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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주의 SB1070 에 대한 혼란스러운 연방대법원의 판결:
코리안 아메리칸과 아시안 태평양계 커뮤니티의 조직적 대응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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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온 5-3 판결로 연방대법원은 이민 문제를 넘어 연방정부의
권한을 위반한 아리조나주의 무자비한 반이민법 SB1070 의 4 조 3 항의
실행을 중지시켰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분증명을 요구”하는 2(B)
조항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말았다. 이 조항은 지역
경찰관이 서류미비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신분증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의 결정으로 연방정부가 인간적인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시급하게
만들어야함이 확실해졌습니다. 아리조나, 알라바마, 조지아주에 있는
구상이 잘못된 법안들은 우리 커뮤니티를 공포에 떨게 하며 국가에
이익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라고 하모나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이하 미교협)의 사무국장은 이야기 합니다.
연방 대법원이 “신분증명 제시”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게 함으로써
차별적인 인종프로파일링의 실행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모나 사무국장은 계속 지적하였다. “미교협은 이민자
권익옹호단체와 민권 단체들과 연대하여 아리조나의 유색인종
커뮤니티뿐만아니라 다른주의 모든 커뮤니티의 권리가 보장되고
어렵게 쟁취한 민권이 지켜지도록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은 SB1070 이 발효한 이후로 법안에 반대하는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날, 아시안 태평안 이민자 단체는
그 법안에 반대하는 아리조나의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아리조나까지 가기도 하였습니다. 2 년이 지난 후에는, SB1070 공청회 중에 우리는
연방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대중 행사를 하였습니다.” 라고 2010 년
미교협과 파트너를 이뤄 남가주에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을 아리조나까지 이끌고 가
연대활동을 펼친바 있는 민족학교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이야기하였다. “오늘의 쟁점은
우리가 다시 싸워야 한다는 것 입니다.-이번 선거에서 우리 가족의 결합을 유지시킬수
있는 이민개혁법에 대한 지지를 끌어 올릴 것입니다.”
미교협과 그 가입단체들은 다른 아시안태평양계 이민자 단체들과 연대하여 중요한
이번 선거에서 아시안 태평양계 유권자들에게 이민자 가정과 유색인종의 권리를
지킬수 있도록 어떻게 그들의 공무원을 선출해야 하는지를 교육 할 것이다. 15 개 주에
결쳐 연합한 아시안 태평양 단체들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커뮤니티로서
이번 선거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의 손식 사무국장은 “ 우리는 최근에 발표된 서류 미비
학생들에 대한 구제안으로 경이로운 첫발을 내 디뎠고, 지금 모든 이민자 가정과
미국인을 위한 이민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계속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이민자들, 코리안
아메리칸, 아시안 태평양계, 그리고 모든 유색 인종이 이번 11 월 선거에서 존중, 평등,
그리고 이민자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를 내 건 정책에 투표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미교협)은 1994 년에 사회 변화를 위한 전국적인 운동
창출이라는 큰 목표의 일환으로 코리안 아메리칸의 전국적인 진보적 목소리를
결집시키고 완전한 시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미교협은 워싱턴 디씨와 로스앤젤레스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가입단체로는 로스앤젤레스 민족학교와 시카고의 시카고마당집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