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4월 1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에서 이민관세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의 일제 검거가 늘어나고 있는 점에 우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이민관세집행국(ICE) 일제 검거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과도하게 공격적인 전술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정부는 자신들이 위험한 범죄자들만 국외 추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그 사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지사는 이민관세집행국(ICE)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검거를 하고 있으며 범죄와 관련이 없는 가족들을 분리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주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법률 방어 프로그램인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 LDP)를 시행했습니다. 올해 주정부 예산에는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 지원금 1,000만 달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지사는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 단체 2 곳, 즉 이민자 권리를 위한 

노던 맨해튼 연합(Northern Manhattan Coalition for Immigrant Rights)과 베라 사법 

연구소(Vera Institute of Justice)를 신속하게 재정 지원할 것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Rossana Rosado 주무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면한 뉴욕 주민들에 대한 

이민관세집행국(ICE)의 지나치게 공격적인 일제 검거는 비도덕적이며 뉴욕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선도하는 법률 방어 기금을 통해 엠파이어 

스테이트에 있는 모든 이민자들의 권리를 지원하는 데 그 어느 때 보다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Lady Liberty)이 우리 항구에서 횃불을 높이 들고 

있듯이, 뉴욕은 항상 자유와 관용의 기치를 높이 들 것입니다. 연방 정부가 가족을 

해체하고 우리의 핵심 가치를 배척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가장 취약한 

주민들을 위한 싸움에서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해 주정부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이민자가 우수한 변호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정부 주도 공공-민간 법정 변호 기금인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를 출범시켰습니다. 선도적인 비영리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뉴욕주 

전 지역에서 이민 변호사의 자문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상황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2017년 7월부터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 파트너들은 강제 추방 

절차, 기타 유형의 직접 대리, 신청 지원, 자신의 권리 알기 교육 등을 포함하여 뉴욕 전 

지역의 이민자들에게 6,500 건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유 수호 

프로젝트(LDP)의 강제 추방 기금의 지원을 받은 사람들 중 약 60 퍼센트는 구금 

상태에서 풀려났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가족과 재결합할 경우, 

장기적인 구호책을 모색하면서 자신의 케이스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인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가는 이민관세집행국(ICE)의 일제 

검거와 이민자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특히 최근 일제 검거를 많이 하고 있는 

롱아일랜드와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적인 서비스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급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에는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가 이민자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제공 

업체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추가 투자금 1,000만 달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는 7 곳의 주요 파트너들과 신뢰할 수있는 

법률 서비스 제공 업체 및 지역사회 기반 단체의 네트워크를 통해 뉴욕주 전 지역의 

이민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유 수호 프로젝트(LDP)의 주요 파트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시아계 미국인 연맹(Asian American Federation)  

• 가톨릭 채러티스(Catholic Charities), 뉴욕 대교구  

• 엠파이어 사법 센터(Empire Justice Center)  

• 히스패닉 연맹(Hispanic Federation)  

• 노던 맨해튼 이민자 권리 동맹(Norhern Manhattan Coalition for Immigrant 

Rights)  

• 뉴욕 이민 연합(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  

• 베라 사법 연구소(Vera Institute of Justice)  

  

정보와 법률 자문을 찾고 있는 주민들은 이주자 직통 전화(New Americans Hotline)  

1-800-566-7636 번으로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국어로 제공하는 이 무료 상담 

전화는 200개 이상의 언어로 실시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민권자나 거주권자 

자격에 상관없이 상담 전화로 정보와 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는 비밀을 

유지하며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가톨릭 자선 단체 커뮤니티 서비스(Catholic Charities 

Community Services)에서 관리하는 이 상담 전화는 월~금, 오전 9시~오후 8시(동부 

시간) 사이에 운영됩니다. (연방 공휴일 제외).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은 뉴욕주 전 지역의 기회 센터(Opportunity 

Center)에서 이들을 도울 자원 봉사자를 항상 찾고 있습니다.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 및 자원 봉사 기회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www.newamericans.ny.gov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와 변호사 및 법학과 학생의 무료 법률 자원 

봉사 기회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www.ny.gov/programs/liberty-defense-

projec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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