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온리 운전면허 법안들: 불법이며, 비용도 높고 시민에게 해롭습니다.
조지아주(州) 시민과 영주권자들이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영어 외의 언어로는 볼 수 없도록 하는 법안들
은 불법이며, 비용도 많이 들고 시민들에게 해롭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후원자들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서 영어-온리 법안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제한된 영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임시 도
로 표지판을 읽지 못하여 차 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의
현재, 조지아주의 운전면허
용되고 있는 3대 외국어는
들이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제공되고 있어도, 조지아주
간단한 영어를 읽고 이해할
•

필기 시험은 약 14개의 외국어로 제공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요청되어 사
한국어, 일어 그리고 스페인어입니다. 매달 약 5,000여명의 조지아주 시민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필기 시험이 다양한 외국어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도로주행 시험을 영어로 봐서 통과해야 하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어 온리 운전면허 법안들은 현행법에 반하는 법안이며, 우리 주(州)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연방 자금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법안입니다.

공민권법(公民權法) 제 6장 및 관련 대통령령은

연방 자금을 받는 기관이라면, 그 지역의 인구에 대한 제한된 영어 능력을 가진 사람들
(Limited English Proficient, 약자로 LEP)의 구성비율이 현저히 높을 경우, 그 구성
원들에게 외국어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어 온리 운전면허 시험 정책을 채택하
게 될 경우, 운전면허기관이 운영되는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연방 자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
한, 이러한 정책은 미국 헌법의 평등보호 조항들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영어 온리 운전면허 정책은 공중의 안정성을 증진시키지 않습니다. 예전의 영어 온리 운전면허
법안들은 어떠한 언어로도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문맹자에게 그리고 임시 운전면허 소지자들
에게 예외를 줬었습니다. 예외를 받는 문맹자나 임시 운전면허 소지자들 또한 임시 도로 표지판
을 읽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은 허용되었습니다. 더구나, 제한된
영어 능력을 가진 운전자들이 영어 능통자들에 비해 사고를 더 많이 일으킨다는 증거나 제한된
영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도로 표지판을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차 사고를 일으킨다는 증거 또
한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

미국 주(州)들 중 유일하게 조지아만 영구 운전면허자 들에게 외국어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주
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주(州)들이 제한된 영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운전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 어떠한 형태로든 외국어 지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민권
이민자들이 입법자들에게 오랜 차별과 평등하게 정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었던 역사에 근거하
여 제정된 법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탁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새로운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와 통합이 되고 활기가 넘치는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방법을 주어야 합
니다. 이 나라는 정부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그리고 평등권을 찾기 위해서 세워졌습니
다. 이 정책은 그러한 자유와 평등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

조지아주가 이민자들에게 비우호적이라는 평판을 얻는 것을 감수 할 수 없습니다. 조지아는 미국
내에서 가장 빠르게 아시아계 미국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주중에 하나이며, 아시아계 미국인
시민들이 우리 주로 더 많은 이민자들과 해외 아시아 사업들을 불러 옵니다. 조지아는 다인종
지역사회들 및 해외 사업자들에게 우리 주가 적대적이고 비우호적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상황이
아닙니다.

•

영어 온리 운전면허 정책은 는 수천 수만 명의 조지아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입니다.
조지
아에서는 매년 60,000명의 시민과 주민들이 필기 운전면허 시험을 영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정책이 법으로 통과될 경우, 수만 명의 조지아주 시민들에게,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자동차로 출근하지
못할 것이며, 자식들도 학교로 데려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운전해서 병원이나 영어를 배
우러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를 열거나, 각종 전기, 수도, 가스 및 기타 서비
스들을 신청하는데 사용되며, 가장 흔하게 주요 신분증으로 활용되는 운전면허증을 많은 조지아
주 시민들로부터 박탈해갈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홈페이지 www.aalegal.org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