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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mation and Dynamics of Asian Community in
Flushing, New York
Sun, Bongkyu and Jeon, Hyungkwon
This paper examines the formation and Dynamics of the Asian
community in Flushing and the main activities of the community.
Today, Flushing has grown into a representative city of religion and
cultural diversity, as evidenced in the early days of urban formation.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main members of Flushing became
Jews, Italians, and Greeks, turning white middle class residential area.
In 1965, the immigration law of the United States changed, opening
the door to immigration to Asian countries. Since the 1970s, Flushing
has become a typical Asian American town with the arrival of Asian
immigrants, including Koreans, Chinese, Taiwanese, and Indians. In
recent years, as the Korean-Chinese people have flowed into
Koreatown and Chinatown, they have formed a space and created a
new landscape of the city. The Asian communities in Flushing
regularly host traditional festivals and food culture festivals. In
particular, the Korean and Chinese communities hold a memorial
parade jointly with the traditional holiday, New Year's Day. Through
this festival, Asian immigrants recognize cultural differences among
them, and strengthen exchanges and communication. Recently,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seriously undermined the historicity of
Flushing, where all diversity is respected, by administrative orders
and anti-immigration policies. Especially, psychological anxie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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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panics and Asian American immigrants is increasing. Minwkon
Center, one of the Flushing Asian Communities, takes Actions for
rights protec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Asian American
immigrants including Korean Americans. Overall, the Asian American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is steadily increasing, but their
political influence is relatively lo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increase their political power. The Asian community in
Flushing should promote exchanges and solidarity among ethnic
groups, and develop voter registration and active voting participation
campa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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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즉 재미한인은 2017년 재외
동포현황에 따르면, 2,492,252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거주 현황을 보면,
남가주(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등) 596,650명, 뉴욕주 209,981명, 북가
주(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등) 152,092명, 뉴저지주 147,646명, 워싱턴주
126,816명, 버지니아주 120,681명, 텍사스주 114,750명, 일리노이주 100,107
명, 조지아주 90,795명, 메릴랜드주 76,0857명, 펜실베니아주 66,354명, 플
로리다주 58,912명 등의 순이다(외교부 2018: 124-137).
미국의 뉴욕은 한-미관계에서 정부 간 최초로 공식적인 관계를 맺은
곳이다. 뉴욕은 1882년 조선과 미국사이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고
1883년 9월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등이 이끄는 ‘보빙사절단’1)이 맨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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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미국의 체스터 아서(Chester A. Arthur) 대통령을 알현하면서 한미관계의 첫 장을 열었던 곳이다(주동완 2011: 225). 이후 뉴욕은 일본
강점기와 1965년 이민법 개정 이후 서부지역의 로스엔젤레스와 함께 동
부지역의 한국인의 미국 이민의 관문 역할을 담당했다.
뉴욕은 17세기 이후 유럽의 이주민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첫 관문이었
다(문신원 2003: 145). 17세기 초반 네덜란드의 식민지로부터 시작하여

언 및 19세기 남북전
쟁에 이르기까지 뉴욕은 네덜란드인, 아일랜드인, 독일인, 이탈리아인, 유
대인 등 유럽의 이민자들이 유입되었다. 20세기에는 이전 보다 훨씬 다
양한 사람들이 뉴욕으로 유입되었다. 일본인, 중국인, 인도인, 한국인, 베
트남인, 중남미인, 러시아인, 중동인, 아프리카인 등이 대표적이다.
뉴욕은 최근 도시 관련 각종 평가에서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
다. 뉴욕은 세계인이 방문하고 싶은 도시 중 1위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뉴욕의 경쟁력 혹은 매력은 30~40%에 이르는 이민자들에 의한 문화다양
영국의 식민지 경험, 그리고 1776년 7월 4일 독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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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빙사절단은 1883 1884년에 리나라 최초로 미국과 유럽국가에
된 외교
사절단이다. 국이 임오 란 후 조선의 정에
간 하는 상황에서 1883
년 5월 미국은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명전 공사
( ucius H. Foo
te)를
하 다. 이를 계기로 조선은 독립을 보 하고 개화정 을
하는
한 지원을 받기 위해 미 정 을
기 시작하 다. 이에 1883년 7
월 조선은 미국의 공사
조 에 사를 시한다는 명 으로 보빙사절단을
하 다. 보빙사절단은 1883년 7월
포를
하여 일본의 거 9월 2
일 샌프란시스코에
하 다. 미 대 을 단한 다음 워싱턴을 거 뉴욕에
한 보빙사는 아서대통령과 2
동하고 국서를 전하고 양국간의 호
와 교역에 관하여 논의하 다. 이들은 세계
, 시범 장,
공장, 의약
조 사, 해 연 장, 원, 전기 사,
사, 소 서, 육 사관학교 등 공공
기관을 시 하 다. 이후 10월 12일 보빙사절단은 유
을 유학 으로 남
홍영식 등은 국하고, 민영익 등은 유럽을 거 1884년 5월 31일 국
하 다(한국민 문화대 과사전, http: encykorea.aks.ac.kr Contents Index co
ntents id E0073718 (
일: 2019.06.10).
2) 2013년 Global Cities Index 1위, 2013년 Hot Spots 2025 1위, 2015년
Global Financial Centers Index 1위, 2014년 Cities of Opportunity 2위,
2014년
Global
ower
City
Index
2위
등으로
나타났다.
https: ket-nyet.org (
일: 201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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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밝혀지고 있다(Foner 2007). 이렇듯 뉴욕은 글로벌
도시, 이민자의 도시, 종교 및 문화 다양성의 도시 등으로 불리고 있다.
뉴욕시는 5개 행정구(Borough)로 구성되어 있는데, 맨해튼, 브롱스, 브루
클린, 퀸즈, 스테이트 아일랜드이다. 이중 퀸즈에 있는 플러싱은 1970년
대 이후 뉴욕으로 유입된 한국인들에 의해 코리아타운이 형성되었고, 중
국인들의 집단 이주로 차이나타운이 형성되는 등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 뉴욕의 대표적인 아시아계 이민자의 집거지로 알려
진 플러싱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안 커뮤니티의 형성 과정과 주요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인, 중국인 그리고 조선족의 사례를 중
심으로 아시안 커뮤니티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뉴욕과 플러싱 지역의 형성
과 장소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3장에서는 플러싱 지역 아시안 커뮤
니티의 형성 과정을 한국인과 중국인, 그리고 조선족을 중심으로 살펴보
고, 4장에서는 플러싱 지역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전개되고 있는 주요 활
동을 다루고자 한다.
성에 기인하는

3)

Ⅱ. 뉴욕과 플러싱의 장소성
1. 초국적 도시 뉴욕의 형성과 확장
속한 초국적 도시이다. 뉴욕 주는 미국 북동부지역
에 위치한 곳으로, 남쪽으로 뉴저지주·펜실베니아주, 동쪽으로 코네티컷
주·매사추세츠주·버몬트주와 경계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캐나다의 퀘벡
뉴욕은 뉴욕 주에

즈
되
도 바

도널 트럼

3) 뉴욕타임 에 기사에 따르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드
프가 대통령
에 당선 면서 뉴욕시는 ‘경 적 나미(Economic Tsunami)’ 위기에 했다
고보 한
있다(뉴시스, 201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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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와 국경을 이루고 있다. 뉴욕은 뉴욕 주의 남쪽 끝에 위치
하고 있으며,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브롱스, 스테이튼 아일랜드 등 5개
의 보로로 구성되어 있다. 뉴욕의 인구는 2011년 기준 8,244,910명이며,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과 언어와 종교가 공존하는 도시이다.
뉴욕의 역사를 보면, 1624년 네덜란드의 이주민들이 무역항으로 설립
하였고, 1626년 네덜란드인들이 뉴암스테르담이라는 지명을 붙였다. 1664
년에는 영국이 식민지로 삼으면서 찰스 2세가 동생 요크 공(제임스 2세)
에게 땅을 주면서 뉴욕이라고 불리기 시작하였다. 뉴욕은 1789년부터
1791년까지 미국의 공식적인 수도였으며,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로 성장
했다. 이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럽인뿐만 아니라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중남미인 등 세계 곳곳의 이민자들이 뉴욕으로 이주해 왔
주

다.4)

속

물결은 뉴욕의 역사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뉴욕에 거주하는 해외 이민자는 1970년에서 2008년까지
3백만 명으로 증가한 반면, 미국 출생 인구는 백만 명 이상 감소했다. 그
결과 이민자들은 2008년에 뉴욕 인구의 36.4%를 차지했다. 뉴욕에 거주
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국가는 148개로 다양하다. 국가별 현황을 보면 도
미니카공화국 출신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 자메이카, 멕시코, 가이
아나, 에콰도르, 아이티, 트리니다드 토바고, 러시아, 한국 등의 순이다.
뉴욕에서 이민자 거주 비중이 높은 보로는 퀸즈(47%)와 브루클린(37%)
이다(DiNapoli &Bleiwas 2010: 2). 뉴욕에서 이민자 거주 비중이 가장 높
은 10개 지역을 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뉴욕으로의 연 적인 이민

키백

//

/ /%EB%89%B4%EC%9A%95 (검색일:

4) 위
과, https: ko.wikipedia.org wiki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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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이민자 거주 비중이 높은 상위 10개 지역
지역

엠허스트, 코로나
잭슨 하이츠
서니사이드, 우드사이드
이스트 플랫부쉬
플러싱, 화이트스톤
포레스트 힐즈, 레고 파
크
벤슨허스트
워싱턴 하이츠, 인우드
큐 가든스, 우드헤이븐
코니 아일랜드

비중
68%
64%
59%
57%
52%
51%
51%
51%
50%
47%

출처: DiNapoli & Bleiwas(2010), p.3.

출
콰도 중 멕
콰도 멕 도 카
콰도 중 방 데
카
트
토바
고
중국, 한국, 콜롬비아
러시아, 중국, 인도
중국, 러시아, 이탈리아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에콰도르
가이아나, 인도, 도미니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상위 3개의 신 국가
에
르, 국, 시코
에
르, 시코, 미니 공화국
에
르, 국, 글라 시
자메이 , 아이티, 리니다드

내 총인구에서 이민자 인구가 높은 도시는 산호세와 로스엔젤레
스이지만, 뉴욕은 이들 도시보다는 훨씬 다양한 나라에서 이주해왔다는
특징이 있다(DiNapoli &Bleiwas 2013: 2). 특히 1965년 이민법 개정 이후
서인도제도와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에서 온 이주민들이 증가하였으며, 이
들 이외에 러시아 유대인, 이탈리아인, 폴란드인, 아일랜드인 등 유럽에
서도 이주민들이 유입되었다. 해외 이주민들에 의해 뉴욕은 맨해튼 이외
에 브루클린, 퀸즈, 스테이튼 아일랜드 등이 성장하였고, 특정 지역을 중
심으로 다양한 집거지가 등장하였다. 이렇게 뉴욕은 용광로(melting pot)
라기 보다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는 도시로 변모하였다.
미국

2. 플러싱 지역의 장소성
퀸즈는 1683년 뉴욕 주 최초의 12개 카운티 가운데 하나로 수
립되었다. 오늘날 퀸즈는 뉴욕시의 5개 보로 중 가장 다양한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자메이카, 플러싱, 애스토리아, 잭슨하이츠 등
뉴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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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구역은 이민자 집단이 집중 거
주하는 특색을 보이고 있다. 이중 플러싱은 미국 동부지역에서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퀸즈의 중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플러싱은 1645년에 퀸즈 지역의
첫 번째 영구 정착지로 설립되었다. 특히 플러싱은 북아메리카대륙의 종
교적 자유의 진원지 로 평가되고 있으며, 종교적 자유 및 문화적 다원주
의를 표방하는 지역이다.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민 물결은 플
러싱을 퀸즈 지역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는 지역 중 하나로 탈
바꿈시켰다. 플러싱 지역은 뉴욕시에서 세 번째로 이민자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해당 인구의 절반 이상이 미국 외 국가에서 출생하였다
(DiNapoli & Bleiwas 2011: 1).
플러싱으로의 이민이 본격화된 배경에는 무엇보다 교통의 발달로 접근
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플러싱 지역은 1854년 Long Island Rail
Road(LIRR)이 개통되면서 맨해튼과 롱아일랜드를 연결하고 있으며, 7번
지하철 노선은 플러싱 메인 스트리트에서 맨해튼의 타임스 스퀘어구간을
운행하고 있다. 특히 7번 지하철 노선의 등장은 맨해튼과의 거리를 1시
간 이내로 좁혔으며, 뉴욕시민들은 아시아인들이 7번 지하철을 많이 이
용하자 ‘오리엔탈 익스프레스(Oriental Express)’라고 부르기도 했다(주동
완 2011: 235). 또한 인근에는 국제공항인 케네디(John F. Kennedy) 공항
과 라구아디아(LaGuardia) 공항이 10~20분 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플러싱은 교통의 편리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 기회 등으로 맨
해튼의 주요 배후 주거지역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특히 플러싱은
1939~1940년에 플러싱 코로나 파크에서 세계박람회가 개최되어 세계 최
초로 텔레비전이 선보였으며, 1964~1965년에는 플러싱 메도스 코로나 파
여러 구역으로 구

5)

퀘

도 집
퀘 도및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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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플러싱은
이커교 들이
단적으로 이주해
지역으로, 1657년 eter
Stuyvesant 주지사가 이커교
기타 교인들을 아
는 시 에 이민
자들이 ‘Flushing Remonstrance(플러싱 의서)’라는 성명서를
했다. 이후
오
지 플러싱에는 뉴욕 주에서 가장 오 된
당을 포함하여 200개가
는
당이 있다(DiNapoli Bleiwas 2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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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에서 ‘The 1964/1965 New York World’s Fair’가 개최되었다. 이 박람
회에는 유럽, 아프리카, 중동, 남미, 아시아 등 36개국이 참가했으며, 20
세기 중반 미국의 문화와 기술을 대내외적으로 선보인 박람회로 평가되
고 있다.

특성으로 1965년 이민법 개정 이후 한국인, 중국인, 인
도인 등 많은 아시아인들이 플러싱 지역으로 급속히 유입되었다. 플러싱
의 최근 인구 현황을 보면, 2000년과 2010년 사이 2% 증가하였으며, 총
인구는 171,530명으로 집계되었다. 플러싱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은
약 70여개국 출신이며, 이중 중국(29.4%)과 한국(17.1%)이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콜롬비아(5.6%), 대만(4.2%), 에콰도르
(4.1%), 인도(3.8%) 순이다(DiNapoli & Bleiwas, 2011: 2). 미국 전체와
뉴욕주 및 뉴욕시 등의 지역별 인구 구성 현황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이러한 지역적

<표 2> 지역별 인구 구성 현황 비교6)
분

구
인구수
인
인
스
아시아인

총
백
흑
히 패닉

미국 전체
281,421,906
75
12
13
4

%
%
%
%

뉴욕 주
18,976,457
68
16
15
6

출처: 주동완(2011), p.231 재인용

%
%
%
%

뉴욕 시
8,008,278
45
27
27
10

%
%
%
%

퀸즈

2,306,712
44
20
25
18

%
%
%
%

(단위: 명)
플러싱
176,026
20
4
18
44

%
%
%
%

요약하면, 퀸즈의 플러싱은 미국 내에서 가장 다양한 이주민들이 거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써, 특히 한국인과 중국인은 에스닉타운을
형성하여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주도
6)

각 항목별 전체 합계가 100%를 넘는 이유는 2000년 센서스부터 2개 이상의
종 표시할 수 있게 조사되었기 때문임.

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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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Ⅲ. 플러싱 아시안 커뮤니티의 형성과 변화 양상
1. 한국인의 이주와 코리아타운 형성
퀸즈 보로의 플러싱 지역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백인 중산층의
주거지역이었다. 이러한 플러싱이 아시아인이 집중 거주하게 된 배경에
는 1965년 미국의 이민법 개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미국은 이민법 개
정으로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이민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
로 한국, 중국 등을 비롯한 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플러싱으로의 한국인 이주는 1964년부터 1965년까지 플러싱 메도스 코
로나 파크에서 개최된 뉴욕 세계박람회와 연관이 있다(조종무 2015:
106-107). 이 박람회는 뉴욕시 탄생 3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었
다. 이 박람회는 한국이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참가한 세계박람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산업전시장, 문화전시장, 직매장 등 한국관이 설
치되었다. 한국관에 참가한 인원은 총 364명이었으며, 2개 식당업체(금강
산, 한국회관)을 비롯하여 대한중석, 국제상사, 중앙공예, 동화공예, 옥엽,
미진양화, 텍스타일 업체 등 총 17개 업체가 참가했다. 1965년 10월 17일
폐막 이후, 한국 참가자들 중 약 200명이 귀국하지 않고 플러싱이나 그
일대에 정주하게 되면서 플러싱에 한인 사회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다(조
종무 2015: 121-123).
1970년대 이후 플러싱은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플러싱
의 인구 구성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백인들은 롱아일랜드와 같은
교외지역으로 이주해가고, 그 빈자리에 한국인, 중국인, 인도인 등 아시
아인들로 채워졌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플러싱에 도착한 한국인들
은 맨해튼과 플러싱을 연결하는 7번 지하철을 따라 써니사이드, 우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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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슨하이츠, 엘머스트 등에 정착하였다. 플러싱은 1990년대까지 미
국 동부지역 최대의 한인 밀집 거주 지역으로 성장해갔다(주동완 2011:
이드,
237).

운
번 지하철역이 있는 메인 스트리트와 유
니온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특히 유니온 스트리트 선상에 있
는 ‘유니온 상가’ 는 한국의 어느 아파트 단지 내의 대형 상가를 연상케
할 정도로 대규모로 발달하였다(주동완, 2011: 243). 1990년대 중국인들이
플러싱 지역으로 본격 유입되고 중국 자본이 성장하면서 메인 스트리트
와 루즈벨트 애비뉴, 그리고 7번 지하철 종점역이 있는 플러싱 중심 지
역은 중국인들이 장악하게 되었다. 플러싱 중심지역을 상실한 한인들은
플러싱에서 동쪽으로 길게 뻗은 노던 블러바드 선상으로 이동하여 새로
운 상권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주동완 2011: 239).
노던 블러바드는 퀸즈 최서단에서부터 시작해 롱아일랜드 중심부까지
뻗어 있는 대로이다. 특히 메인 스트리트 교차로에서부터 LIRR 브로드웨
이 역이 있는 162 스트리트까지의 구간은 플러싱 한인 경제의 대동맥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교차하는 스트리트 사이로 형성된 수많은 지류
상권들까지 아우르면 이곳은 현재 뉴욕 최대의 한인 상권이라 부를 수
있다. 노던 블러바드가 최대의 한인 상권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이
지역이 한인의 주거지와 가까우면서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에서 매력이
있는 곳이다(뉴욕 중앙일보, 2013/02/13). 노던 블러바드 선상의 업소 중
한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5
백여 업소가 성행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식당, 미용실, 제과점, 카페, 의
류점, 스킨케어, 슈퍼마켓, 변호사, 회계사, 치과, 보험대리점, 개인병원,
한의사, 유흥업소 등 다양하다(조종무 2015: 185). 또한 이 일대에는 조선
족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네일샵, 마사지샵 등이 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새롭게 형성된 한인 상권은 41 애비뉴와 149 스트
리트 일대와 LIRR 머레이힐역 주변에 형성된 ‘먹자골목’이다. 이 먹자골
플러싱 코리아타 은 초기에 7
7)

온

토마
산왕

중
불

7) 이 유니 상가는
스 황이라는 국인
는 당시 ‘아시아인 부동
’으로 리었다.

건설업자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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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 뉴욕타임스에서 뉴욕 제2의 코리안타운, ‘식당들이 있는 거리’라고
소개되기도 했다. 먹자골목은 주택가와 상권이 어우러져 있다는데 특징
이 있다. 이 상권은 퓨전 스타일의 한식당에서부터 주점, 카페, 치과, 피
부 마사지샵, 미용실, 이발소, 제과점, 정육점, 인쇄소, 노래방 등이 있으
며, 조선족이나 동남아 이민자들의 식당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플러싱의 다른 코리아타운에 비해 한인들이 소유한 건물들이 상
대적으로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메인 스트리트나 유니온 스트리트, 노
던 블러바드 등은 대부분 중국인이 건물주이고 한인은 렌트를 통해 상가
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건물의 3분의 1 가량이 한인 소유로 나
타나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뉴욕 중앙일보,
2009/11/27).
이와 같이 플러싱의 코리아타운은 메인 스트리트와 유니온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형성해오다가 중국인의 이주로 점차 노던 블러바드 선상과
LIRR 머레이 힐 역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 지
역 또한 중국인의 자본이 집중 투자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이 더욱 치
열해지고 있다.

2. 중국인의 이주와 차이나타운 형성
중국인의 미국 이민 역사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보고 있다. 첫 번
째 시기는 19세기 중반 이후 미국의 개척시기에 철도와 광산산업 등의
계약노동자 중심의 노동이주이다. 두 번째 시기는 1965년 미국의 이민법
개정과 중-미수교, 중국의 개혁개방 등으로 유학, 기술이민, 투자이민이
활성화되는 시기이다. 특히 두 번째 시기는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유럽 등 주로 선진국으로 이주하였다(윤성민 2013: 5). 중국은 1985년에
‘중화교민공화국 공민출입국 관리법’을 제정하여 중국 공민에게 출국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해외 이민의 기회를 제공했다.
아래 <표 3>은 중국인의 미국 이민 현황에 관한 것이다. <표 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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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듯, 중국인의 미국 이민은 198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콩인의 미국 이민은 1960년대 이후부터 본격
화되는데, 이는 문화대혁명(1966~1976)과 1989년 텐안먼 사태, 1997년 홍
콩 반환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대륙 출신의
중국 이민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미국의 중국인
이민사회에서 다수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민자 2016: 159).
<표 3> 중국인의 미국 이민 변동 추이(1920～2009)
년도
중국대륙
홍콩
1920～1929
30,648
1930～1939
5,874
1940～1949
16,072
1950～1959
8,836
13,781
1960～1969
14,060
67,047
1970～1979
17,627
117,350
1980～1989
170,897
112,132
1990～1999
342,058
116,894
2000～2009
591,711
57,583
자료: 윤성민(2013), p.11 재인용

만

대
721
15,657
83,155
119,051
132,647
92,657

차이나타운은 서부 지역에는 샌프란시스코, 동부 지역에는 뉴
욕 맨해튼이 대표적이다.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은 1848년에 두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샌프란시스코에 처음으로 도착하였으며, 1849년
골드 러시 이후 광둥출신의 계약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형성
된 곳이다.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은 노스 비치와 텔레그래프 힐 지역
을 아우르고 있는데, 동쪽으로는 샌프란시스코 만과 접해 있으며 남, 서,
북 방향으로는 부시 스트리트, 테일러 스트리트, 베이 스트리트를 경계하
고 있다. 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의 일부지만
우편번호가 5개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홍콩 출신의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최
근에는 본토 출신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광둥어와 만다린어가 통용되는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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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뉴욕의 대표적인 차이나타운은 맨해튼에 있다. 맨해튼 차이나타운은
맨해튼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스트 빌리지, 소호, 리틀 이태리, 월스
트리트 등과 가깝다. 최초로 뉴욕에 온 중국인은 19세기 중반 중국과의
교역이 시작되면서 사우스 스트리트 시포트를 통해 들어온 선원이었다.
선원들과 요리사들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소규모의 커뮤니티를 형성하
였다. 1869년 서부지역에서 대륙횡단철도가 완성되자 노선 공사에 동원
된 중국인 노동자(쿨리, coolie)들이 일방적으로 해고되면서 일부의 노동
자들이 차별과 박해를 피해 뉴욕으로 재이주하였다. 1882년 5월 6일 ‘중
국인 배척법’이 제정되면서 일시 정체기를 맞이했고, 각 지역에서는 대량
해고 사태가 빈발하게 되면서 사회적 편견과 고립을 피해 한 곳에 모여
살기 시작하게 되었다. 이 지역이 바로 캐널 스트리트 이다. 캐널 스트
리트는 1965년 이민법 개정과 중국인 특유의 근면 성실함, 그리고 집단
을 이뤄 사는 국민성이 절묘하게 융합되면서 성장하였다. 특히 무역을
통해 상업거리를 조성하였고, 여러 명이 뭉쳐 건물을 사고 이후 옆으로
하나씩 확장해 가는 방식을 통해 건물을 확보하였다. 그 결과 캐널 스트
리트 일대는 하나의 타운으로 성장하게 되어 오늘날의 차이나타운으로
발전하였다(한국일보, 2013/04/05).
1980년대 이후 맨해튼 차이나타운이 포화상태가 되자 많은 중국인들
이 맨해튼 근방의 브루클린, 퀸즈 등으로 재이주하면서 새로운 차이나타
운을 형성하였다. 플러싱으로의 중국인 이주는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자리잡지 못한 중국인들이 플러싱으로 유입되었고, 1997년 홍콩 반환 이
후 본격화되었다. 홍콩 반환 전후로 홍콩의 부호들이 플러싱, 특히 메인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건물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이어서 중국의 개방과
함께 대륙의 중국인과 대만인들의 이민 물결이 이어졌다.
지역이

8)

9)

10)

//
캐널 트 트

/

/

검색

8) http: www.lifeinus.com Travel 352 (
일: 2019.06.03).
9)
스 리 라는 의미는 ‘ 이 러가는 형 가
하 다’ 라는 이
다.
10) 한 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1997년 홍 반 과 2000년대 이후 국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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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타운은 메인 스트리트와 루즈벨트 애비뉴의 교차로에 있
는 지하철 7번 종점역 주변 일대를 말하는 것으로, 중국인의 상가와 주
상복합건물, 메이시스(Macy’s) 백화점이 들어서 있다. 이와 같이 플러싱
차이나타운은 초국적 도시 뉴욕에서 가장 중국스러운 전통과 문화를 유
지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플러싱

3. 조선족의 이주와 장소 만들기
“바닷물이 닿는 곳에 화교가 있다”라는 말이 있듯, “세계의 코리아타
운에 조선족이 있다”는 표현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닐 것이다. 중국 동
북 3성 지역을 중심으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여 살아 온 조선족은 1980
년대 후반부터 소수이기는 하지만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로 이
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주는 주로 코리아타운이 형성된 도시에 집중
적으로 이루어졌다. 미국의 경우에는 서부지역에 로스엘젠레스, 동부지역
에 뉴욕이 대표적이다.
조선족의 뉴욕 이주는 1980년대 후반 소수의 유학생이 터를 잡기 시작
하였고, 1990년대 들어서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한 노동자들이 유입되면
서 조선족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은
합법 체류자 뿐 아니라 서류 미비자가 많은 관계로 정확한 인구통계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이영민·이은하, 2016: 78). 협회나 미디어에 의
하면, 현재 7만여 명이 뉴욕과 로스엔젤레스, 뉴저지 등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뉴욕의 경우 조선족은 ‘미국의 가리봉동’이
11)

생 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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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유학 과 대 의 신 이민자들이 미국의 대 시지역에
들면서 이
나타 이 성하고 있다.
이러한 이나타 은 ‘홍
는 대 인 가
주인과
본 이민자 점원’이라는 공식을 다고 보고 있다(한 레,
2011 01 03).
11) 이민 초기인 1995년에 약 300여명에 과했으나, 1990년말에는 4,000여명에
이르 고, 2004에는 뉴욕
뉴저지 등에 1 명에 하는 으로
된다(
강신문, 2005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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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는 플러싱에 전체의 약 70～80%가 집중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에는 뉴저지지역으로 점차 확산되어가는 추세이다(흑룡강신문,
2005/03/17).
조선족의 미국으로의 이주는 크게 세 가지 루트가 있다. 첫 번째는 중
국 동북 3성에서 바로 미국의 로스엔젤레스나 뉴욕으로 이주하는 경우이
다. 두 번째는 한국에 일시 방문하거나 일정 기간 정착한 후에 미국으로
이주한다. 마지막으로는 이민 브로커를 통해 미국보다 좀 더 용이한 캐
나다나 멕시코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대부
분 혼자 미국으로 이주하여 자리를 잡은 후 가족을 불러들이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플러싱의 조선족은 주로 코리아타운과 차이나타운 일대에 정착하고 있
으며,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조선족에게 있어 코리아타운은 미
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해 가는데 필요한 경제, 사회, 문화적 자본을
형성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이영민·이은하 2016: 80). 조선족
은 이민 초기 플러싱 코리아타운의 한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 슈퍼, 네
일샵 등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점차 독립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
선족이 중국인 업소보다 한인 업소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임금수
준이 더 높기 때문이다. 조선족은 이민생활이 안정되고 점차 성숙되면서
식당, 네일샵, 주점, 마사지 등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동족경제(ethnic business)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다.
특히 조선족이 운영하는 네일샵은 플러싱 이외에 맨해튼, 롱아일랜드,
뉴저지, 코네티컷 등지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다(조종무 2015: 187). 조
선족이 네일업에 많이 종사하는 이유는 식당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노동
강도가 약하고 보수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으며, 빠른 시간 안에 기술을
익혀 소자본으로 가게를 열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네일업 종
사자는 타민족을 대상으로 영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언어 장벽을 빨리 극
복하여 미국사회의 적응 속도가 높은 편이다.
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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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차이나타운에 유입된 조선족은 플러싱의 경관
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족의 식당의 경우, 기존의
코리아타운 내 한인식당이나 차이나타운의 중국인식당과는 차별된 간판
을 보이고 있다. 조선족의 식당 간판은 자신들의 고향이나 특정 지명을
활용하여 한국어와 중국어를 병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무엇
보다 조선족이 한국인과 중국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면서 조선
족의 이중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신지연 2014:
88). 현지조사과정에서 필자가 직접 방문한 식당의 경우, 주인은 조선족
이지만 주방에서 한족이 요리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사
실에서 중국에서는 한족과 조선족이 주류민족과 소수민족이라는 위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플러싱에서는 조선족과 한족의 관계가 역전되
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영민·이은하 2016: 82).
이와 같이 플러싱에서 조선족은 중국인, 한국인에 비해 매우 소수이기
는 하지만 조금씩 자신들만의 가시적인 경관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조선족은 한국어와 중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낯선 환경을 극복하는데 유용한 자원이 되고 있다. 특히 조선족 1.5세대
나 2세대의 경우는 영어와 한국어, 중국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문화를 습득하고 유연한 정체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
플러싱의 코리아타 과

Ⅳ. 플러싱 아시안 커뮤니티의 이주 동학
1. 한-중 커뮤니티의 협력과 연대
표

써 특히 중국인과
한국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플러싱의 메인 스트리트는 1990년대 후
반부터 중국인들이 급속히 유입되면서 차이나타운으로 성장하였고, 코리
아타운은 유니언 스트리트와 노던 블러바드 선상을 따라 상가를 형성하
플러싱은 아시아계 미국인의 대 적인 커뮤니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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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한국인과 중국인은 플러싱 지역에서 커뮤니티를 형
성하고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크게 문화적 교류 활
동과 선거정치에서 연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중 커뮤니티는 공동으로 매년 음력 설날을 맞이하여 설날 퍼
레이드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 설날 퍼레이드는 지난 199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초창기에는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했다. 한국인 커뮤니티
에서는 ‘음력 설 퍼레이드,’ 중국인 커뮤니티에서는 ‘차이니스 뉴이어스
데이 퍼레이드’라는 명칭으로 행사를 개최했다. 그러다가 1998년에 한-중
커뮤니티는 협의를 통해 ‘루나 뉴이어 퍼레이드(Lunar New Year
Parade)’로 명칭을 통일하였다. 퍼레이드의 선두는 격년제로 한국과 중국
이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다(조종무 2015: 179).
2019년 루나 뉴이어 퍼레이드는 유니온 스트리트와 37 애비뉴 교차점
에서 출발하여 유니온 스트리트, 샌포드 애비뉴를 따라 행진을 하고, 메
인 스트리트를 경유한 뒤 39 애비뉴에서 마무리하였다. 이 퍼레이드에서
는 각 커뮤니티(한국인, 중국인, 대만인 등)에서 만든 화려한 꽃차와 대
표적인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 올해 퍼레이드에서는 한인 커뮤니
티가 선두에 서서 퍼레이드를 이끌었다. 이 퍼레이드는 퀸즈한인회와 플
러싱중국인상인번영회가 공동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를 진행하
고 있다. 루나 뉴이어 퍼레이드는 한-중 커뮤니티 간 문화 유대의 상징
적인 행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상호 친선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이 퍼레이드는 한인동포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타
민족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홍보하는 장이 되고 있다.
한-중 커뮤니티는 뉴욕 메츠 프로야구단의 홈구장인 시티필드에서 ‘플
러싱 나이트(Flushing Night)’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플러싱
경제향상구역(BID)과 뉴욕 메츠, 퀸즈한인회, 플러싱중국인상인번영회 등
이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양 커뮤니티가 번갈아 가면
고 있다. 이와

13)

꽃차
팀 참 였
/ /

중

13) 한국인 커뮤니티에서는
6대와 40개의 단체, 국인 커뮤니티에서는 30
대의
와 100여개 이 가하 고, 대 인 커뮤니티에서
를 들
가하 다(한국일보, 2019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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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커뮤니티의 문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아울러 이 행사는 플러싱
에 대한 홍보와 함께 뉴욕 메츠 경기에 각 커뮤니티의 참여를 독려하는
장이기도 하다(한국일보, 2007/08/04).
오늘날 플러싱 지역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중국인 커뮤니티가 우세
를 점하고 있는 양상이다. 앞서 언급했듯, 플러싱은 중국인과 한국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시안 커뮤니티로써 선거정치과정에서
한-중 커뮤니티가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중
커뮤니티간의 협력과 연대는 민족단위를 초월하여 미국의 주류사회에 대
항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
으로 뉴욕과 플러싱을 대표하는 선거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
해 후보를 단일화하거나 후보의 선거공약에 상호이익과 공존을 고려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신지연 2014: 95).
현재 중국인 정치가로는 존 리우(전 뉴욕시 감사원장), 그레이스 맹(연
방 하원의원) , 지미 멩 및 엘렌 영(전 뉴욕 주 하원의원), 피터 구(뉴욕
시 의원) 등이 있다. 반면, 한국인 정치가로는 2012년 뉴욕 주 하원 40선
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론 김(한국명 김태석)이 유일하다. 이러한 사실
은 무엇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인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성장의 결
과라 할 수 있다. 론 김의 당선 역시 중국인 커뮤니티의 협조로 이루어
진 것으로, 향후 선거과정에서 한-중 커뮤니티간의 상호 협력과 연대는
매우 중요하다.
서

14)

2. ‘아시안’으로서 정체성 공유
피

표

주지하다시 , 미국은 대 적인 이민자의 나라이다. 미국은 유럽의 이

되

민자들이 최초로 유입 고, 19세기

맹

중반에 아시아 이민자들이 물밀듯이

방
방
활

출마
편

14) 그레이스
의원은 2012년 뉴욕주 연 하원 6선거구(플러싱 포함)에
하
여 미국 동부지역 최초로 아시아계 연 하원의원이 었다. 의원의 남 은
한국인이 , 플러싱에서 과의사로 동하고 있다. 그 서 현지
에서 ‘한
인사
리’라고 하고 있다(한국일보, 2013 07 25).

며
회 며느

칭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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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래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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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처음 들어왔으
며, 이어서 중국인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유입되어 대륙횡단철도를 1869
년 5월 10일에 완공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두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 1978년 10월 5일에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문화유산 주간’을 공식
적으로 선포했다. 1990년 5월에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 주간을 한 달로
확대해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로 지정했다. 매년 5월이
되면 역사, 교육, 문화 활동 등의 지역사회 행사들과 건축, 연예, 스포츠,
교육, 예술, 과학 등 분야의 저명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기리는 행사들
이 펼쳐진다.
플러싱에서도 매년 5월에 ‘아시안 헤리티지 나이트(Asian Heritage
Night)’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주류사회에 아시안 아메리칸의
전통 문화와 음식을 소개하고, 차세대 이주민들에게 아시아의 다양한 문
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행사는 아시
유입 었다. 일본인 이민자들이 1843년 5월 7일에 미국에

15)

안 커뮤니티 간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아시안 커뮤니티들이 한

목소리로 더 큰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19년 행사에서
는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한국·중국·대만·일본·인도네시아·인디아·스리랑
카·필리핀·베트남·방글라데시 등 10개국의 음악과 무용 공연이 있었고,
하와이의 훌라 댄스 공연도 이루어졌다. 올해 행사에서는 특히 한복 등
각국 전통의상을 알리는 ‘패션 퍼레이드’ 공연도 함께 했다(한국일보,
2019/05/13).
플러싱의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퀸즈한인회와 먹자골목 상인번영회
가 공동으로 2013년 6월 15일에 ‘먹자골목 아시안 축제(Muk Ja Gol
Mok Asian Festival)’을 개최한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
축제는 기존의 공원이나 맨해튼 32 스트리트 ‘코리안 웨이’에서 열린 축
제와 비교하여 주택가와 상가가 혼재한 지역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이 다
16)

//
번 회
웨
W
/ /

검색
트 트 애비
표 설치 운

15) https: kr.usembassy.gov (
일: 2019.06.07).
16) 상인 영 에서는 149 스 리 와 41
뉴 선상에 형성된 자
안 이(Korean
ay)’
지말
동을 전개하고 있다(뉴욕
2017 04 19).

먹 골목을 ‘코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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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대회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600인분의 비빔밥을 만드
는 행사였다. 뉴욕타임스는 먹자골목 아시안축제를 소개하기도 했다(The
New York Times, June. 17, 2013.). 이 축제는 한식의 소개와 함께 한국,
중국, 인도, 몽골 등 4개국의 전통 무용공연이 이어졌으며, K-pop 댄스
경연대회도 개최되어 타민족의 이민자들의 많은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
켰다(주동완 2013: 62). 먹자골목 아시안 축제는 한인의 음식과 문화공연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중국, 인도, 몽골 등 다른 아시아 이민자들과
함께 다민족의 문화를 경험하고 소통하고 유대관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하
르다. 당시 1

고 있다.

3. 아시안의 권익옹호 및 정치참여 운동
까 만 해도 미국의 주류사회에서 야만인,
혹은 위협적인 이민자로 인식되어 오다가 1950~1960년대 이후 모범적 소
수민족(model minority) 또는 성공한 소수민족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최협 2002: 127). 미국 내 소수민족 중 아시아계 미국인은 부지런하고
준법적이며, 불평이 적은 이민자로써 비쳐졌고, 특히 높은 교육열을 통한
사회경제적 신분의 상승으로 백인 주류사회가 관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
다(연합뉴스, 2016/11/30). 그러나 여전히 미국 주류사회에서는 아시아계
의 사회적 진출을 막는 ‘대나무 천장(bamboo ceiling)’ 이 존재한다. 대
표적으로 하버드대학을 비롯한 미국 명문대학들이 입학과정에서 일정 비
율 이상의 아시아계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 11월 제45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
아시아계 미국인은 20세기 초 지

17)

18)

류 회 평
족 ? 제
참
직 진출 막
천
합 만 어진 용어
무천
직 승 막
어
/ /

17) 구체적인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미국 주 사 의 가는 최협(2002), 아시
아계 미국이민은 성공한 소수민 인가 . 국 지역연구, 11.4. pp.127-143 조
할 .
18) 대나
장은 여성의 고위
을 는 유리 장(glass ceiling)에 아시아
의 상 인 대나 를 조 해 들
이다. 다시 말해, 대나
장은 서
구사 에서 아시아 국적이나 아시아계 이민자의 고위 상 을 는 보이지
는 장 을 일 는 신조 이다(조선일보, 2017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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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차별주의’ 정책이 실현되면서 유엔난민기구
(UNHCR) 뿐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과 언론, 그리고 소수민족집단으로부
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플러싱 지역은 중국인, 한국인, 인도인
등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곳이어서 일상생활의 불편
함과 심리적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권센터는 플러싱 지역에서 한국인 커뮤니티의 역량 강화와 광범위한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와 연대, 협력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 단체는 ‘5·18 최후의 수배자’로서 알려진 윤한봉의 노력에 의해 1984
년에 설립되었다. 민권센터는 권익옹호, 정치력 신장, 사회봉사, 청소년
과 문화 활동 등을 중심으로 한국인과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이와 같은 민권센터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익옹호 및 커뮤니티 조직화 운동이다. 권익옹호 활동은 시, 주,
연방 차원의 이민 정책에 대응하고 정책 입안과 입법화를 통한 이민정책
개선을 추동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무차별 이민 단속
과 추방 및 이민 문호 축소 시도에 맞서 이민자의 권리를 지키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세입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렌트 규제개
혁을 요구하는 캠페인 활동과 영어 구사 미숙 시니어가 노인 아파트 신
면서 ‘반이민주의,’ ‘인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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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울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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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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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한 은 1980년 5.18 광주
이 일 나자 자
주동인 로 인
1
981년 미국으로 명해
했다. 미국에
한 한 은 미국 전역을 순
하
년들을
한 한인들과 남을 고 조국의 현실과 역사를 알 으 ,
해외 동 단체
을 위해 노 했다. 1984년 ‘재미한국 년연 ’이 성 었
으 뉴욕, 로스엔젤레스, 워싱턴 등 전국 10개 지역에 지부를 었다. 아 러
한 은 미주 지역에 한국인 커뮤니티를 위한 교육, 사 동의 보 자리
인 ‘ 당 (커뮤니티 터)’을 일구는
고의 노 을 기
다. 1983년 로
스엔젤레스 ‘민 학교’ 립을 시작으로 라
아 ‘ 년 당 ’, 시 고 ‘한인
교육문화 당 ’,
‘교육문화원’을 립하 다. 1984년에는 뉴욕에서 현
민
터의 전신인 ‘뉴욕 년교육 사원(이후 년학교로 개 )’을 립했다.
민
터
이지, http: minkwon.org kr who-we-are-kr who-we-are-kr
일: 2019.06.08).
20) 이하의
은민
터
이지를 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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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커뮤니티 조직화는 민권센터의 핵심 미션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문
제를 극복하는 해결 방안을 찾도록 커뮤니티 주민들을 조직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민권센터는 정기 드리머(서류비미 청년) 모임, 장년 모임, 세
입자 모임을 개최하고 청소년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각급 단위의 커뮤니
티 조직화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시민 참여 및 정치력 신장 운동이다. 미국 내 다른 소수민족집단
에 비해 아시아계 미국인의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이민자
의 정치개혁을 추동하는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발현하는데 장애요인이 되
고 있다. 민권센터는 19개 아시안 아메리칸 단체로 구성된 연맹인 ‘아시
안정치력신장단체연합(APA Voice)’를 주관하고 있으며, 유권자 등록과
교육을 실시하고 각급 선거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
여를 유도하고 있다. 민권센터의 시민참여 활동은 유권자 등록, 유권자
권리보호, 투표참여 권장 활동(유권자 가정방문과 전화 걸기), 선거 안내
서 발간과 발송, 후보자 토론회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 정치에서 유권자 등록은 유권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매
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업적은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치적 영
향력을 증대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셋째, 사회봉사와 법률서비스 운동이다. 민권센터의 모든 사회봉사 프
로그램은 무료로 주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법률 클리닉은 이민법과 주
택법 분야에서 소속 변호사들과 협력 실무진이 주도하고 있는데, 일반
이민법 상담, 시민권 신청, 영주권 신청과 갱신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실행된 DACA 신청과 갱신 서비스를 통하여 그
간 미국 전체 한인 신청자의 7%에 해당되는 1,500여 건을 처리했다. 주
택법 분야는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려는 법률 조력으로써 강제 퇴거, 임
대 회사의 부당 행위 등에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
하고 필요한 경우 법정 대변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뉴욕시의 ‘노인 임대
료 인상 면제(SCRIE)’를 신청하려는 노인 세입자들을 대행하여 혜택을
수혜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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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이다. 민권센터의 청소년 프로젝트는 커뮤
니티의 미래 지도자의 발굴과 육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봄, 가을 학기
와 여름방학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등학생들은 사회 정
의 이슈를 공부하고, 리더십을 함양하며, 커뮤니티 활동의 경험을 쌓도록
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등학생들은 타민족 단체 청소년 프로
그램과 협력하여 청소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자체 활동도 수행하며, 민
권센터의 이민자 권익옹화와 시민참여 활동에도 활발히 결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권센터는 지역 내 한국인 뿐 아니라 아시아계 이민자의
권익옹호와 정치력 신장을 위해 타민족 단체와의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나아가 흑인 커뮤니티와도 연계하여 미국 주류사회의
인종차별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의 실상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Ⅴ. 맺음말
표

미국의 뉴욕과 플러싱 지역은 대 적인 초국적 이민자의

울

삶의 공간이

두 지역은 한국과 역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왔다. 뉴욕은 한-미관계의 공식적인 첫 출발이었으며, 오늘날 한국인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특히 플러싱은 정부수립 이후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 을 위해 한국인의 미국으로의 이민
물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에 초기 이민자들이 정착하여 코리아타
운을 형성한 지역이다. 이들은 식료품점이나 청과물 가게, 세탁소, 네일샵
등을 운영하면서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근면 성실함을 바탕으로 자수
다. 아 러 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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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삶
%
회
%

설
응답
%
제
% 복
%
또
운삶
택 였

생각
많았
%
칸 림
/ /

칸 림
녀

21) 한
사의 문조사에 따르면, 재미한인이
하는 ‘아메리 드 ’이란
‘자유로
’이 전체
자의 33 로 가장
고, 다음으로 ‘자 의 성
공’(17.3 ), ‘경 적 성공’(15.6 ), ‘행 한 노후’(14.2 ), ‘안정된 가정’(10.4 ),
‘사 적 지위’(0.9 ) 순이었다. 미국인 한 아메리 드 의 의미를 전체의
33.7 가 ‘자유로
’이라고 선 하 다(한국일보,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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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녀 교육에 매진하였다. 이러한 한 세대가 채 흐르기 전
에 플러싱 코리아타운은 변화의 한 복판에 놓여 있다.
오늘날 플러싱은 도시 형성의 초기에서 나타나듯, 종교와 문화의 다양
성의 대표적인 도시로 성장하였다. 20세기 초반 유대인, 이탈리아인, 그
리스인들이 지역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백인 중산층의 주
거 지역으로 변화되었다. 1965년 미국 이민법 개정으로 아시아 국가들에
게 이민 문호가 개방되면서 1970년대 이후 한국인의 이민 열풍과 이후
중국인, 대만인, 인도인 등 아시아계 이민자가 몰리면서 대표적인 아시아
아메리칸 타운으로 변모했다. 최근에는 조선족이 코리아타운과 차이나타
운을 중심으로 정착하면서 점이공간을 형성해가고 있으며, 도시의 새로
운 경관을 조성해가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과 반이민정책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뉴욕과 플러싱의 역사성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해외 출
생 이민자가 많은 히스패닉과 아시안 커뮤니티에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
하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미국사회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낮은 아시아
계 이민자의 커뮤니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플러싱의 아시안 커뮤
니티에서는 민권센터가 중심이 되어 한인 뿐 아니라 아시아계 이민자의
권익옹호와 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반적으
로 미국에서 아시아계 이민자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치력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특히 플러싱의 아시안 커뮤니티는 각 민족
집단 간의 교류와 연대를 활성화하고, 유권자 등록과 적극적인 투표참여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성가를 이 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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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17년 4월에
한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행정지 이다. 이
는 미국 상 과 미국 노동자를 최 선시 한다는 원 이다. 이로 인해 대 시
으로 서 미 자에 대한 단 이 행하고 있으 , 시코국경에서
한단 과장
이이
지고 있다.

도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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