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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내 최대규모의 아시안 태평양 아메리칸 시민 참여행사
9 월 21 일 행사에는 투표권 등록 권장행사와 주지사 입후보의 토론회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올해 선거는 시민들의 관심속에 소수민족중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워싱턴주의
수천명의 아시안 태평양 아메리칸인들이 2012 년 9 월 21 일, 아시안 아메리칸 회담을 위하여
타코마에 모입니다.
이번 회담을 준비한 Asian Pacific Islander Coalition(APIC)은 이번 회담이 미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킹카운티의 APIC 회장인 다이앤 나라사키는 “ 우리는 우리의 다민족 문화를 기념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보다 민주적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모임을 마련하였습니다.”라고 전합니다. 그는 또한 “ 이번 회담에서는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영향력과 단결력 그리고 다양함을 보여줄 것이며 커뮤티니의 2012 년 투표참여를
장려할 것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아시안 태평양인들의 문화행사와 단체들, 비지니스들을 소개할 것이며, 20 개의
언어들을 구사하는 투표 등록인들이 비 등록인들의 투표 등록을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주지사 입후보들 회담의 실시간 통역이 제공됩니다.
제이 인슬리측은 이번행사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여 왔으나 랍 맥캔나 측에서는 불참석을
통보하였습니다. 입후보는 아시안 태평양 아메리칸들에게 끼치는 중대한 안건들에 대해 대답을
하게될 것입니다.
기조 연설자로는 현재 워싱턴 D.C 의 아시안 아메리칸의 권리센터의 회장이자 몽(Hmong) 여성
최초로 주상원의원으로 채택된 미 무와씨가 참석할 것입니다.
킹, 피어스, 스노호미쉬, 야키마, 스포켄 그리고 설스턴 카운티를 포함한 워싱턴 주 전역에서 모일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60 개가 넘는 단체들이 참석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누가: 모든 아시안 태평양 아시안인들을 위한 무료이벤트(이민자들, 망명자들, 미국내 태어난
청년들과 성인들 노인들 포함)

ASIAN PACIFIC ISLANDER COALITION OF WASHINGTON STATE
c/o 3639 Martin Luther King Jr. Way S., Seattle, WA 98144 | www.apicwa.org

무엇을: 2012 년 아시안 태평양 어메리칸 회담: 단결 축하와 시민참여 권장
언제: 2012 년 9 월 21 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3 시까지.
어디서: Tacoma Dome Exhibition Hall(타코마 돔 전시관)
웹사이트: www.apicwa.org/summit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여기로 연락해주십시오:
Diane Narasaki - King County, dianen@acrs.org, 206-695-7600
Faaluaina Pritchard - Pierce County, 253-383-3900 | Lin Crowley - South Puget Sound, 360-888-6243
Brian Lock - South Puget Sound, 360-771-2398 | Dori Peralta Baker - Yakima Valley, 509-945-0891
Vang Xiong X. Toyed – Spokane, 509-869-5660 | Kim Le - Southwest Washington, 360-521-5420
Van Dinh Kuno - Snohomish County, 425-388-9312
###
Asian Pacific Islander Coalition(APIC)은 워싱턴주내의 이민자, 망명자,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아시안 태평양 아메리칸들이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공평하게 사회복지혜택, 자영업
비지니스를 위한 혜택, 교육혜택과 시민권리나 다른 문제들의 해결방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