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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브롱크스의 이민자 아버지에게 사면 승인
10 년 이전에 있었던 경범죄, 비폭력 위반으로 인해 임박한 추방에 직면한 브롱크스의
Baba Sillah 사면 발표

Andrew Cuomo 주지사는 오늘, 10 년 이상 사회 일원으로 기여하고 범죄 없이 지냈지만
현재 연방 정부에 의해 추방 대상이 된, 다섯 명의 미성년자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Sillah 씨는 감비아의 억압적인 아버지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22 세의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했고,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미국에서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다섯 명의 아이를 두었습니다. 그는
방문자로서 이 땅에 입국했기 때문에 무면허로 일을 하거나 옷과 용품을 팔 수 없었고,
여러 차례 하급 경범죄와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포터로서 직장을
구했고, 15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15 년 동안 세금을 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rump 대통령이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벽을
쌓는데 사로잡힌 동안, 뉴욕 가족들은 다양성이 우리의 강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민과 정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방식이며, Sillah 씨는 그와 가족과 함께 지낼 자격이
있는 다섯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Sillah 씨는 통상적인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에 출석한 뒤, 1 월부터 17 년을 지시받은 대로 구금되었습니다. 현재 뉴저지의 커니
카운티에 있는 허드슨 교도소(Hudson Correctional Facility)에 수감된 그는 최근에 뉴욕
정부에 사면 신청을 하였습니다. 2 월 말에 그의 처분이 예정된 후, 연방 지방 법원에 긴급
신청으로 그의 추방은 유예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으로 금요일에 이 법원에 출두하여,
그의 추방이 계속 유예되어야 한다는 추가 증거로 사면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법원이 Sillah 씨의 편을 들어준다면, 이 사면으로 그는 추방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를 통한 귀화를 할 수 있는 입국거절 면제(waiver of inadmissibility)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 서비스 노동 조합 소속 로컬 32BJ(32BJ SEIU)의 Hector Figueroa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Cuomo 주지사가 사면을 발표하고, Baba Sillah 씨는 그의 가족에
다시 속해야 하는 열심히 일하는 뉴욕 주민이라는 것을 이민 관리 당국에 보여주신 것을

칭찬드립니다. 우리는 그에게 의존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와 그의 가족을 계속 지지할 것입니다.”
뉴욕주 호텔 노동조합 협의회(New York Hotel Trades Council)의 Peter Ward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면을 발표한 Cuomo 주지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Baba Sillah 씨와 그의 부인 Mamou 씨 모두는 뉴욕주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일하는 노조원입니다. 그들은 함께 있을 자격이 있으며,
Cuomo 주지사의 사면은 그들이 기본적인 존엄성을 되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1993 년 Sillah 씨는 감비아의 억압적인 아버지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22 세의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했고,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미국에서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방문자로서 이 땅에 입국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직업이
없고, 만일 그가 장래의 고용주들에게 그의 이민 신분을 알려준다면 추방당할 것을
두려워한, Sillah 씨는 5 년 동안 맨해튼 중심가에서 무면허로 옷과 다른 용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Sillah 씨는 여러 하급의 경범죄와 무면허 판매와 관련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Sillah 씨가 47 세가 되었을 때 결국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감독 명령 아래 근로
허가증을 받을 수 있었고 11 년 동안 범죄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뉴욕 주민으로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생활에 전념하고 있던, Sillah 씨는 포터로서 15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근무하면서 세금을 냈습니다. 그는 또한 국제 서비스 노동 조합 소속 로컬
32BJ(32BJ SEIU)의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와 하우스키퍼인 그의 부인
Mamou 씨는 다섯 명의 미성년 아이들을 돌보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중 셋은 Sillah 씨와
이전 관계에서 태어났지만 Baba 를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Sillah 씨는 아들이 선고받은
의료적 요구를 위해 필요한 교통수단, 보육 및 건강 보험을 제공합니다. 만약 그가
추방된다면, Sillah 가족은 필요한 수입뿐만 아니라 보육과 지원의 중요한 원천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이자, 남편이자, 이민자이자, 뉴욕 주민인 Sillah 씨를 이미 실형을 살고 명백히
벗어난 이러한 행위를 근거로 추방하는 것은 심각한 불의가 될 것입니다. 이 사면은 Baba
Sillah 씨가 삶의 절반을 집이라고 부르는 이 나라에서 머물 가능성을 허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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