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의 반 이민법을 조지아 주(州)에도 도입? 경제적 형편이 안됩니다!
최근 애리조나 주(州)는 상원법안 1070 (Senate Bill 1070 혹은 SB 1070로 지칭됨)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법안 1070은 특히, 지역 경찰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시민권자 및 영
주권자를 가리지 않고 “불법자”라고 의심되는 사람 누구든지 구금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이 법안은 또한 일반 시민들에게도, 경찰이 반 이민법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그러한 경찰들을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상원법안 1070의 주요 조항들이 미
국 헌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연방 판사는 이 법안의 주요 조항들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조지아 주(州) 입법부에서는 우리 주에도 애리조
나와 비슷한 반 이민법 (구 하원 의안 87)을 통과시켰습니다.
•

반 이민법 도입에 따르는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큽니다.
미국 진보 센터 (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독자적인 조사에 의하면, 상원법안 1070으
로 인하여 애리조나는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약1억 4천만 달러($)의 재정적 손실을 입었
으며, 앞으로도 총 7억 5천만 달러($)의 재정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
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의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법안을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

조지아 주에서 두 번째로 큰 사업인 관광사업이 입게 될 피해가 너무 큽니다.
SB 1070이 통과된 후 첫 몇 달 동안만 해도, 애리조나는 4천5백만 달러($)의 컨벤션 (대규
모 회의) 수익 손실을 봤습니다. 컨벤션 사업과 관광 사업은 조지아 주의 주요사업 중 하나
입니다. 조지아에 있는 여러 개의 컨벤션 센터 중 하나인 조지아 세계 회의 센터 (Georgia
World Congress Center)는 2008년 한 해에 무려 26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그 수
익의 대부분은 관광객들로부터 벌어들여졌습니다 (UGA Selig Center Report/ 조지아 주립대
학교 Selig 센터 보고서). 컨벤션 사업이 입게 될 재정적 손실은 컨벤션 사업에만 국한된 것
이 아닙니다. 이 피해는 주변의 지역 사업에게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며 열
심히 일하는 조지아 주 시민들의 수천 개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입니다.

•

조지아 주가 갖게 될 반 이민적 이미지는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상원법안 1070이 통과 된 이래, 애리조나 주는 국내외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으며 불
매 운동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조지아는 우리 주의 인종 다양성, 다문화 그리고
친 경제적 환경 등의 장점을 내세우며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습
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애리조나와 비슷한 반 이민법이 조지아에도 도입된다면, 외국
기업과 사업들은 이민 정책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적고 더 우호적인 다른 주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지아 주의 치안이 더 불안해지는 것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국내의 주요 도시 서장들의 협회 (Major Cities Chiefs Association), 애리조나 경찰 서장 협회
(Arizona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그리고 국내 많은 지역 경찰 지도자들이 애리조나의
반 이민법에 반대하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상
원법안 1070이 그들의 주된 의무인 치안 유지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제한되어 있는 재정
및 인력, 그리고 소송에 대한 부당한 노출 등의 걱정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찰들이 우리 지
역사회와 신뢰를 쌓아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전적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찰들이
그들의 제한적인 재정 및 인력을 이민 단속이 아닌 범죄 단속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민 단속은 지역 경찰의 의무가 아닌 미국 연방 정부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

이민 단속 집행을 위해 더 이상의 세금을 낼 수 없습니다.
이민 단속의 임무는 주로 미국 연방정부에게 일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방정부가 이민
단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미 연방정부에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주 정부까지 이민법을
만들어 이민 단속을 하게 될 경우, 주 정부가 이민단속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경찰 훈련, 자
동차 장비 구축 그리고 소송에 드는 비용 등은 주 정부 예산에서 지출될 것입니다. 이미 이
민 단속에 대한 세금을 연방정부에게 지불하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 우리
경찰 그리고 우리들의 사업에 써야 할 예산을 깎아 가면서까지 주 정부의 이민 단속을 재정
적으로 지원해줄 형편이 못 됩니다.

•

헌법에 반하는 인종 편견 수사(Racial Profiling)는 조지아 주에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미국 헌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애리조나 주의 반 이민법 조항들이 연방 법원 판사에 의해
이미 금지된 상태입니다. 오로지 사람의 피부 색과 영어 발음으로 그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
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조지아 주는 미국 내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인구
성장이 가장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민자들은 조지아 주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며, 우리는 그러한 이민자들을 이웃으로 환영하며 감싸줘야 합니다. 우리의 오래
된 사회 정의의 역사에 입각하여, 우리는 이민정책을 보다 인간적인 면에서 접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홈페이지 www.advancingjustice-altanta.org를 방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