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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 For Our Families
The Power of our Immigrant Vote

2014년 11월 4일 투표하세요.

2014년 총선은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선거에 참여하셔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목소
리를 냅시다. 

선거 당일 투표를 위해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요?
a) 버지니아 운전면허증 및 버지니아에서 발행한 신분증, b) 미국 여권, c) 미국정부에서 발행
한 신분증, d) 버지니아 고등교육 기관에서 발 행한 학생증, e) 사원증, f)만료로부터 1년 이내
의 신분증 중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또한 신분증에 기재 된 이름과 주소가 투표등록에 사용 
된 이름과 주소와 일치해야 하며 만약 이름이 바뀌신 경우 무료로 새로운 신분증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투표를 해야 하나요? 
유권자 등록 카드에 투표 장소와 주소가 나와있습니다. 카드가 없을 경우, www. 
sbe.virginia.gov 를 방문하여  "Cast Your Ballot"를 클릭한 후  "Where do I vote"를 클릭
하면 됩니다. 

선거 날에 바쁘시면 부재자 투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
면 www.sbe.virginia.gov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연락하십시오| 
nakasec@nakasec.org | 703-256-2208

www.nakase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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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 for Our Families 
The power of our immigrant vote

왜 투표해
야 하는가
76세의 차만옥님은 올해 처음으로 투
표권을 얻었습니다. 차만옥님은 아직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 가족이민 초청 한 후 18년 동안
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이민비자가 지체되면서 이백만
이 넘는 범아시아인 가족들이 차만옥
님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습
니다. 나는 가족이 생이별하는 이 현
실에 맞서 싸웁니다.” 차만옥님은 11
월 4일 선거일에 투표에 참여할 것이
며, 모든 유권자가 우리 가족들을 위
해 선거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계십
니다.  

19세의 전성일 (Simon Jun)은 한국에
서 태어나 여섯살에 미국으로 이주했
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습니
다. 다른 수백만의 서류미비이민자들
과 마찬가지로, 전성일 역시 어느 누
구에게도 그의 체류신분을 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
나 다행히도 오바마 대통령이 2012
년에 청소년추방유예프로그램
(DACA)을 시행으로, 전성일은 운전
면허를 취득 할 수 있었고, 이제는 대
학을 다니며 자신이 교육 받은 것을 
지역사회에 기여 하는 희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싸
이몬의 부모님처럼 미 전역에 수많은 
서류미비이민부모들이 많은 차별과 
고통을 받으며 “이등국민”으로 살아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언제 추방될 
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

다. “나는 여전히 부모님과 떨어져 살
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 하루
하루를 살고 있다”고 싸이몬은 말합니
다. “그래서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선출직 의원들로 하여금 우리 
이민자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
울이게 해야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우리 같은 가족들 모두에게 아
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분한분 책
임있는 시민으로서 우리의 가족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11월 4일 한 표를 행
사해주세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NAKASEC, 미교협)과 가입 단체인, 로스앤젤레스 민족학교,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은 동포사회를 포함하는 아시아 태평양계 어메리칸의 정치력 강화를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미국시민으로서의 의무이자 우리의 정치력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선
거에 참여할 때 정치인들은, 일자리와 경제, 주거문제에서 교육, 의료제도 및 이민법개혁에 대한 우리의 우
려와 요구사항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의회와 대통령은 이민법개혁 같은 우리 삶에 중요한 사안들을 해결 해야 합니다. 현재의 잘못된 이민법제도
를 고치는 것은 미국경제를 부강하게 하고 가족들이 함께 사는 미래를 향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올해 우리 
미주한인들은 모두 함께 선거에 참여해야합니다. 여러분의 한표한표는 우리 가족들과 동포사회, 나아가 미
국 전체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www.NAKASEC.org | @NAKASEC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워싱턴디씨에
서 행진하고 있는 차만옥님

여덟명의 아시아 태평양계 서류미비청
소년들이 버스를 타고 전국을 다니며 미
국인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눈 
DREAM Riders 버스투어에서 발언하고 
있는 전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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