 대한 법률 구조, 한인 사회
를 위한 공익법과 인권법을 전담할 유능한 차세대
법조인 육성
일반 로펌, 타민족 법률지원기금과 연대 및 교류 등
을 통한 커뮤니티 법률지원 역량 극대화
이 프로젝트가 커뮤니티 전반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성
공적으로 자리잡아 한인 사회의 안정과 성장을 뒷받침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EMPOWERING OUR COMMUNITY

살기 좋은 커뮤니티 만들기

Community Survey & Research Projects

The KACE community research team is composed
of eminent scholars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Prof. Yunju Nam of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of. Ki Seonmi Kim of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Dr. Cheongse Jeong of Binghamton
University, and Dr. Eunjung Lee of AARIN.
In a situation where it is difficult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rapid
increase of Asian hate crimes during this period, the
KACE Community Research Team has been
collecting, analyzing, and disclosing data that can
help us understand the reality.
As the only local institution that analyzes and
discloses voter data to the community every year,
KACE conducts research after being certified by the
institutions.
In recognition of these efforts, we received a
research grant from the Sociological Initiatives
Foundation, a research support organization
specializing in social sciences.
Community support is desperately needed so that
these studies can be expanded to identify the
immediate challenges of the Korean community
and provide necessary responses.

지역사회 조사 및 연구 프로젝트
시민참여센터는 뉴욕주립대 남윤주 교수, 뉴욕시립대 김
기선미 교수, 빙햄튼 대학교 정청세 박사, AARIN 이은
정 박사를 비롯한 미국 내 저명 학자들로 구성된 커뮤니
티 리서치 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과 이 기간 급증한 아시안 혐오범죄와
관련하여 한인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효율적
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참여센터 커뮤니티 리서
치 팀은 심층적인 인터뷰와 광범위한 설문조사 등 전문적
인 방법을 통해 실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하고 분석하여 공개해 왔습니다.
매년 유권자 정보를 분석하여 커뮤니티에 공개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 기관이기도 한 시민참여센터는 리서치 팀의
연구가 공식적인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러 대학과
기관의 인증을 거쳐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사회과학 전문 연구지원 기관인
Sociological Initiatives Foundation으로부터 일부 연구
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인 사회의 현황과 당면 과제를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기 위한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한인 커뮤니티의 후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TRAIN THE NEXT GENERATION OF PROUD COMMUNITY LEADERS
2022 Grassroots Internship Program
Since its launch in 2004, over 550 high school
students throughout New Jersey and New York
have joined our annual high school internship
program. Our program is open to high school
students of all backgrounds that are interested in
contributing
to
our
community’s
civic
empowerment in New York, New Jersey, and now in
Illinois and Texas. The 2022 KACE Grassroots
Internship Program has undergone several changes
throughout the years, incorporating new elements
and new modern day resources as the program
grows each year.
Our program is specifically devoted to developing
all the inherent skills of our interns as they go out
and experience firsthand what it takes to help and
support the community. Interns are trained to be
leaders, learn to engage with other local community
leaders, identify community issues and brainstorm
resolutions, receive advice on their career
aspirations and professionalism, all while
developing their own cultural and social identity as
community leaders.
Young Leadership Development
KACE works relentlessly to cultivate leadership
among younger generations regardless of whether
those young persons are part of our internship
program. We at KACE understand that developing
the leadership skills of young people is key to
building a sustainable future.

후세가 자랑스러운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돕기
2022 풀뿌리 인턴십 프로그램
풀뿌리 인턴십 프로그램은 다음 세대가 풀뿌리 운동, 시
민참여, 그리고 미국 사회와 정치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
도록 마련되어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신청자 가운데 선발과정을 거쳐 참여하게 되며 현재까지
약 550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 훈련을 받
았습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미국 전역의 전문가들로 부터 미국
사회 이해를 위한 소중한 강의를 들을 뿐만 아니라 개별
적인 리더십 훈련, 지역사회 리더와 정치인과의 만남, 지
역사회 이슈의 발견, 그리고 다양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커리어에 관한 조언을 받음으로써 적극
적인 사회 참여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체계적으로 준비된 커리큘럼을 통한 교
육과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과의 만남이나 유권자 등록 캠
페인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속된 사회를 이해하고
스스로의 문화적,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게 됩니
다.

차세대 지도자 육성
시민참여센터는 한인사회의 차세대 지도자 육성을 위해
끊임없이 투자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는
한인 사회가 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
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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