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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미국 최초로 공공-민간 권리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 발족 

  
100 만 달러 이상의 이 공공 민간 투자는 주 이민자들의 긴급한 법률 수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 
  

뉴욕 카네기 재단(Carnegie Corporation of New York)과 포드 재단(Ford 
Foundation)이 권리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에 재정 지원 제공 예정 

 
230 개의 민간 로펌, 법학과, 변호사 협회 및 변호 단체가 이민자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에 동참할 것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이민자 지원 비영리단체의 지원 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미국 최초의 이민자 사법 방어 이니셔티브인 권리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를 발족하였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국선 변호사, 로스쿨 학생 및 법률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뉴욕 주 이민자들에게 그들의 체류 자격과는 무관하게 법률 지원 및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0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지원 받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뉴욕주 국무부(New York Department of State)와 헌신적인 자선 단체 

두 곳인 뉴욕 카네기 재단(Carnegie Corporation of New York), 포드 재단(Ford 

Foundation)과 주 전역 변호 단체 및 법인 182개와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입니다. 최근 

이민 정책의 변경으로 위협받는 이민자들에게 국선 변호 및 추가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뉴욕주 이주자 지원국(State’s Office for New Americans)이 민간 로펌, 대학의 

법학과, 변호사협회 및 변호 협회를 조율하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기회의 등대입니다. 

이민자들은 언제나 이 위대한 주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모든 

뉴욕 주민들은 법률에 의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최초의 권리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는 이민자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우리 

주가 자유의 여신상이 상징하는 가치에 부합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이 관리하는 중앙 부서를 통해, 권리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는 다음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 국선 변호인, 기타 법률 전문가 및 로스쿨 학생 네트워크를 통해 뉴욕주 이민자 

법률 지원 및 대리 서비스 제공. 

• 국외 추방 소송 시 이민자 지원. 

• 취업 허가, 합법적 영주권(그린카드로 알려진) 및 임시 체류 자격 신청서 작성 지원. 

•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한 부모를 돕기 위한 파견 및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이 구금 또는 추방 될 경우, 적절한 양식을 작성하고 자녀 돌봄 비상 계획을 

준비. 이는 뉴욕주 이주자 지원국(State Office for New Americans) 운영하는 

뉴욕주 전역의 센터에서 이미 시행 중인 지원 사업을 개선할 것입니다. 

카네기 재단(Carnegie Corporation)과 포드 재단(Ford Foundation)은 이러한 노력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해 왔습니다. 카네기 재단(Carnegie Corporation)은 이민자들의 시민 

통합으로 다원적 민주주의를 육성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으며,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에 대한 포드 재단(Ford Foundation)의 오랜 노력은 뉴욕주를 모든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공정한 장소로 만들기 위한 주지사의 노력과도 일치합니다.  

 

뉴욕시 외부 지역의 이민 변호사의 희소성을 인식하여, 이 프로젝트는 또한 Equal 

Justice Works와 파트너십을 맺어 법률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이민자 인구 비율이 높은 

커뮤니티에 약 20명의 신규 변호사와 100명 이상의 로스쿨 학생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 변호사들은 뉴욕주 이민자들이 이민 신분을 변경하는 동안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전임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민자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뉴욕주 이주자 지원국(State’s Office 

for New Americans)이 주 전역의 변호 단체 182개, 로스쿨 14곳, 로펌 21개 및 

변호사협회 14개를 조율하게 됩니다. 200명 이상의 노련한 변호사와 법률 보조원들이 

시간을 할애하여 협업함으로써 이민자들이 자신의 법적 선택권을 분명히 인식하고 또 

대표권을 더 쉽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향후 몇 달간,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이 실시하는 “권리 알기(know-your-rights)” 캠페인의 일환으로, 자원 봉사 

변호사들이 주 전역을 돌며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이 이니셔티브는 최근 이민 정책의 변화로 위협받는 이민자들이 좀 더 쉽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카톨릭 자선 (Catholic Charities) 단체와 같은 

저명한 뉴욕주 파트너 및 이민 변호사들에게 의존합니다. 그들은 자원 봉사 변호사의 

참여를 조직하고 이 중요한 이니셔티브에 기타 지원 및 지침을 제공하는 작업을 도울 

예정입니다. 

 

 



 

 

뉴욕주 국무장관 Rossana Rosado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이민자들은 우리 

주의 풍부한 시민 정신과 사회적 다양성의 중심입니다. 법적 대리는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권리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는 어려움에 처한 이민자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지원에 대한 카네기 재단(Carnegie 

Corporation)과 포드 재단(Ford Foundation)의 지원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포드 재단(Ford Foundation) 이사장 Darren Walker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리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 설립이라는 혁신적 발걸음을 내딛은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에 찬사를 보냅니다. 지난 50년 동안 이민자들을 위한 Ford의 노력은 

취약한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호하기 위한 법치주의의 중요성은 창립 이후 미래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카네기 재단(Carnegie Corporation)의 미국 민주주의와 특별 기회 기금(U.S. 

Democracy and Special Opportunities Fund) 프로그램 디렉터인 Geri Mannio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카네기 재단(Carnegie Corporation of New York)은 미국 

민주주의와 우리 경제의 활력에 필수적인 가치로서, 오랫동안 이민자 통합을 지원해 

왔습니다. Equal Justice Works의 지원과 뉴욕주 이민자 수호 프로젝트(Immigrant 

Defense Project)는 이 불확실한 정치적 대립의 시기에 어려움에 처한 커뮤니티에 중요한 

법률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뉴욕주 변호사협회(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NYSBA) 의장 Claire P. 

Gutekunst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민자들은 모든 뉴욕주 지역사회의 핵심입니다. 이 

중 일부는 현재 가족, 직장 및 고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뉴욕주 변호사협회는 뉴욕주의 어려움에 

처한 이민자들에게 법률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지사의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민자 대표 위원회의 사전 작업에 기초하여, NYSBA는 이민자를 

무료 변론하는 변화사를 고용하고 자원 봉사 변호사에게 적절한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것입니다.” 

 

뉴욕 대교구 카톨릭 자선단체(Catholic Charities of the Archdiocese of New York) 

전무 이사 몬시뇰 Kevin Sulliva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률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는 현재 이민자 커뮤니티 내부의 불안과 두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방 정책 변화로 인한 수요로 대응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기타 법률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업에 기반한 이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 이민자들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권리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 현재 파트너의 전체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단  

1. Carnegie Corporation 

2. Ford Foundation 

 

다음 10 개를 포함한 민간 로펌/법학과 21 개:  

1. Cadwalader, Wickersham & Taft LLP 

2. Cooley LLP 

3. Debevoise & Plimpton LLP 

4. Greenberg Traurig LLP 

5. Morrison & Foerster LLP 

6. Nixon Peabody LLP 

7. Ropes & Gray LLP 

8. Shearman & Sterling LLP 

9. Stroock & Stroock & Lavan LLP 

10. Wilmer Cutler Pickering Hale and Dorr LLP 

 

변호사/법률 협회  

1.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2. Asian American Bar Association of New York 

3. Association of Black Women Attorneys 

4. The Dominican Bar Association 

5. Hispanic National Bar Association (HNBA) – New York Regional Chapter 

6. Korean American Lawyers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7. The LGBT Bar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LeGaL) 

8. Latino Lawyers Association of Queens County 

9. Long Island Hispanic Bar Association 

10. Metropolitan Black Bar Association 

11. New York City Bar Association 

12.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13. Puerto Rican Bar Association 

14. South Asian Bar Association of New York 

 

로스쿨  

1. Albany Law School 

2. Brooklyn Law School 

3. Columbia Law School 

4. Cornell Law School 



 

 

5. CUNY School of Law 

6.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7. School of Law at Hofstra University 

8. New York Law School 

9. Pace Law School 

10. St. John’s University School of Law 

11.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12. Touro College Touro Law Center 

13. University at Buffalo School of Law 

 

변호 단체  

1. 27 New York State Office for New American Opportunity Centers 

2. Cypress Hills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3. Immigrant Justice Corps 

4. 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 (150 회원) 

5. Probono.net 

6. Safe Passage 

 

미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는 이민자들을 위해 일하는 국선 변호사가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훈련 및 봉사활동 행사를 주최함으로써 권리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를 시행합니다:  

1. 2017년 4월 10일 – T 비자 보안 교육 

2. 2017년 4월 12일 – 가족 안전 계획: 서류 미비 아동 보호 

3. 2017년 4월 13일 – 이민법 설문 조사 

4. 2017년 5월 18일 – 이민자 범죄 기록의 법적 결과 

5. 2017년 5월 24일 – 가족 기반 이민법 

6. 2017년 6월 19일 – 강제 추방 방어 

7. 2017년 8월 17일 – 이민 법률 서비스 사기 방지 

8. 2017년 9월 15일 - 이민법 설문조사 

9. 2017년 10월 12일 – 이민 법원 내 향후 이슈 

10. 2017년 11월 - 이민 법원 훈련 2일 

11. 2017년 11월 12일 – 이민법 항소 

 

뉴욕 이민자 보호 

뉴욕주는 이민자들의 등대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 ONA)을 통해, 뉴욕주는 영어 수업, 시민 교육, 사업 

시작/성장 방법 및 귀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욕주 전역의 27개 커뮤니티 기반 센터 

네트워크로 이민자들이 뉴욕주 시민 및 경제 활동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ONA는 무료 핫라인 다중 언어 정보 센터와 새로운 미국 

이민자들에게 이용 가능한 자원을 안내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핫라인 



 

 

전화번호는 800-566-7636(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8시 운영(ET))이며, 

웹사이트 주소는 www.newamericans.ny.gov입니다. 

 

취임 이후, 주지사는 이민자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2011년, 주지사는 주 정부기관 전반에 걸쳐 언어 장벽 해소를 보장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지역의 법 집행기관이 추방 가능 대상자를 확인하는 것을 돕도록 

요구한 연방 프로그램에 우리 주가 참여하는 것을 정지시켰으며, 이민자들을 기만하는 

기관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률에 서명했고,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을 설립했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주에 있는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이 되도록 권장하고 지원하는 이 분야 최초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프로그램 

“NaturalizeNY”를 출범시켰습니다. 법무장관 재직 시, Cuomo 주지사는 이민 사기와 

싸우기 위해서도 일했으며, 이민자들을 기만하는 회사들을 성공적으로 조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시민권 법률을 활용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 주의 이민자 

집단을 대신하여 2,300만 달러가 넘는 법원의 판결과 합의 해결도 확보했습니다. 

 

뉴욕주는 440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의 본거지이며, 이는 뉴욕 주민 5명 중 1명에 

해당됩니다. 이민자들은 기업 소유자, 근로자, 소비자 및 납세자로서 우리 주의 경제에 

현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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