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st ‡ Pray ‡ Act

Fast for Families Across America
•••

이민 가족을 위한 금식 캠페인, 대륙횡단: 아태계 이민자의 목소리를 높이자!
참여 방법
지역및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우리의 목적:
• 지역 의원들에게 전화하여 상식적인 이민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청한다.
• 붕괴된 이민 정책때문에 일어나는 도덕성의 혼란을 강조한다.
• 우리 사회에서 이민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통과 희생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인다.
1. 여러분의 도시와 주에서 할 수 있는 이민 가족을 위한 금식캠페인 참여
내용: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활동 가능
주요 활동:
− 의원 사무실 방문
− 매일 저녁 시간에 하는 커뮤니티 회의 참석
− 간담회등 추진위원회가 기획하는 추가 활동
참여 방법:
의회를 방문하여 아태계 이민자들의 애환을 이야기하거나 이민 가족 금식 캠페인
행사에서 연설한다.
− 이 문구를 삽입하여 사진을 찍고 여러 사람에게 알린다.
A. 트위터 (샘플)
@nakasec _____ 	
  #fast4families #timeisnow#citizenshipnow
@nakasec_____ #fast4families #AAPIs4Families
또는
_____ @nakasec
B. 페이스북(샘플)
@nakasec _____
C. 이메일
“Fast4Families AAPI Immigration Stories Alert!”라는 제목을
붙여서(eakessel@nakasec.org) 로 이메일 한다.
기간:
− 가족을 위한 금식 캠페인 버스가 정차하는 가까운 지역을 찾으시려면 Fast 4
Families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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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래와 사람과 장소 등에서 금식 행사를 조직하거나 참여 가능:
− 동거인, 가족, 또는 친구
− 학교나 직장
− 예배장소
− 이 메세지를 삽입한 사진을 찍어 사람들에게 알린다.
A. 트위터(샘플)
@nakasec _____ 	
  #fast4families #timeisnow#citizenshipnow
@nakasec_____ #fast4families #WheelsOnTheBusGoAAPI
또는
_____ @nakasec
B. 페이스북(샘플)
@nakasec _____
C. 이메일
“Fast4Families AAPI Immigration Stories Alert!” 라는 제목을 붙혀서
(eakessel@nakasec.org) 에게 이메일 한다.

3. 아태계 이민자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알린다.
− 자신의 이야기를 개인 블로거에 올리거나 Stand with Families 웹사이트를 통해서
알린다.
− 자신의 이야기에 “Fast4Families AAPI Immigration Story Alert!” 라는 제목을
붙여서(eakessel@nakasec.org) 로 이메일 한다.
4. 뵈이너 하원 의장에게 전화하기: 202-255-0600 에 전화하여 이민 개혁안을 표결할
것을 촉구한다.
Sample script: “As a member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 am calling
upon you, Speaker Boehner, to have a heart for Asian American immigrant families
and put a bill to the floor for a vote! 2014 is the year for commonsense immigration
reform with a path to citizenship and a legislative fix to the inhumane family
backlogs.”
전화 내용(샘플): “2014 에는 시민권 취득 경로가 담긴 상식적인 이민개혁안이 통과되고
비 인간적인 가족 이민 적체를 해결해만 합니다. 나는 (예: 한인) 커뮤니티의 한 사람으로
뵈이너 의장이 이런 아태계 이민자 가정의 염원을 묵살하지 말고 받드시 올해안에 의민
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5. 아태계 언어로 이민 가족을 위한 금식 캠페인 자료를 번역해 주실분을 찾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Fast4Families AAPI Translation Support!” 라는 제목으로 Emily
Kessel (eakessel@nakasec.org)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6.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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