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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전 지역에서 이민자를 돕기 위해 상근직 이민 변호사 19 명을
선정했다고 발표

이민자에세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
ONA)의 기회 센터(Opportunity Center)와 협력하여 일하게 될 뉴욕주 전 지역의 이민
전문 변호인단(Legal Counsels)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지원이 필요한 이민자들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에서 상근직 법률 상담을 담당할 경험이 풍부한 19 명의
이민 전문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변호사들은 Cuomo 주지사 직속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의 기회 센터(Opportunity Centers)와
협력하여 일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장벽을 만들어서 미국 전 지역의
이민자 권리를 퇴행시키려고 애쓰는 반면에, 뉴욕주는 뉴욕 주민이 자신의 권리와
법적인 선택권에 대해 반드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이
사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들과 그들이 속한 단체들은 뉴욕주 전
지역에서 지원이 필요한 이민자들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귀화식에 참여하면서
이민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이 그들을 돕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기회
센터(Opportunity Center)에서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가장 최근에 이민 온 주민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연방 정부가 이민자
자녀와 그 가정을 외면하고 있는 동안, 뉴욕은 우리 주를 엠파이어 스테이트로 만드는
우리의 문화의 다양성을 계속 받아들일 것입니다."
Rossana Rosado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은 이 새로운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뉴욕주 전 지역에서 수없이 많은 가정을
돕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우리는 뉴욕주 전
지역에서 적응해야 하는 이민자들을 뉴욕주가 환영하는 모델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주자 지원국(ONA)의 기회 센터(Opportunity Center)와 협력하여 일하게 되는 뉴욕주
각 지역의 이민 전문 변호사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주도 지역 - 여성 변호사협회 법률 프로젝트 주식회사(Women's Bar
Association Legal Project, Inc.). (변호사 2 명)
노스 컨트리 - Frank H. Hiscock 법률구조협회(Frank H. Hiscock Legal Aid
Society) (변호사 2 명)
모호크 밸리 - Frank H. Hiscock 법률구조협회(Frank H. Hiscock Legal Aid
Society) (변호사 2 명)
센트럴 뉴욕 - Frank H. Hiscock 법률구조협회(Frank H. Hiscock Legal Aid
Society) (변호사 2 명)
서던 티어 - 저니스 앤드 난민 서비스(Journey's End Refugee Services)
(변호사 2 명)
핑거 레이크스 - 저니스 앤드 난민 서비스(Journey's End Refugee
Services) (변호사 2 명)
웨스턴 뉴욕 - 저니스 앤드 난민 서비스(Journey's End Refugee Services)
(변호사 2 명)
허드슨 밸리 - 뉴욕 교구의 가톨릭 채리티스 커뮤니티 서비시스(Catholic
Charities Community Services) (변호사 2 명)
롱아일랜드 - 뉴욕법률지원그룹(New York Legal Assistance Group,
NYLAG) (변호사 1 명)
뉴욕시 - 뉴욕법률지원그룹(New York Legal Assistance Group, NYLAG)
(변호사 2 명)

이 선정은 12월에 공표된 뉴욕주 전 지역의 이주자 지원국(ONA)의 이민자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기술 지원 요청(Legal Technical Assistance Request to
Support Immigrant Service Providers RFA)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주자 지원국(ONA) 변호인단(Legal Counsel)은 자신의 지역사회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지역 내를 이동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는
각 지역 내 지역사회 기반 단체의 법률 상담소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들을 위해 직접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이주자 지원국(ONA) 변호인단(Legal Counsel)은 또한 법률 세미나와 워크샵도
진행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주자 고객에게 번역과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주자 지원국(ONA) 변호인단(Legal Counsels)은 뉴욕주의 법률 대리인이 필요한
이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대리인(universal representation)” 모델을
사용하여 이민 관련 법적 절차의 경우 이민자에게 직접 법률 대리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업스테이트 지역의 각 이주자 지원국(ONA) 변호인단(Legal Counsel)은 한 번에 15
명에서 20 명의 고객을 담당하여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운스테이트 지역의
이주자 지원국(ONA) 변호인단(Legal Counsels)은 특정 지역에 따라 12 건에서 20 건의
의뢰를 담당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주자 지원국(ONA) 변호인단(Legal Counsel)의
이민 법률 서비스는 다음에 해당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례 및 서비스를 포함해야
합니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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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제도(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망명
U 비자
T 비자
임시 보호 신분
특별 이민자 청소년 신분
여성폭력방지법
현재 구금되거나 아닌 사람들의 추방 절차, 이전에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 포함
취업 허가증
보석금 청문회
이민 항소 위원회
연방 소송
고급 가석방
가족 결합
가족 기반 이민
복합 귀화
가족 후견

모든 서비스는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푸에르토리칸/히스패닉 태스크포스(Puerto Rican/Hispanic Task Force) 의장인
Maritza Davila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들은 자신의
지역사회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셀 수 없이 많은 뉴욕 주민의 편에 서는 신뢰받는
대변자들입니다. 뉴욕주 전 지역에서 훌륭히 업무를 수행해 내고 있는 Cuomo 주지사
직속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민자를
돕기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이 헌신적인 전문가들을 환영합니다."
흑인, 푸에르토리칸, 히스패닉, 아시안 의원 회의(Black, Puerto Rican, Hispanic and
Asian Legislative Caucus) 부의장인 Luis Sepúlved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 직속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은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에 강력한 뿌리를 내려 왔습니다. 이 지역사회의 이민자 이웃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주자
지원국(ONA)의 기회 센터(Opportunity Center)와 협력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법률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선정으로 뉴욕주가 모든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 이주자 태스크포스(State Assembly's Taskforce on New Americans)
의장인 Victor M. Pichard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해 온
이민자들은 적절한 법적 자원과 지침을 얻기 힘든 경우를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19
명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뉴욕주 전 지역에서 폭넓은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Cuomo 주지사님과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뉴욕주를 계속 이민자를 위한 안전한 피난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더욱 모색하기 위해
주지사님 및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여성 변호사협회 법률 프로젝트 주식회사(Women's Bar Association Legal Project,
Inc.)의 Lisa Frisch 집행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에서 이민자들에게
추가 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자원을 확대하고, 뉴욕을 이
나라에서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계속 환영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 우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Frank H. Hiscock 법률구조협회(Frank H. Hiscock Legal Aid Society)의 사무총장과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Linda Gehron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뉴욕주
이주지 지원국(NYS Office of New Americans)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이 기금으로 긴급하고 심각한 법적 결과에 직면하여 저희 도움이 절실한
업스테이트 뉴욕의 주민 수백 명에게 Hiscock 법률구조협회(Hiscock Legal Aid
Society)가 봉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신속한 대응(Rapid Response)' 기금으로
삶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의 법률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저니스 앤드 난민 서비스 주식회사(Journey's End Refugee Services, Inc.)의 Karen
M. Andolina Scott 집행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민자와 이민자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그들이 우리의 위대한 주에 기여한 점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가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이민 관련 법률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인식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뉴욕 주민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주자 지원국 변호인단 프로그램(ONA Legal
Counsel Program)의 확장으로 이전에는 이민 관련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한 이민자
공동체에 저희가 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과 함께 이 중요한 업무를 지속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뉴욕 교구의 가톨릭 채리티스 커뮤니티 서비시스(Catholic Charities Community
Services)의 몬시뇰 Kevin Sullivan 이사회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슨

밸리에서 이민 관련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이 지역의 역량을
확대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뉴욕 교구의 가톨릭 채리티스 커뮤니티
서비시스(Catholic Charities Community Services)는 허드슨 밸리의 기회
센터(Opportunity Center)에 변호인 2 명을 추가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양질의
무료 이민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뉴욕주 이주지 지원국(NYS Office
of New Americans)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법률지원그룹(NYLAG) 이민보호국(Immigrant Protection Unit)의 Melissa Chua
부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민자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들은 또한 뉴욕법률지원그룹(New York Legal Assistance Group, NYLAG)의
의뢰인이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 이민 시스템 체제로는 건강 보험, 고용, 교육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 및 공동체와 함께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조차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뉴욕법률지원그룹(NYLAG)의 변호사가
현지 지역사회의 이민자들과 연대하여 어려운 법적 전쟁의 최전선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이민자들이 혼자가 아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시민권을 얻는
길이 가능하다는 점을 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에 기여하고 뉴욕 주민이
되고자 하는 이민자를 도우면서 이 중요한 업무를 지속하가 위해 기금을 제공해 주신
Andrew Cuomo 주지사님과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에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 및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 LDP) 소개
6년 전에 설립된 뉴욕주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은 미국 최초로
법률로 규정되어 설립된 이민자 지원 사무국입니다. 이주자 지원국(ONA)은 뉴욕의
이주자 공동체에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를 포함하여 이민자 서비스와 지원에 주력하는
공동체 기반의 기관인 기회 센터(Opportunity Centers)를 뉴욕주 전 지역에 갖추고
있습니다. 이 장소들은 지역사회에 초점을 두고 이민자가 번영하고 주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이민자를 포용합니다.
2017년에 Cuomo 주지사가 출범시킨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는
신분과 관계없이 이민자의 법률 서비스 및 절차에 대한 권리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최초로 주정부가 주도하는 민관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주자 지원국(ONA)이
관리하며, 법률 회사, 법률 협회, 옹호 단체, 주요 단과 대학교 및 종합 대학교,
변호사협회(bar associations) 등과의 공조 하에 운영됩니다. 자유 수호
프로젝트(LDP)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
•
•

뉴욕주 전역의 이민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및 심사 정보
국외 추방 절차와 더불어 기타 사건에서 이민자를 직접 대변하는 업무
기타 이민 법률 서비스 지원, 특히 복잡한 문제 지원.

•

이민자 및 지역사회를 위한 자기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교육 제공.

무료 법률 지원이 필요한 이민자는 이주자 직통 전화 1-800-566-7636으로 전화하시길
촉구합니다. 모든 전화 내용은 기밀입니다. 200개 이상 언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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