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배포용: 2018 년 1 월 9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엘살바도르 국적자에 대한 임시 보호 상태(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를 종료하려는 TRUMP 대통령의 결정으로부터 수천 명의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발표

연방 정부, 현재 뉴욕주에 거주하고 있는 16,200 명의 엘살바도르 국적자와 수천 명의
아이티 국적자 및 니카라과 국적자에 대한 임시 보호 상태(TPS) 자격 종료
주지사,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늘리도록 뉴욕주
주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State)에 지시
정보 및 법률 고문을 구하는 주민들이 전화 문의하도록 촉구하는 이주자 직통 전화:
1-800-566-7636

지원을 늘리게 된 이주자 지원 센터국(Office for New American Outreach Centers) 및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Trump 행정부가 엘살바도르, 아이티, 니카라과
국적자들에 대한 임시 보호 상태(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를 종료하기로 한
독단적인 결정에 악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추가 자원을
제공하도록 뉴욕주 주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State)에 지시했습니다. 현재
뉴욕주에 거주하고 있는 114,127 명의 살바도르 국적자 중 16,200 명이 임시 보호
상태(TPS) 수혜자이며, 이들은 연방 정부가 임시 보호 상태(TPS) 인정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에 악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독한 자연 재해를 피한 후, 엘살바도르 사람들은
우리의 해안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발견하고 10 년 이상 미국을 자신들의 집으로
삼아왔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 그들은 세금을 내고
집을 사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가정을 해체하고 중소기업을 파멸시키며 미국식
생활방식에 익숙해진 사람들을 불확실한 미래로 인도하는 이 연방 정부의 결정은

불명예스럽고 불공정합니다. 우리는 근면한 남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와
법적인 선택권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악영향을 받는 뉴욕 주민들과
연락하려고 연일 노력할 것입니다.”
어제 Trump 행정부는 2019 년 9 월 9 일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엘살바도르
국적자들에 대한 임시 보호 상태(TPS) 인정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엘살바도르
국적 주민들은 지진이 이 중남미 국가를 파괴한 2001 년부터 임시 보호 상태(TPS)로
지내왔습니다. 엘살바도르 국적자들에 대한 임시 보호 상태(TPS) 종료 결정은 Trump
행정부가 최근 아이티에 대한 임시 보호 상태(TPS) 인정을 종료 한 이후 나온
조치입니다. 이 종료로 미국 전 지역의 아이티 국적자 5 만 명과 니카라과 국적자 2,800
명이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법적 선택을 이해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에서 영향을 받은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과 의사
소통을 위한 활동을 증진하도록 뉴욕주 주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State)
산하의 뉴욕주 이주자 지원국(New York State Office for New Americans)과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1990 년 이후, 미국은 사회 불안, 폭력, 자연재해 또는 전염병 등을 경험한 10 개국
출신의 이민자들에게 임시 보호 상태(TPS) 자격을 부여해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342,570 명에게 부여된 임시 보호 상태(TPS) 신분의 주민들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아이티, 온두라스는 미국에서 임시
보호 상태(TPS)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Rossana Rosado 뉴욕주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이민자 권리를 지키는
등대입니다. 우리의 법적 파트너들은 이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과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는 연방 정부가 내놓은 극단적인 변경 조치에 대해 알아 보면서 우리의
다양한 이민자 공동체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17 년 1 월 1 일에 임시 보호 상태(TPS)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경우
극도의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판사 앞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최근
법안을 후원한 9 번 선거구의 Yvette Clark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라는 고향에서 발생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벗어난 임시
보호 상태(TPS) 수혜자들을 환영했습니다.그리고 미국 바로 여기에서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근면한 이 남녀 주민들과 그 자녀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나라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체 소유주, 미용사, 교사, 간호사,
의사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이웃과 친구들입니다. 저는 이 주민들에 대한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공약에 박수를 보내며,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주지사님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히스패닉 연맹(Hispanic Federation)의 Jose Calderon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살바도르 국적자들을 위한 임시 보호 상태(Temporary Protected Status)
프로그램을 종료함으로써, Trump 행정부는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미국이 안식처가 될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을 철회했습니다. 임시 보호
상태(TPS) 프로그램 종료로 인해 우리가 더욱 부유해지거나 안전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 방침으로 인해 우리의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을
것이며, 잔인하게 가정이 해체되고, 잘 조성된 지역사회들이 불안정하게 될 것입니다.
(임시 보호 상태(TPS) 자격자의 약 삼분의 일은 해당 지역사회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Cuomo 주지사님과 연대하며, 오랜 기간 임시 보호 상태(TPS)로 지내
온 주민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 심각한 부당함을 즉시
바로잡도록 주의회에 요청합니다.”
이민자 인권을 지키는 노던 맨해튼 연합(Northern Manhattan Coalition for Immigrant
Rights)의 사무 총장인 Angela Fernandez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277,000 명의 엘살바도르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임시 보호 상태(TPS)를 종료한 것을
감안하여, 우리는 뉴욕주 이주자 지원국(NYS Office for New Americans)의 자유 수호
프로그램(Liberty Defense Program)을 만들고 있는 Cuomo 주지사님의 계획에 지지를
보냅니다. 자유 수호 프로그램(Liberty Defense Program)은 뉴욕주 전 지역에서 우리
단체와 같은 단체들과 기타 단체들이 자격을 박탈당한 주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이민법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이민법 지식의 여부에 따라
강제로 추방당할 수도 있고, 많은 임시 보호 상태(TPS) 자격자들이 유일한 집으로 여기는
이 나라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중앙 아메리카 난민 센터(Central American Refugee Center)의 Elise Damas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시 보호 상태(TPS)를 끝내기로 한 연방 정부의 결정은 뉴욕주 전
지역의 엘살바도르 인 이웃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당함에 직면하여,
우리는 반드시 연대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항상 이주자들을 환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워싱턴에서 조성한 반이민 감정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가 자원 및 이주자 직통전화
임시 보호 상태(TPS) 결정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은 이주자 직통전화 1-800-566-7636
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전화인 이 다국어 직통전화는 200 개 이상의 언어로
실시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민권자나 이민 비자 소지자나 이민 자격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정보 및 위탁 소개 등을 위해 직통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직통전화는 기밀 사항이며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직통전화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 시에서 오후 8 시까지(동부 시간) 운영됩니다. (연방 공휴일 제외). 이 직통전화는
가톨릭 자선 단체 커뮤니티 서비스(Catholic Charities Community Services)가
관리합니다.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의 27 개 지역의 기회 센터(Opportunity
Center)와 이민법 전문 변호사 및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는 영향을
받은 모든 국가 출신의 임시 보호 상태(TPS) 수혜자들에게 그리고 개인별 상담을 통해
최신 정보와 조언을 무료로 제공할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또한 이민 신분 조정
가능성에 대한 지침과 심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주자 지원국 기회 센터(Office for New Americans Opportunity Center)의 위치를 찾기
위해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자 지원국 기회 센터(Office for New Americans
Opportunity Centers)의 지도를 보기 위해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개최될 인권 알리기(Know Your Rights) 세미나 및 상담의 장소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소의 위치는 직통전화와 www.newamericans.ny.gov 에서 온라인을 통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발표될 예정입니다.
•
•

•

2 월 8 일 - 히스패닉 연맹 및 뉴욕 도로 구축(Hispanic Federation and
Make the Road New York)
2 월 15 일 - 이민자 권리를 위한 노던 맨해튼 연합 및 히스패닉
연맹(Norhern Manhattan Coalition for Immigrant Rights and Hispanic
Federation)
2 월 22 일 -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기회(Opportunities for a Better
Tomorrow)

뉴욕주 이주자 지원국(New York State Office for New Americans)
Cuomo 주지사는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뉴욕주 가족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진 이민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을 설립했습니다.
뉴욕주 이주자 지원국(New York State Office for New Americans)은 이주자들이 뉴욕주
시민 생활과 경제 생활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국은 이주자를 위한 뉴욕주의 환영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음과 같이 성공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
•
•
•

지역사회 기반의 “기회” 센터(“Opportunity” Centers)의 네트워크 구축,
ESOL(English-for-Speakers-of-other-Languages) 교육의 참여 증가.
신규 이민자의 귀화 절차 준비.
신규 이민자의 기업가 정신을 활용하기 위해 이민자와 기업 자원을 연결.
신규 이민자의 직업적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
시민 참여와 기타 기회를 통해 신규 이민자와 지역사회 사이의 유대관계를 강화.
사기꾼들로부터 신규 이민자가 희생되는 것을 감소.

•

신규 이민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Marshal State 리소스.

뉴욕주 자유 수호 프로젝트(New York State Liberty Defense Project)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는 신분에 관계없이 이민자의 법률 서비스
및 절차에 대한 권리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최초로 주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민간
프로젝트입니다. 2017 년에 Cuomo 주지사는 이 프로젝트에 역사적인 1,140 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는 주뉴욕주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법률 회사, 법률구조협회, 지지 단체, 주요 단기 대학
및 종합 대학교, 변호사협회 등과 협력하여 운영됩니다.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가 제공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뉴욕주 전 지역의 이민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및 심사 정보,
국외 추방 절차와 더불어 기타 사건에서 이민자를 직접 대변하는 업무,
귀화, 고용 허가, 영주권 등 이민 신청서 작성 지원,
이민자 및 지역사회를 위한 일반적인 인권 정보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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