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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서류 미비자들이 처음 

미국으로 이주했을 때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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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미국에서는 대략 5 백만명의 서류 미비자 아이들과 젊은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24%(1.1 백만명)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다.1 이중의 많은 청년들은 시민권을 

획득하고 대학에 진학하여, 자신들의 재능와 자격증을 미국 사회를 위해 기여하고 싶어한다. 이  

연구서는 캘리포니아 이민 단체들에 속해있는 서류 미비자 청년 리더들의 경험들을 간단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이들이 다재다능한 인재들이며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그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 청년 들도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들이 사회 경제에 이바지 할수있게 도움을 줄수있는 정책들을 추천하고자 한다. 

 

캘리포니아 주의 서류 미비자 청년 

리더들은 누구인가? 
이 연구서는 대학생들이나, 캘리포니아 이민 단체에 

속해있는, 18 세 이상 되는 청년들의 경험을 토대로 

적성되었다. 이 리더들이 모든 서류 미비자 주민들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이들은 다른 서류 미비자 주민들과 

비슷한 소득층이며 같은 민족들이다. 연구에 참가한 서류 

미비자 학생들은 대부분 미성년자였을때 미국으로 

이주했다. Figure 1 이 보여주듯이 반 이상이 5 살이 되기 

전에 이민을 왔으며, 84%가 12 세 이하 였을때 왔다. 이 

청년 리더들은 주로 멕시코와 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태평양 섬나라들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중에서 

여성들이 58%로 남성들 보다 더 많다.  
 

 

 

 

 

 

 

서류 미비자  

캘리포니아의 젊은 리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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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서는 California Young Adult Study 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California 

Young Adult Study 는 성인이 되어가는 캘리포니아 거주자들이 겪는 중등과정 후의 

교육 경험, 취업 경험, 그리고 시민 참여 경험들에 대한 연구조사이다. 정확히 이 

연구 보고서는 이민 단체에 속해있는 410 명의 서류 미비자들을 대상으로한 웹 

설문조사 결과이다. 우리는 이 서류 미비자 리더들의 경험과 17 세전에  

고등학교를 캘리포니아에서 다닌 청년들을 대표하는 랜덤 샘플 2,200 명의 

경험들을 비교해봤다. 이 연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통해 

찾을수있다:  http://www-bcf.usc.edu/~vterriqu/ 

 

1이 수 는 미성년자와 18-29 세의 서류 미비자들을 모두 합한 수이다.  

 

정보제공: California Young Adult Study 서류 

미비자 청년 샘플 수 =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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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California Young Adult Study 2011-12. 서류 미비자 청년 

리더 샘플 수 = 410. 일반 인구 샘플 수 = 2200. 

 

공헌과 업적들 

서류 미비자 청년 리더들은 자신의 이민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성공하기를 원한다. 

이들은 뛰어난 학생들이다. Figure 2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이들 대부분이 

고등학교 때 평균 이상의 성적을 

유지했으며 대중 청년들보다 교육열이 

높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청년들의 

직업적 열망도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다. 

서류 미비자 리더의 89%는 4 년 학사 

학위를 필요로하는 직업을 원한다고 

답변한 반면, 겨우 60%의 일반인들이 

그렇다고 말했다. 서류 미비자 청년들의 

이런 높은 기대는 79%의 일반 대중에 

비해 그들의 95%가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점과 연관이 있다.  

 

 

 

 

이들의 커뮤니티 단체 멤버쉽과 교육적 

성과는 이 청년 리더들의 시민 참여를 

촉진했다. 이처럼 합법 체류 신분이 없는 

젋은 리더들은 자신들의 또래들에 비해 

학교와 사회에 더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Figure 3 은 이 두 그룹의 시민  

참여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이들은 

대중에 비해 작년 한해 거의 두 배나 

많이 봉사활동을 했다. 또, 서류 미비자  

청년들의 82%가 사회적인 이슈를 위해 

일한다고 보고된 반면에, 일반 

대중인들은 27%가 그렇다고 말했다. 

더구나, 합법 체류 신분이 없는 젊은 

리더들은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높았다. 그들은 일반 

대중에 비해 자신들이 “커뮤니티, 또는 

더 넓은 사회에 변화를 줄수있다” 는 

말에 더 많이 동의했다. 서류 미비자 리더들의 적극적인 시민 참여는 그들이 미국에서 

느끼는 소속감을 나타낸다고 본다. 

  

정보제공: California Young Adult Study 2011-12. 서류 미비자 

청년 리더 샘플 수 = 410. 일반 인구 샘플 수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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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련과 제한된 기회들 

합법 서류를 받는길을 막는 장애물들이 이들의 가족들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며, 

또한 주택비, 의료 보험료, 그리고 교육비등을 지불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런 환경에서 

결과적으로 서류 비미자 청년들은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Figure 4 가 

보여주듯이, 일반 청년들의 38%에 비해 서류 미비자 청년 10 명 중 9 명은 (고등학교때 

저렴한 점심혜택을 받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소득층 출신이다. 그 뿐 아니라 

일반 대중의 19%에 비해 68%의 서류 미비자 청년들이 작년에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을 

내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대중의 26%가 의료 보험이 없다고 한 반면, 서류 

미비자 청년 리더들의 74%가 그렇다고 보고하였다. 전반적으로 모든 캘리포니아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교육비를 부담하기는 쉽지 않다. 놀랍게도 일반인들 중에서도 대학에 

등록한 68%가 교육비로 인해 자신들과가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으나, 

서류 미비자 리더들에게 물었을 때 이 숫자는 거의 91%로 뛰었다. 

 

 

 

 

 

 

 

 

 
 

추천 정책 
California Young Adult Study (CYAS)의 연구결과는 캘리포니아의 서류 미비자 청년 

리더들의 교육적 성과와 사회적 공헌을 보여준다. 이들같은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불안정한 이민 신분과 가난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더 높은 교육을 추구하며 놀랄만큼 

자신들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리더들과 이들같은 사람들의 미래 교육, 건강, 그리고 경제적인 기여에 영향을 

미칠수있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올린다: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In-State 학비를 받을 자격을 보호해야 한다 

Assembly Bill 540 은 캘리포니아에서 3 년 이상 고등학교를 다녔고 졸업 

하였거나 고등학교 검정고시 (GED)를 통과했으며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공립 대학교에 

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가주 학비를 허락해주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없이는 

많은 서류 미비자 학생들이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없다. 

 

  

정보제공: California Young 

Adult Study 

2Donato, Katherine M., and Amada Armenta. 2011. “What We Know About Unauthorized Migra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37:529-43; 
Passel, Jeffery S., and D’Vera Cohn. 2009. A Portrait of Unauthorized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Pew Hispanic Center; 
Fortuny, Karina, Randolph Capps, and Jeffrey S. Passel. 2007. The Characteristics of Unauthorized Immigrants in California, Los Angeles 
County, and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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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과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 연구 결과는 많은 학생 리더들이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11 년에 바뀐 제도들이 이 서류 미비자들을 위한 학자금 

지원 방도 몇몇들을 마련했다. Assembly Bill 130 은 서류 미비자 학생들이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으면 공립 대학교에서 사립 학자금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또한, Assembly Bill 131 은 서류 미비자 학생들이 Board of Governors Fee 

Waiver 를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대학교에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며 Cal Grant 와 

같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원하는 공립 학자금 프로그램들에 신청할수 있게 했다.3 

Assembly Bill 131 에 따르면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서류 미비자 학생들은 Cal 

Grant 를 받을수있다. 하지만 이들은 자격이 되는 모든 미국 시민들이 지원을 받은 

후에만 성과를 기준으로한 Cal Grant 만 받을수 있도록 되어있다. 우리는자격이되는 

모든 저소득과 중소득층의 학생들이 이민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캘리포니아 주의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예산이 이 분야에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와 대학 카운셀러, 선생님, 학교행정관, 그리고 부모님과 학생들이 모두 

학자금 지원 신청에 대하여 알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Assembly Bill 130 과 131 에 

추가되고 시행 되어야 한다고 본다. 

 

합법 체류 신분이 없는 청년들이 시민권을 받을수있는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 연구가 보여주듯이, 서류 미비자 청년 리더들은 직업과 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갖고 있으며 자신들의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의 경제는 이들의 교육에 투자한 만큼의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2 년 6 월에 발표한 임시 취업 허가는 이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 중 

몇몇 장애물만 해결해주는 단기적인 대책이다. 서류 미비자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제적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의 거주자들과 선출된 임원들이 드림 

법안과 같은 미국 학교에서 교육받은 자들 에게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연방제 

재정법들을 추진해야 한다. 합법적인 영구 신분은 서류 미비자 청년들의 장기적인 

기여를 증가시킬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미래 – 그리고 우리 나라의 미래 – 는미국에서 자란 모든 젊은 사람들이 

교육, 합법적인 취업, 그리고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변화시키며 성공을 꿈꾸는 젊은 

미국인들이며, 법적으로도 그렇게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 

 

3 DREAM Act 라고도 알려진 Assembly Bill 130 와 131 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는 이 사이트에서 구할수있다: 
http://www.csac.ca.gov/dream_act.asp 

 

이 연구서는 Pathways to Postsecondary Success Project at 

UC ACCORD (All Campus Consortium on Research for 

Diversity) 와 USC Center for the Study of Immigrant 

Integration 이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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