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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ts from an impacted community
member: "We have achieved healthcare
[repealed 40 Quarters Rule], driver’s
privilege card, financial aid for undocu-
mented students and our voices are being
heard through Hamkae Center. It is very
challenging for us as undocumented
immigrants and it would have been so
much easier and faster if we learned
about Hamkae Center and the fight
for #Citizenship4All years ago.” 52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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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K+$32K+ 410410

individuals assisted with
naturalization services

multilingual texts sent to
Asian American voters

exit surveys from Asian
Americans collected

unique Asian American
callers to the office

individuals assisted with
healthcare access or referrals 

in individual giving
thi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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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age of state legislation to expand state financial
aid program eligibility to undocumented students

Virginia Department of Health and Virginia Employment Commission
developed new multilingual phone lines (beyond English and Spanish) 

Health services expanded to public health education, greater range of
benefits applications/referrals, and Vietnamese language outreach

Contributed to an 8% increase in Asian American early
voting turnout in 2021 elections from 2017 election

Published a comprehensive set of recommendations for
state and local agencies to improve language access 



버지니아 보건부와 버지니아 고용위원회는 새로

다국어 전화 (영어와 스페인어 이외)를 개설하고

202020
성과성과

이민문제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한 동포의 

말씀을 빌면: “우리는 건강보험 혜택과 운전 면허

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서류미비 학생들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우리의 목소리가

함께센터를 통해 전달되고 있어요. 서류미비

이민자의 삶은 여전히 힘들지만, 우리가 훨씬

전에 함께센터의 활동에 대해 접하고,

#모두를 위한 시민권 캠페인에 대해

알았더라면 좀더 쉽고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직활동 성과

연간 결산
보고서

103103
시민권 서비스를

받은 신청자의 수 

59025902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에게

보낸 다국어 문자메시지 수

410410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

출구조사 설문지 수

525525
아시안 아메리칸

주민 문의전화 수

238238
건강보험 신청이나 추천 관

서비스를 받은 신청자 수

$32K+$32K+
금년 후원금

212121
함께
센터

언론 보도언론 보도
리치몬드 타임스 디스패

인사이드 노바(NOVA)

워싱턴 한인 방송

워싱턴 한국일보

워싱턴 포스트

중앙일보

서류미비자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주 법안 통과

건강보험 서비스가 공공 보건 교육을 포함, 다양한 범위의

복지혜택 신청및 안내, 베트남어 언어 아웃리치 활동까지 확대됨

2021년 아시안 아메리칸의 조기 투표율이

    2017년에 비해 8% 증가에 기여함

주와 지역 정부에서 언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통합적인 추천안을 발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