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월 2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뉴욕 전 지역의 이민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자기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세미나에 대해 발표  

  

뉴욕시, 모호크 밸리, 롱아일랜드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자유 수호 기금(Liberty Defense Fund)을 계속 지원하는 230 곳의 민간 법률 회사, 법률 

부서, 변호사협회, 이민자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지 단체  

  

정보 및 법률 고문을 구하는 주민들이 전화 문의하도록 촉구하는 이주자 직통 전화:  

1-800-566-7636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무부(New York Department of State)의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에서 제공하고 있는 추가적인 “자기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세미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뉴욕주 전 지역의 

주민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와 법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 최초의 

공공-민간 이민자 법적 변호 프로그램인 자유 수호 기금(Liberty Defense Fund)의 

활동을 보완합니다. 뉴욕 주무부(New York Department of State), 두 곳의 헌신적인 

자선 단체인 뉴욕의 카네기 코포레이션(Carnegie Corporation of New York) 및 포드 

재단(Ford Foundation)과 지지 단체 및 법인체 182 곳은 뉴욕주에서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이민자에게 무료 법률 지원과 대리인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싱턴이 우리 주와 미국 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권리를 계속 퇴보시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행정부는 뉴욕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배우고 이용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와 더불어 자신의 보금자리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우리의 

다양성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와 미국이 

토대를 닦은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계속 지킬 것입니다.”  

 



 

 

1월 초, Cuomo 주지사는 이주자 직통전화(New Americans Hotline) 개시 및 앞으로 

개최될 자기 권리 알기 세미나(Know Your Rights Seminar)를 포함하여 살바도르 인, 

아이티 인, 온두라스 인 등을 위한 임시 보호 상태(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 

신분 종료를 결정한 Trump 행정부에 맞서 이민자 수천 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은 정기적으로 “자기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무료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이 세미나는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 웹 사이트에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 발표된 세미나 목록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최 장소와 시간은 온라인에서 업데이트됩니다.  

  

1월 23일 화요일  

DACA 오후 4시 - 오후 6시  

호스트: CUNY CitizenshipNow!  

119 West 31st Street, 4th floor  

New York, NY 10001  

  

DACA 자기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오후 5시  

호스트: CARECEN  

2000 Brentwood Rd  

Brentwood, NY  

  

1월 24일 수요일  

DACA 자기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오후 5시  

호스트: CARECEN  

91 N. Franklin Street  

Hempstead, NY  

  

임시 보호 상태(TPS) 자기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오후 3시 45분  

호스트: CARECEN  

2000 Brentwood Rd  

Brentwood, NY  

  

1월 25일 목요일  

임시 보호 상태(TPS) 자기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오후 3시 45분  

호스트: CARECEN  

91 N. Franklin Street  

Hempstead, NY  

  

2월 1일 목요일  

https://www.newamericans.ny.gov/calendar.html


 

 

자기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임시 보호 상태(TPS) 및 DACA에 대한 지역사회 

이민 포럼 오후 5시  

호스트: Queens Library  

37-44 21st St  

Long Island City, NY  

  

2월 8일 목요일  

자기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세미나  

호스트: Hispanic Federation and Make the Road New York  

장소 및 시간 TBD  

  

2월 15일 목요일  

자기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세미나  

호스트: Hispanic Federation and Northern Manhattan Coalition for Immigrant Rights  

장소 및 시간 TBD  

  

3월 16일 금요일  

DACA 및 임시 보호 상태(TPS) 오전 9시 45분 - 오전 10시 45분  

호스트: Mohawk Valley Resource Center for Refugees  

201 Bleecker Street  

Utica, NY  

  

자기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 임시 보호 상태(TPS) 및 DACA 오후 5시  

호스트: Queens Library  

37-44 21st Street  

Long Island City, NY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는 2017년 3월에 주지사가 공공-민간 

협력관계를 지원하기 위한 공약을 통해 시작했습니다. 2018 회계연도 예산(Fiscal Year 

2018 Budget)에 포함된 투자금은 공공-민간 기부금을 통해 40만 달러를 추가하여 이 

프로젝트에 1,100 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자신의 거주지 주에 머무는 데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는 모든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뉴욕은 그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추진한 이민 정책의 변경에 대응하여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는 비영리 단체인 평등한 사법 업무(Equal Justice Works)와 협력하여, 뉴욕시 

밖의 이민 변호사들의 희소성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된 법률 자원을 이용하여 이민 

인구가 많은 지역사회에 변호사와 법학과 학생들을 배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이민자들이 법률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비영리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launches-first-nation-public-private-liberty-defense-project


 

 

단체인 가톨릭 자선 단체(Catholic Charities)를 포함한 기존의 주정부 협력 단체 및 

이민자 지지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는 다음과 같이 지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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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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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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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는 이민자 지역사회에 시기적절하게 신뢰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환경 속에서, 이 프로젝트는 뉴욕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취약한 지역사회들을 대상으로 시도하는 드라콘 식의 가혹한 조치가 무엇이든지 간에 

뉴욕은 항상 이민자 권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참가단체 중에는 저명한 다국적 법률 회사들, 뉴욕주 변호사협회(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뉴욕의 이민자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춘 기타 변호사협회들과 같은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주요 프로젝트의 협력 기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연맹(Asian American Federation), 가톨릭 자선 지역사회 서비스(Catholic Charities 

Community Services) (뉴욕 대교구(Archdiocese of New York)), 엠파이어 사법 

센터(Empire Justice Center), 히스패닉 연맹(Hispanic Federation), 뉴욕 이민 연합(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 이민자 권리를 위한 노던 맨해튼 연합(Northern Manhattan 

Coalition for Immigrant Rights), 베라 법무 연구소(Vera Institute of Justice).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를 위해 자원 봉사 활동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는 여기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y.gov/content/liberty-defense-project-donate-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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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사는 2011년에 전체 주정부 기관들이 서로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민자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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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이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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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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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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