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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합동 갈라의 주제:
 
 
 
 
 
 
 
  

민권센터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 NAKASEC) 네트워크에 다시 합류한

이후 첫 합동 갈라를 개최하여 매우 기쁩니다. 이번 갈라에서 우리는 우리의 운동,

공동의 역사 및 미래를 함께 축원합니다.

 

미교협과 민권센터 창립자들은 주로 한국 민주화 운동의 젊은 활동가였습니다. 그들의

초기 조직 활동은 한국의 민주주의, 통일, 평화 운동과 함께 미국에서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는 노력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LA 봉기가 일어나고 반이민 정책이 대두된 후,

우리 창립자들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물질적,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커뮤니티

조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민권센터를 비롯한 지역 풀뿌리 커뮤니티 기반 자매

단체들은 미주 한인과 이민자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1984년 미교협을 설립했습니다.

 

풀뿌리 진보 운동을 구축하려는 우리의 이상은 이민자들의 이야기와 현실, 그리고

창립자들의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미국의 한인, 아시아 아메리칸,

이민자 커뮤니티 내에서 봉사하고 교육하고 조직화합니다.

 

이번 갈라는 우리의 역사와 "뿌리를 알자"라는 창립자들의 가르침, 그리고 모두를 위해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상을 대중 운동으로 건설하려는 우리의 다짐을 상기시킵니다.

 

“커뮤니티�운동�뿌리를�내린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권센터와 미교협을 대표하여 올해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모든 노력을 보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금년 갈라에서 합수윤한봉기념재단, 론김 뉴욕주 하원의원, 폭스로스차일드 법률 회사, ‘인간적이

민자연합’ LA 지부 (Coalition for Human Immigrant Rights of Los Angeles(CHIRLA) 및

미교협 5개 가입 단체들의 청소년 리더 등 사회, 인종, 경제 정의를 위해 탁월한 공헌을 한 여러

단체와 지도자들을 기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한 이 훌륭한 모든

지도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지역 사회와 국가에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는 팬데믹 정국에서 살아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반아시안 폭력은 계속 커뮤니티 구성원을 위협하고 해를 끼칩니다. 서류

미비자 및 모든 국제 입양인의 시민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태롭습니다. 압도적인 위기가 느껴집니다.

올해 갈라의 주제인 ‘커뮤니티 운동 뿌리를 내린다’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와 우리가 항상

역량과 힘을 끌어온 원천을 상기시키고자 선택되었습니다. 우리의 다세대 커뮤니티는 굴하지 않는

회복력 그리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민권센터는 뉴욕의

반아시아인 혐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혐오 없는 플러싱 만들기 캠페인(Flushing Hate Free

Zone)을 시작했으며,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서민용 적정형 주택을 요구하고자 세입자를 조직하고,

매주 350가구 이상에 영양을 공급하는 새로운 식량 공급처를 설립했으며, 뉴저지 지역의 성장하

는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새 사무실을 개설했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에 뿌리

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교협은 5개 가입단체들과 함께 다카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한편 1,100만

서류미비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 권리를 옹호하고, 의회에서 입양인 시민권법을 추진하고, 가족

기반 이민 제도를 보호하며, 전례 없는 수준의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활동했습니다.

우리는 커뮤니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향한 믿음을 간직하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세계를 함께 건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 박

민권센터 사무총장
벡키 벨코어

미교협

김정우

미교협

수상�단체와�개인

커뮤니티�행동상

합수윤한봉기념사업회

청소년�행동상

풀뿌리�운동상

버지니아 함께센터

아라얀 러왈

시카고 하나센터

안젤린 히미네즈,

뉴욕 민권센터 

조나단 완

펜실베니아 우리센터

곽나연

휴스턴 우리 훈또스

에리카 전효정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

CHIRLA 폭스 로스차일드

법률회사



초청위원회

Dan Choi

Gayoung Chung

Ju Hong

Emily Kessel

Hee Sook Kim

Jonghun Kapsong Kim

Rev. Eunsang Lee

Amanda Lowrey

Liz Hanna Rubio

Irene Shin

Aram Han Sifuentes

Mee Eun Chang

Byung Ho Kang

Jennifer Heejin Kim, Esq.

Lina Lee, Esq.

Sungok Lee

Sussan Lee

Yu Soung Mun

Yangsun Park

Yong Chun Rim

Marianne Yang, Esq.

Natalia Aristizabal

Murad Awawdeh

Paul & Nara Carman

Maria Castaneda

Mee Eun Chang

Rev. Wontae Cho

Steven Choi

Isaias Guerrero

Ju Hong

Byung Ho Kang

Wan-Mo Kang & Nanwon Kim

Hee Sook Kim

Jennifer Heejin Kim

John Kim

Young Sun Choen Klessig

Aarti Kohli

Patrice Lawrence

Lina Lee

Sungok Lee

Sussan Lee

Amanda Lowrey

Cori McMillian

Yu Soung Mun

Dona Kim Murphey

Shuya Ohno

Andrew Dongkyu Park

Jennifer & Roger Park

Yangsun Park

Cesar Moreno Perez

Yong Chun Rim

Angelica Salas

Irene Shin

Marianne Yang

Alvina Yeh

미교협�이사회 민권�이사회

Becky Belcore

Jimmy Byrne

Esther Jeon

Jenny Kim

John Kim

Jung Woo Kim

Paul Kim

Rachel Koelzer

Michelle Liang

Amber Nguyen

Nancy Wu

Co-Director

Development Manager

Network and Organizing Director

Immigrant Justice Organizer

Digital Organizer

Co-Director

IT Manager

Communications Manager

Policy Manager

Immigrant justice Policy Fellow

Director of Finance and Operations

Ju Bum Cha

Ashley Chang, Esq.

Ajin Cho

Sandra Choi

Grace Cui

Eunmi Ji

Hanna Jo

Kevin Kang

Hailie Kim

Jonghun Kapsong Kim

Seongwon Ashley Kim

Yoon Ji Kim

Dahee Lee

Huanjie Li

Michael Oh, Esq.

Vong Pak

Diana Park

Jessica Park

John Park

Yeonjeong Park

Matilde Recalde, Esq.

Rachel Son

David Song

Jayoung Suh

Shane Yu

Senior Consultant of Strategy & Special Projects

Housing Staff Attorney

Community Fellow

Civic Participation Director

Chinese Community Outreach Manager

Intake and Administrative Fellow

Health Policy & Programs Coordinator

Community Resources Director

Housing Organizer

Korean American Community Development Director

NJ Program Manager

Managing Director

Youth Organizer

Civic Participation Associate

Supervising Immigration Staff Attorney

Artist in Residence

Immigrant Justice Organizer

Immigrant Justice Organizer

Executive Director

Legal Services Coordinator

Senior Immigration Attorney

Legal Services Coordinator

Americorps VISTA Fellow

Social Services Coordinator

Special Projects Associate

미교협�실무진

민권�실무진

https://nakasec.org/team/becky
https://nakasec.org/team/becky
https://nakasec.org/team/jung-woo
https://nakasec.org/team/michelle
https://nakasec.org/team/nancy


가입단체

민 권 센 터  |  미 주 한 인 봉 사 교 육 단 체 협 의 회

함 께 센 터  |  하 나 센 터  |  우 리 센 터  |  우 리  훈 또 스



서류미비청소년 추방유예 정책(DACA)가 계속 공격받는
가운데 금년에 ‘모두를 위한 시민권’ 캠페인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습니다. 
 

미교협은 작년 말부터 이어진 캠페인으로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방식의 서류 미비자의
시민권 취득 경로를 입법안에 포함하려는 의회의
시도를 행정부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일축하길

요구하고, 이민자 커뮤니티의 정의를 추구하는 기개와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미교협은 이민자 권리 운동의 선두주자로
부상했습니다.

 
지난 7월에 미교협과 가입단체들은 다카 법률 소송
청문회를 진행하던 뉴올리안즈 연방 법원 앞에서

농성과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는
다카 보호를 요구하고자 제5 순회 법원 앞으로 달려가
면서 동시에 모든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시민권 취득을
보장하는 법안의 통과를 연방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다카를 둘러싼 법률 소송 공방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드리머들 지원과 도움처 정보를

제공하면서 미국에 7년을 거주한 모든 이민자가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이민 등록 제도를

실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입양인을 위한 정의(Adoptees For Justice, A4J)는
미교협의 풀뿌리 프로젝트입니다. A4J는 정의롭고

인도적인 입양, 이민 및 잘못된 체계를 바로잡는 사법
제도를 달성하기 위해 다인종, 다국적 입양인

커뮤니티를 교육하고, 힘을 부여하며, 조직하려는
사명으로 활동하는 국제 입양인 주도 조직입니다.

 
올해 A4J는 서류 미비 해외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포괄적인 입양인 시민권법을 추진했습니다.
입양인 시민권법은 연방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가장

많은 수의 공동 발의자를 보유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에
첨부된 수정안으로 처음으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는 입양인 커뮤니티의 역사적인 성취입니다. 올해는
법안 추진 8년 만에 입양인 시민권법 통과에 가장

근접한 해입니다.
 

입양인을�위한�정의

‘모두를�위한�시민권’�캠페인

서류미비 흑인 네트워크(UndocuBlack Network)와
미교협은 올해 우리 우지마를 공동으로 조직했습니다.
한국어와 스와힐리어로 "우리의 공동 노력과 책임"을
의미하는 "우리 우지마"는 인종, 민족, 성별, 세대를

초월하여 아시안 아메리칸과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민자
커뮤니티 간의 진정한 화합을 구축하려는 특별한

협력입니다.
 

우리 우지마는 2017년에 처음으로 대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아시안과 흑인 커뮤니티를 위해
4월 29일인 LA 봉기 30주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행사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10월에는 관계 구축, 토론
및 전략 수립을 위해 전국에서 74명의 커뮤니티 주민을
소집하여 3일 동안 LA에서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가 내포된 폭력적인 체제 내에서 흑인과
아시아인은 대립해 왔으며 지금도 서로를 경원합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투쟁과 경험을 이해하고, 우리의 서로
다른 모습을 축원하며, 모두를 위한 해방이라는 공유된

비전을 향해 함께 일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우리�우지마(Woori�Ujima)
흑인�이민자�커뮤니티와�연대

아시안 아메리칸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유권자집단
입니다. 2022년 선거를 맞아 미교협은 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이 위치한 5개 주(일리노이, 뉴욕, 펜실베니아,

텍사스, 버지니아)에서 365,760명의 아시아안
아메리칸 유권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의 탁월한 활동가들은 243,812명의 유권자에게

전화하고, 52,271통의 우편 메일을 발송했으며,
212,074 건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고, 9,170 유권자
가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민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포함되는
중요성을 17,115명의 투표 가능 유권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인종, 사회, 경제 정의를 향한 아시아안 아메리칸
이민자를 조직하는 네트워크로서 시민 참여는
미교협이 커뮤니티를 위한 힘을 구축하기 위해

활용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로 향하며
시민 참여 문화를 개발하고 공고히 하는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참여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주요�활동



이민 개혁을 둘러싼 어려운 전국적 정치 환경에도 불구하고 민권센터는

연방, 주 및 지역 차원에서 인간적이고 진보적인 이민 정책을 옹호하는 커다란

외침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올해 ‘모든 이를 위한 뉴욕 법안(New York for

All Act)’의 통과와 뉴욕 에센셜 플랜에 따라 서류 미비 노인이 수혜하는 의료 보장 확대를 성공적으로

옹호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 현안 기반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다카를 보호하기 위해 소속 전국

단체인 미교협과 협력했습니다. 민권센터는 또한 영주권자와 다카 수혜자를 포함하여 900,000명

이상의 새로운 이민 유권자에게 뉴욕시 선거에 참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획기적인 법안인 ‘우리

뉴욕시, 우리 선거 Our City, Our Vote(시법안 1867)’이 통과되었지만 실행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법안은 올해 초 거부권이 없는 시의회의 과반수로 통과되었지만 결국 법률 소송에 계류

되었습니다. 민권센터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뉴욕이민자연맹과 협력하여 이 법의 중요성과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힘을 구축하는 효과를 커뮤니티가 인식하고 법을 옹호하는 동력을 구축하는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유권자 접촉 활동과의 동반 효과로, 유권자와 커뮤니티 주민들로부터 이 법을 지지하는

서약을 받는데 상당한 공력을 기울였습니다.

민권센터의 사회 및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은 올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

였습니다. 기존의 상설 봉사 및 법률 서비스 외에도 코비드-19 팬데믹

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이민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고자 몇 가지의 긴

급 신규 프로그램을 추가했습니다. 여기에는 주정부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ERAP), 실업 수당, 뉴욕주와 뉴욕시의 제외 노동자 지원 기

금, 서류 미비 이민자를 지원하는 아이다 폭풍 구제 기금의 신청 지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민권센터는 팬데믹 기간 동안 총 2,500 가정이 650

만 달러 상당의 혜택을 수혜할 수 있는 직접 현금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민권센터는 또한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경향에 맞서고 부스터 접종 및

변종 코비드-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강력한 건강 검진 및 대민 접촉 캠페인을 주도했습니다.

민권센터는 코비드-19 팬데믹의 사회, 경제적 영향, 다카와 이민

개혁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으로부터 희망을 회복하는 시기를

보내면서 올해에 서류미비자 및 이민자 커뮤니티 구성원과 함께

커뮤니티 운동을 구축하는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다카 수혜자들이 모여 서류미비자의 삶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기 자리를 통해 치유의 공간을 만들고,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며, 다른 서류미비 청소년과 연대의 다리를 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세대 한인 서류미비자가 주축인 한인이민자네트워크는 정기

모임과 활동 참여를 지속했으며, 한인 이민자들의 정보 소통

창구인 민권 카카오 그룹 채팅방엔 1,3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커뮤니티�조직
권익옹호와

법률�서비스

봉사와

이민자 �권리 �옹호 �

이야기 �나누기와 �경험 �공유 �그리고
한인이민자네트워크 ( K I N )를 �통한
커뮤니티 �조직

민권센터�주요�활동

398 801 737

267 263 3,100+

1,021

2 0 2 2년에 �민권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민들을 �지원했습니다 . . .

398명이 공공 혜택을 신청(푸드 스탬프, 에너지 지원)

저소득층 세금보고 대행으로 801명이 세금 보고 완료

이민 법률 서비스로 737명에게 법률 조력 제공 (다카, 영주권

갱신, 시민권 신청, 이민 신분 변경, 추방으로부터 보호 및 기

타 - 폭력 피해 여성 비자, 난민, 망명 등) 

주택 법률 서비스로 267명에게 법률 조력 제공 (강제 퇴거 방

지, 주택 상태에 관한 문제, 임대 계약 갱신, 노인(장애인) 임

대료 인상 면제, 임대 계약 문제)

건강보험 신청 프로그램으로 263명이 건강 보험 확보 (뉴욕시

케어, 메디케이드, 아동 헬스 플러스, 에센셜 플랜과 뉴욕주

건강 프로그램)

건강 검진과 홍보로 3100명 이상의 주민들을 접촉 (코비

드-19 백신/부스터 접종, 건강 검진 클리닉과 정보 제공)

코비드19 긴급 지원 프로그램으로 1,021 가정을 돕는 440만

달러의 재원 확보 (제외 노동자 기금,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

그램, 실업 수당, 아이다 폭풍 구호 기금)

TOTAL: 총 6580여 가정 이상을 도왔다

Total: 6,587+



민권센터는 공정하고 커뮤니티를 포용하는 선거구 재조정 과정을 관철시키고자 주민들을 접촉하는 중요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는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구를 결정하는 10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는 사안입니다. 22개의 강력한 뉴욕시 아시안 아메리칸 단체들로 구성된 아시안정치력신장연맹

(APA VOICE)을 주관하며 민권센터는 종합적인 커뮤니티 교육과 타운홀 개최,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공청회 참석, 선출직 공직자들 면담 및 통합적인 선거구 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카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망라한 종합적인 선거구 재조정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민권센터는 또한 연방하원 10 선거구 후보 포럼을 포함하여 연방 중간선거와 뉴욕주 예비선거 및 본선거를

대비한 여러 유권자 교육 활동을 조직하고 실행했으며, 인종평등국 설립과 같은 뉴욕시 인종정의위원회

제안 및 뉴욕시의 실제 생활비를 측정하는 지표를 만드는 제안을 포함한 주민 투표안에도 유권자들이

투표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본선거 기간에는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를 조직하여 범 플러싱 지역의 영어 구사가 불편한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안내했습니다. 민권센터는 3910여 유권자 가정을 방문하고, 

1만1464명에게 전화를 걸고, 19만5000여 명이 넘는 유권자에게 문자를 보내 

총 21만여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민권센터는 또한 영어/시민 교실을 금년에 시작하여 매주 커뮤니티 주민들에게 영어를 교습하고

정부 기관의 작동 방식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금년에 실행한 민권센터의 청소년 프로그램(YEP)은 13-18세의

총 208명의 청소년과 협력하여 적절한 활동 공간, 커뮤니티 및

자원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사회 및 정치의식을 고무하고 풀뿌리

조직 프로젝트로 실제 경험을 쌓도록 지원했으며 지역사회의

변화에 공헌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학기별로 운영되며 주간 워크숍과 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

민권센터의 활동과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화하는 사명에 따라 민권

센터는 광범위한 아시아 아메리칸, 이민자 및 저소득층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인한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함께 활동합니다. 2022년 청소년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모두 1세대 또는 2세대 이민자이고, 5명 중 3명은 여성이며, 10명

중 거의 9명은 무료 학교 급식을 받는 요건을 갖춘 학생들입니다.

5명 중 4명가량이 범 플러싱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3명 중

2명은 해당 지역의 비특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올해 초 민권센터는 뉴욕 한인 사회에서 처음으로 세대 통합 조직으로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직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민권센터의 역사에서 큰 발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장벽에 직면하고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한인 커뮤니티 차원에서 성소수자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교육하고

옹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우리의 활동은 기존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와 민권센터 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와 공간을 조성하고 그들의 존재를 커뮤니티가 인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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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 없는 지역사회(HATE FREE ZONE) 캠페인으로

화합과 커뮤니티 조성

반아시안 증오가 만연하는 환경에서 민권센터는 범

플러싱 지역에서 증오 없는 지역사회(Hate Free Zone)

를 확립하고자 능동적으로 대처했습니다.

반아시아인 혐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의

원칙으로 민권센터는 플러싱의 다양한 민족 및 인종

집단을 결집하여 반아시아인 혐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화합과 치유를 촉진하고 협력 관계를 심화하는 한편 모든

종류의 편견들을 파악했습니다. 우리는 광범위한 방식의

다문화 공동체 참여 활동 및 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특히 LA 봉기 30주년과 빈센트 친 사건 및

사망 40주년을 추념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반아시안,

반이민 정서의 근본 원인을 돌아보는 계기로

활용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반아시아인 증오 범죄의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했으며, 우리의 활동을 지원하고

캠페인에 서명하도록 플러싱 중소기업 사업체들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수년간 민권센터는 빈곤, 주택, 불평등한 경제

개발 및 식량 불안정 문제를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인종 및 민족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증오 없는

지역사회 캠페인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권센터
�신규

빈곤 퇴치: 플러싱 캠페인과 함께 빈곤을 종식하는 운동을 전개

빈곤퇴치: 플러싱( Undo Poverty: Flushing)을 주관하는 6개

단체 중 하나로 민권센터는 커뮤니티 빈곤 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대화를 주도하고 커뮤니티 중심 해결책을 구축하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운동은 플러싱에 거주하는 아시안 4명

중 1명이 연방 빈곤선 이하에 속하며 빈곤한 한인 노인들 중 절반

이상이 범 플러싱 지역에 거주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2022년 9월, 우리는 플러싱에서 빈곤의 교차 프로필을 높이기

위한 야심찬 내러티브 변화 캠페인인 "당신이 생각하는 빈곤,

Poverty, It's What You Think"를 공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커뮤니티에서 빈곤 문제를 주제로 대화를 촉발하고,

우리의 지역사회 내에서 빈곤에 대한 언급과 관련된 근거 없는

믿음과 오명을 없애며,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민권센터 풍물패 “비나리” 부활과 문화 재단

CREATIVES REBUILD NY와 함께 하는

문화 프로그램

문화 재단 Creatives Rebuild NY의

지원으로 민권센터는 문화 프로그램을

재개했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1984년

창단한 이래 존재해 온 한국 전통 풍물패

“비나리”를 재건하고 재구성합니다.

식량 부족 사태에 대응하여 플러싱식량협의회를

결성하고 다인종, 다민족 활동 전개 

2022년 8월 플러싱에서 가장 큰 식료품

저장/배포처 중 한 곳이 폐쇄된다는 소식에 민권

센터는 지역 단체 및 플러싱 지역 주민들의 힘을

모아 매주 350명의 저소득층 가정에게 신선한

농산물과 건조식품을 제공하는 플러싱식량협의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플러싱 가정도

굶주리지 않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교회를 포함한

지역 사회 구성원 및 다양한 기관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년에도 주간 식량 배급을

지속할 계획이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식품

저장/배포처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프로젝트와
�활동

2022년은�민권센터의�성장과�발전의�해였습니다!
다음은�민권센터가�시작한�새로운�프로젝트와�활동들입니다.



우리�네트워크의�성장과�양성

전국 단체로서 미교협은 성공적이고 진정한 풀뿌리 운동을 수행하려면 지역 가입단체들의 지원과 성장이 필수임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가입단체들이 우리 네트워크의 중추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직접 재정 지원,

기술적 지원, 전략적 정책과 권익옹호 조정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가입 단체들과 협력하면서 우리는 함께 할때만 더 강해진다는 일념으로 활동합니다.

최인혜, 하나센터 사무총장
“하나센터는 미교협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매우 기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
께 할 때 더욱 강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현자 노먼, 우리 훈또스 사무총장
“신생 단체로서 미교협의 지원으로 우리 훈또스는 텍사스의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서 기반을 구축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수경, 함께센터 디렉터
“함께센터는 역량을 구축하고 제도적 변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같은 생각을 보유한 아시안 아메리칸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익히는 가치에 중점을 둡니다.”

존 박, 민권센터 사무총장
“미교협 네트워크에 재가입하면서 우리
는 전국적인 변화를 추동하기 위하여
워싱턴 디시에서 보다 향상된 역량으로
정치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교협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으로 뉴저지
팰리사이드 파크에서 두 번째 사무실
개설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현옥, 우리센터 사무국장
“미교협의 지원으로 우리는 펜실바니아의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 다가서고 역량 강화를 꾀하는 광범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가동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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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권
센터/미교협�공동�갈라를

Champion Leader

Advocate

Friend

후원한�모든�분
들께�감사드립니다!�



Congratulations to the
MinKwon Center for

Community Action and
NAKASEC on your 

2022 Joint Gala!











CONGRATULATIONS TO THE MINKWON
CENTER FOR 38 YEARS SERVING THE KOREAN

AMERICAN AND ASIAN COMMUNITY.
THANK YOU FOR ALL YOU DO FOR OUR

NEIGHBORS.
 

FROM YOU FRIENDS,
ROGER AND JENNIFER 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