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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 이민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PRO 

BONO)를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출범한다고 발표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 LDP)와 가톨릭 채러티스(Catholic 

Charities), 자원 봉사 변호사 및 법학과 학생들의 네트워크를 성장시키기 위해 제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의 

일환으로 뉴욕의 이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자원 

봉사자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무료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pro bono program)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와 뉴욕 

대교구의 가톨릭 채러티스(Catholic Charities)는 현재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뉴욕주 전 

지역의 이민자들에게 법률 구조를 제공하게 될 변호사 및 법학과 학생 네트워크를 

성장시키기 위해 제휴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또한 자원 봉사 변호사들 및 이민 

사례별 사회 복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위한 지지자들을 위한 교육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미국 이민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하고 있는 동안, 뉴욕은 이민자 가족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합법적인 도움과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양쪽의 법률 전문 지식을 결합한 사상 최초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확장된 프로그램으로 저희는 더욱 취약한 뉴욕 주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자원을 모으고, 더 많은 자원 봉사자자들을 참여시키며, 모든 사람을 위해 

정의로운 양질의 삶을 제공하려는 우리의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함께 모인 가톨릭 

채러티스(Catholic Charities)와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 파트너들께 감사드립니다.” 

 

Cuomo 주지사가 적대적인 연방 정부 정책에 대응하여 지난해에 설립한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는 이민자 신분에 관계없이 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민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미국 최초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최신 프로그램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와 자원을 확장하게 

됩니다. 



 

 

 

자유 수호 프로젝트(LDP)는 정보, 지역사회 봉사 활동, 권리 학습 세미나뿐만 아니라 

강제 퇴거 방어, 직접 진술, 상담, 신청 지원 그리고 기타 사항 등에 관한 필수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민관 파트너십은 Cuomo 주지사의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 ONA)에서 관리하고 가톨릭 채러티스(Catholic Charities)를 

비롯하여 뉴욕주 전 지역의 법률 회사, 법률 협회, 옹호 단체, 단기 대학, 종합 대학교, 

변호사협회(bar association) 등과의 공조하에 운영됩니다.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는 이미 지역사회 기반 그룹 47 곳의 네트워크를 통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개인에게 6,000 건이 넘는 무료 기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가 재정 지원한 이 프로그램은 용커스에 

있는 세인트 피터스-세인트 데니스 교구(Saint Peter’s-Saint Denis Parish)의 가톨릭 

채러티스(Catholic Charities)가 주최한 일일 무료 이민 법률 클리닉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민 관세 사무소(Immigrations and Customs Enforcement)와 연락하는 동안 

해야 하는 일에 대해 학습받을 권리와 이민자 가족이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Rossana Rosado 뉴욕주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를 통한 Cuomo 주지사님의 민관 파트너십은 포괄성과 공동체라는 

뉴욕주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공격을 받아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이 무료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pro bono 

program)을 통해 동료 뉴욕 주민들에게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모을 것입니다.” 

 

뉴욕의 가톨릭 채러티스(Catholic Charities of New York)의 몬시뇰 Kevin Sullivan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톨릭 채러티스(Catholic Charities)는 우리 주에서 

취약한 이민자들을 돕는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위해 뉴욕주와 파트너가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없이 많은 취약한 이민자들을 지원하면서 시작한 이 활동은 이제 

확장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용납할 수 없는 미사여구의 정책으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위기 때문에, 뉴욕주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한 이민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가톨릭 채러티스(Catholic Charities)가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무료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pro bono project)는 뉴욕에서 가장 취약한 이민자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변호사들에게 적절한 법률 수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자원 봉사 변호사들은 가톨릭 채러티스(Catholic Charities)와 이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전문 법률 교육, 지속적인 기술 지원,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멘토링 서비스 등을 지원받습니다. 

 



 

 

법률 문제에 있어 이민자들을 대리하기 위해 자원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이전의 이민 

경험은 필요하지 않으며, 제 2 언어가 유창하면 좋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대신 법률 

교육과 고강도의 멘토링 훈련을 받게 됩니다. 가톨릭 채러티스(Catholic Charities)의 

변호사 자원 봉사 기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온라인을 참조하시거나 

이메일 CCCSProBono@archny.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사는 최근 엘살바도르, 아이티, 니카라과 출신 개인에 대한 임시 보호 

상태(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를 종료시킨 Trump 행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계기로 자원 제공과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확대할 것을 주무부(Department of State)에 

지시했습니다. 현재 뉴욕주에 거주하고 있는 114,127 명의 엘살바도르인 중 16,200 명이 

임시 보호 상태(Temporary Protected Status) 수혜자입니다. 이들은 연방 정부의 임시 

보호 상태 인정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으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주무부(Department of State)의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 ONA)은 설립 

이후 20만 명이 넘는 이주자들의 귀화 과정을 도왔습니다. 이주자 지원국(ONA)은 또한 

이주자들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여 키워나가고, 영어를 배우며, 다양한 뉴욕 문화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543 명이 귀화 및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하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 뉴욕주 전 지역에서 타언어 사용자들을 위한 영어(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 ESOL) 수업에 31,780 명이 참여했습니다. 

• 4,161 명이 뉴욕 전 지역에서 기업가 정신 수업(entrepreneurship class)에 

참여했습니다. 

• 500 명이 실제 교실 수업에 참여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전화 기반의 영어 학습 

시스템인 셀-에드(Cell-Ed)를 통해 최소 20 시간의 영어 수업 과정을 마쳤습니다. 

• 1,540 명이 뉴욕주 전 지역에서 셀-에드(Cell-Ed)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에게 무료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기 행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가톨릭 채러티스(Catholic Charities) 직원이 운영하는 이주자 직통 상담전화 800-566-

7636 번으로 이주자 지원국(ONA)의 업무 효율성이 강화됩니다. 사기성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150 건이 넘는 불만 사항이 직통 상담전화가 출범한 이후, 해당 지방 

검찰청으로 이첩되었습니다. 

 

무료로 직접 개인을 지원하는 일 외에도, 이주자 지원국(ONA)은 여권 신청 방법, 대학 

지원 방법, 이민국 공무원 자택 방문시 해야 하는 일,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피소,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뉴욕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3,000 회 이상의 세미나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주자 지원국(ONA)은 또한 이민자와 난민 공동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https://www.catholiccharitiesnyvolunteer.org/opportunity/a0C0W00000vR6gV
mailto:CCCSProBono@archny.org
https://www.ny.gov/programs/liberty-defense-project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actions-protect-thousands-immigrants-trumps-decision-end-temporary


 

 

주력하여 뉴욕주 전 지역에 네비게이터 네트워크(network of navigators)를 

설립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이주자 지원국(ONA)의 임무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네비게이터들을 위한 제휴 단체와 지지자들의 원탁 회의, 인력 개발 프로그램, 교육 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주자 지원국(ONA)이 출범한 또 다른 미국 최초의 

프로그램은 롱아일랜드의 중미계 난민 센터(Central American Refugee Center)의 

칠드런스 빌리지(Children's Village)와 이주자 지원국 센터(ONA Center)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네이버스 링크(Neighbors Link)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와 또는 서류가 미비한 어린이를 돌보는 부모 및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이민자 및 난민 

 

미국 이민 위원회(American Immigration Council)에 따르면: 

 

• 5 명의 뉴욕 주민 중 1 명 즉 450만 명 또는 2015년 뉴욕주 인구의 22.9 퍼센트는 

이민자입니다. 6 명 중 1 명은 최소한 부모 중 한 명이 이민자인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 이민자들은 뉴욕 노동 인구의 25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며 수십억 달러를 연방 

정부 및 주정부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 뉴욕에서 이민자가 주도하는 가구는 2014년에 세후 소득으로 1,03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여 뉴욕주 경제에 기여했습니다. 

• 347,573 명의 이민자 사업주가 2015년 뉴욕주 자영업자의 33.8 퍼센트를 

차지하면서 72억 달러의 사업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 약 44,000 명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프로그램 수혜자가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에 따라 뉴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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