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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인구현황   4-7-2018     원 보이스 미전도 민족 선교 자료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one-voice-ethnic-missions.com 의 “Ethnic Data” 페이지 참고 

1. 미국내 민족/언어그룹  
 

미국내 1,265 개 민족그룹 존재 

이 중 343 개 민족그룹이 미전도 종족 (UPG, unreached people group-기독교인이 2%미만) 

191 개 민족그룹은 복음을 한번도 접하지 못한 미접촉그룹(UUPG, unreached and unengaged) 

(IMB, International Mission Board; www.peoplegroups.org) 보고) 

 

미국내에 327 개 언어그룹이 존재 

이중 215 개 언어그룹이 캘리포니아에 거주 

(www.peoplegroups.org; U.S. Census Bureau, 2006-2008 American Community Survey) 

 

5 세이상 캘리포니아 인구 중 1,400 만이상(14,751,000, 해당인구의 43.1%)이  

가정에서 영어외에 다른 언어 구사  

베이지역 5 세이상 인구의 절반이 이중언어 사용: 미래의 선교자원 

San Francisco 전체인구의 44.2% (342,000 명),  

San Jose 인구의 55.5 % (489,000 명) 

(American Community Survey 2009, U.S. Census Bureau “Nativity by Language Spoken at Home by Ability to 

Speak English for the Population 5 Years and Over”) 

 

2. 급변하는 미국내 이민자 (foreign-born) 인구  
 

2014 년, 미국내 이민자 4,200 만; 전미국 인구 3 억(318.9 million)의 13.3% 

1 년사이 (2013-2014), 100 만명이 증가  

(www.migrationpolicy.org/article/frequently-requested-statistics-immigrants-and-immigration-united-states) 
 

1,280 만명 아시안 이민자 (2014); 미국 전체 이민자 4,200 만명의 30%.  

(http://www.migrationpolicy.org/article/asian-immigrants-united-states) 
 

2044 년, 전미국 소수민족인구(minorities)가 전체의 50.3% 차지 

(Census Bureau) 

 

3. 인도 이민자 급증 
 

미국내 가장 빨리 성장하는 이민자집단 (국가별) – 인도 3 위 (1 위 멕시코, 2 위 중국) 

인도 이민자 10 년새 (2000-2010) 74% 증가 (100 만에서 170 만) 

 (http://www.migrationpolicy.org/article/indian-immigrants-united-state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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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 380,700 인도이민자 (미국전체 190 만명 인도 이민자의 21%) 

(http://www.migrationpolicy.org/article/indian-immigrants-united-states-0#1) 
 

베이지역 (9 개 county) 전체 인도 이민자 244,493 (한인 이민자는 72,721) 

(Census 2010) 

 

 

4. 급변하는 켈리포니아, 베이지역 인구 

2014 년 기준, 이민자 인구 1,050 만명이 캘리포니아 거주  

이는 전체 캘리포니아 인구 37,253,956 (2010 Census)의 28%   

미국 전체 이민자 4 천만명의 1/4 이 캘리포니아에 거주 

참고: 이민자 숫자 Texas 와 New York (각각 450 만), Florida (4 백만), New Jersey (2 백만)  

(http://www.migrationpolicy.org/article/frequently-requested-statistics-immigrants-and-immigration-united-

states#Immigrant Population Change over Time)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베이지역이 가장 빠른 인구증가율 

(2010-2014 사이 연인구증가율: 내지 inland 0.76%, 해안 coastal 0.77%, 베이지역 1%) 

베이지역 총인구 7 백만명 (7,150,739;  Census 2010) 중 

70 여개국출신의 외국출생 이민자 2 백만명 (2,098,331)이 거주 

베이지역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수준 

 (Public Policy Institute of California, www.ppic.org) 

 

 

5. 이민자 자녀 (18세 미만) 
 

2015 년, 미국 전체 이민자 자녀 17,866,000—전미국 18 세미만 인구의 25.5% 

(비이민자 가정 자녀 52,079,000) 

 

2015 년, 캘리포니아 이민자 자녀 4,313,000—전체 캘리포니아 18 세미만 인구의 49.6% 

(캘리포니아 비이민자 가정 자녀 4,389,000) 

(http://www.migrationpolicy.org) 

 

2020 년, 전미국 18 세 이하 인구의 절반이상 (50.2%)이 소수민족 (minorities) 자녀들 

(Census Bure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