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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들은 약 1,100 만 명으로 추산된다. 지금까지의 서류미비자들이
연관된 정책 토론이나 논쟁에선 멕시칸계를 필두로 중남미 이민자들이 주로 언급되었지만
실제로는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을 포함한 모든 이민자 그룹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본 설문조사는 뉴욕시의 한인 서류미비자와 DACA(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행정명령)
수혜인들의 어려움과 경험을 한인 커뮤니티에 알리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한인, 아시안아메리칸과 이민자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권익옹호, 시민참여, 사회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민권센터는 두가지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했다. 광범위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양적인
수량 확보에 집중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했고 설문과 관련된 질적으로 보다 깊이있는 이해를
구하고자 드리머들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한 좌담회와 개별 면담 형식도 병행했다.
설문조사로 확인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86%는 건강보험 혜택이 중요한 현안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2%는 서류미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수혜 기회가 중요한 현안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77%는 기회 균등과 평등을 증진하도록 아시안 아메리칸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76%는 서류미비자들에게도 뉴욕주 운전면허증이 제공되도록 요구하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과 포커스 그룹 참가자들은 안정적인 법적 신분을 취득하는
경로(기회)와 이민정책의 향방에 대해 염려가 많다고 토로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과 포커스 그룹 참가자들은 고용과 교육의 기회 증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결론:
민권센터는 정책 입안자들과 입법부 의원들에게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현안들의 대두와 해결
방안의 제시를 촉구한다. 그 결과로 뉴욕시가 서류미비자와 가족들뿐 아니라 모든 주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지역으로 발전하길 희망한다. 아울러 설문조사는 DACA 를 취득한
한인들이 정책 현안이 다루어지는 정치적 과정과 결과에 깊은 관심과 염려를 가지고 있음을
가리킨다. 이에따라 향후 이민개혁 관련 논의와 활동의 장에서 드리머들의 중요한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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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보고
목적
본 설문조사 보고서는 DACA 를 취득한 한인 서류미비비자들에 대한 커뮤니티의 이해를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조사 방법
설문조사의 응답 자료는 두 가지(다수가 참여하는 양적인 측면과 깊이있는 답변을 구하는 질적인
측면)를 동시에 고려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집했다.
광범위한 양적 응답 자료 수집

2015 년부터 2016 년까지 민권센터로부터 DACA 신청 및 갱신 서비스를 받은 수혜인들이
설문조사지에 직접 작성하거나 민권센터 웹사이트의 온라인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수집했다.
설문조사 실행과 응답 수집은 2016 년 4 월 22 일부터 7 월 29 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115 명이
참여했다.
대면 조사를 통한 질적 응답 자료 수집

2016 년 2 분기에 포커스 그룹과 수 차례의 좌담회를 개최하고 DACA 수혜인들과 일대일 면담을
진행했다. 설문조사 실행과 응답 수집은 2016 년 6 월 2 일부터 7 월 14 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24 명이 참여했다.
질적 응답 자료의 분석은 모든 설문조사 참여자들의 응답을 질문별로 먼저 분류하고 이어 날짜별로
정리했다. 이후 보고서 집필자는 참여자들이 반복해 언급한 단어와 주제를 조사하고 정리해 특정
범주로 분류했다. 이 과정을 거쳐 참여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현안과 공통된 의견들을 추출해 낼
수 있었다.
설문조사 참여자 구성
참가자의 94%는 뉴욕시와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고서는 뉴욕시와 뉴저지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들과 다카(DACA)수혜인들에 대한 내용이며 설문조사 결과의 일부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도 적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설문조사 참가자들의 연령은 15 세 부터 33 세까지며 19 세부터 27 세까지가 다수를 이룬다. 성별은
56%가 여성이며 44%는 남성이다. 직업 분포는 70%가 학생이며 29%가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다.
좌담회 참가자들의 연령은 19 세부터 32 세까지이며 다수는 30 세 미만이다. 성별은 48%가
여성이며 52%는 남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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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DACA 수혜인의 숙고 사항
서류미비자들과 함께 활동하는 민권센터 오거나이저들의 경험에서 축적된 서류미비자들이 처한
공통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네 가지의 현안을 선정하고 설문조사 참가자들의 숙고
정도를 질문했다. 응답 선택은 네 종류로 구분했다.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약간의 관심만 있다.
중요하다고 여기며 가끔 생각한다.
내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안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싶다.

네 가지의 중요한 현안은 다음과 같다:





서류미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공 기회 증진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 기회 증진
서류미비자들에게 뉴욕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도록 요구하는 활동
기회균등과 평등을 증진하도록 아시안아메리칸의 역량 강화

조사 결과 1 에 따르면 각 현안별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혜택 기회


압도적인 비율인 86%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40%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46%의 총합) 건강보험 현안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1%의 참가자
만이 건강보험 혜택 기회 증진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뉴욕주 운전면허증


76%의 참가자가 서류미비자에게 뉴욕주 운전면허증이 발급하도록 요구하고 활동하는게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39%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38%의 총합)

장학금



설문조사 참가자중 82%가 서류미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기회의 증진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48%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34%의 총합)
포커스 그룹 대상 설문조사 자료도 위의 결과를 재확인한다. 참가자들은 힘든 경제적
여건과 학자금 납부 부담을 빈번히 언급했다. 장학금과 학자금 지원 수혜 기회의 제한으로
인해 많은 서류미비 학생들이 지속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아시안아메리칸 역량 강화



77%가 기회 균등과 평등 증진을 위해 아시안 아메리칸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48%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29%의 총합)
포커스 그룹 대상 조사결과에 따르면 드리머들은 2016 년 대선과 대선 후보들의 이민정책을
숙고하고 있으며 대선 결과가 자신들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인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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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결과는 다수의 설문조사 참가자들이 안정적인 법적 신분 취득을 포함해 개인의 삶의
향방과 정치적 결정이 긴밀히 연동되어 있음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설명한다.

DACAmented Korean Americans' level of concern with four issues
I don't worry about this
I care about it, but not too much
It's important - I think about it sometimes
It's very important to me - I really want to do something about it!
100%
90%

1%
12%

17%

80%
70%

5%

6%

13%

6%
17%

40%

60%

39%

48%

38%

34%

29%

Fighting for New York driver
licenses to be issued to
undocumented persons

Increasing scholarship
opportunities for
undocumented students

Building power with other
Asian Americans to achieve
more equality and fairness

50%

48%

40%
30%
20%

46%

10%
0%
Increasing access to
healthcare coverage for
undocumented persons

Issues

조사 결과 1: 한인 DACA 수혜인의 숙고 사항

좌담회 토론 내용과 설문조사의 개방형 질문에서 제기된 숙고 사항
다음 설문조사 결과는 개방형 질문의 형식으로 수집한 설문조사 참가자들의 추가 숙고 사항들이다.
위의 설문조사와 동일한 방법인 광범위한 양적 온라인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한 질적
대면 조사를 병행한 결과다.
이민과 안정적인 신분



설문조사 참가자중 33%가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질문한 추가 숙고 사항으로 이민 정책과 좀
더 안정적인 신분획득 경로라고 응답했다. (예를 들어 DACA 수혜인에게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 기회 제공) 포커스 그룹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이는 재확인되었다.



포커스 그룹 참가자들은 법적 신분 상태와 개인의 삶의 기회가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특히 취업이나 교육의 기회에서). 달리말하면 법적인 신분이 개인 삶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기회와 재원의 획득을 제한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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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참가자들의 증언:
o

“서류미비자인 상태는 하고자 하는 많은 일과 어떤 사람이 되는 지를 결정하는데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o

“어렸을땐 학교와 진로 문제에 직면하죠. 좀 더 나이가 들면 결혼과 경력상의
목표로 고민하고, 거기서 더 나이가 들면 가족들이 안녕을 고민하게 됩니다. 항상
문제죠.”

o

“신분은 언제나 제 미래의 걸림돌이죠. 매일 그 점을 느끼고 여행를 갈 때 조차도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초청 이민을 신청한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이제 제 어머니의 은퇴 이후를 걱정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집 때문에 융자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 신분때문에 어렵습니다. 차을 구입하거나 융자를 받을 때도
항상 신분이 문제입니다.”



포커스 그룹 참가자들은 또한 법적 신분이(정확히는 서류미비 신분) 감정적, 정신적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포커스 그룹 참가자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거나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스트레스의 발생과 악화의 원인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o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 살고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o

이와 유사한 현상으로 포커스 그룹 참가자들은 DACA 취득 이후에 “밤에
잠을 더 잘 잔”다고 증언했다.

취업



설문조사 참가자중 19%가 취업이 주요 숙고 사항의 하나라고 응답했다.



포커스 그룹 참가자들은 고용주들이 종종 신분때문에 고용을 거절한다고 밝혔다. 일자리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준수한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o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DACA 취득 이전에는 돈을 벌려고 막노동을 했습니다.”

설문조사 참가자들과 포커스 그룹 참가자들은 DACA 취득 이전과 이후에도 공히 취업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o

포커스 그룹 참가자중 한 여성은 가장 큰 어려움을 설명하며 “좋은 일자리에 취업…
그러니까 제 말은 DACA 로 노동 허가증이 있으니 이전보다 더 낳은 직업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특종 직종엔 취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용주는
신분을 밝히길 요구하는데 거기에 응답하면 고용을 거절합니다. 이것은 차별이고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교육



설문조사 참가자중 14%는 교육이 숙고 사항의 하나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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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이나 학자금 보조가 한인 DACA 수혜인들에게 주된 숙고 사항이지만 포커스 그룹
참가자들은 교육적 접근성의 문제도 지적했다.
포커스 그룹 참가자들은 일부 교육 기관(학교)은 DACA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입학을 거절한다고 증언했다. DACA 수혜인들의 입학을 허용하는 교육기관(학교)의
경우에도 서류미비 학생들과 다카(DACA)수혜인의 입학 신청서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효율적인 체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o 한 참가자는 어느 학교에서 “이 소셜 번호로는 입학 신청서를 접수 할 수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o “대다수 학교가 DACA 수혜인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 처리에 미숙합니다.”
학교의 일부 행정 담당자들은 즉흥적이고 잘못된 조언을 하는 등 고등 교육의 기회를
찾으며 겪은 기타 문제들도 제기했다.
o 한 참가자(DACA 취득을 앞둔 사람으로 보이는)의 어머니는 “우리 딸은 학교에
제대로 된 정보가 부재해 일년의 시간과 상당한 돈을 허비했습니다.”

Concerns Raised in Open-Ended Survey Question
35%
30%
25%
20%
15%
10%
5%
0%

33%
19%
14%

Immigration
and Stable
Legal Status

Employment

Education

8%

8%

6%

5%

5%

Other

Gender

Race

Environment

Family and
Domestic
Violence

Issues

조사 결과 2: 설문조사 개방형 질문에서 제기된 숙고 사항아시안

아시안아메리칸 정체성
총 57 명의 설문조사 참가자에게 아시안아메리칸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전혀 못 느낀다(1)부터 매우
강하게 느낀다(5)까지 다섯 단계의 지수로 질문했다. ‘조사 결과 3’이 이를 수치로 표시한 도표이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o
o

o

참가자의 ¾은 아시안아메리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응답했다. (4 단계
지수라고 응답한 33%와 5 단계로 응답한 40%의 총합)
포커스 그룹 대상의 설문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한편 아시안아메리칸과
코리안아메리칸 중에 선택하도록 질문하면 대체로 코리안아메리칸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갖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참가자들이 아시안아메리칸은 정체성으로 규정하기엔 너무
광범위한 범주로 느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조사결과는 다른 종류의 사회적 맥락(기준)에 따라 정체성에 대한 응답이 다를 수 있음을
추론하게 한다. 또한 일부 참가자들은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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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 - Not at all
2%

“잘 모르겠습니다. 스스로를 코리안아메리칸으로 규정하고 싶지만 한인이라고
생각되진 않고 그렇지만 한편 한인 것도 사실입니다.”

How strongly do you identify as an Asian American?

2
4%

3
21%

Scale

0%

10%

4
33%

20%

30%

40%

1 - Not at all

5 - Very Strongly
40%

50%
2

3

60%
4

70%

80%

90%

100%

5 - Very Strongly

조 사 결과 3: 아시안아메리칸으로서의 정체성

사회적 관계 형성
서류미비자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 참가자들에게 몇 명의 다른
서류미비자들을 알고 있는지 질문했다. ‘조사 결과 4’는 이 질문에 대한 결과를 수치로 표시한
도표이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o 설문조사 참가자중 37%가 서류미비자들을 10 명 이상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거의 절반에
가까운(49%) 참가자가 6 명 이상을 안다고 응답했다. (10 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37%와
7 명~9 명이라고 응답한 12%의 총합)
o 6% 정도 만이 주변에 아는 서류미비자가 없다고 응답했다.
o 포커스그룹 참가자들은 본인의 신분 노출을 매우 꺼려하거나 피했으며 종종 숨겨야 할
부담스러운 비밀로 여기고 있다. 참가자들은 친척이나 다른 서류미비자 친구 또는 이성
친구 등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본인의 신분을 밝혔다고 했다.
o 참가자중 한 명은 “굳이 친구에게 신분을 밝힐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반응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혹은 신분 때문에 부당하게 이용을 당할까봐 본인을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증언했다.

How many undocumented immigrants do you know?
None
6%

10+
37%

7 to 9
12%
None
1 to 3

1 to 3
25%

4 to 6
20%
4 to 6

7 to 9

10+

조사 결과 4: 몇 명의 서류 미비자들을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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