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6월 1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중요 고지 사항 (ICYMI): 이민자 권리 보호에 대한 뉴욕주의 약속을 선언하는 CUOMO 

주지사의 뉴욕 데일리 뉴스(NEW YORK DAILY NEWS) 논평 

 

 

오늘 뉴욕 데일리 뉴스(New York Daily News)에는 뉴욕시에서 수천 명의 이민자들에게 

무료 이민권 신청 편의를 제공하는 “데일리 뉴스/뉴욕 시립대학 시민권 신청(Daily 

News/CUNY Citizenship NOW!)” 연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뉴욕주가 전례없는 이민자 

권리 보호를 선언하는 Andrew M. Cuomo 주지사의 논평을 실었습니다. 논평문은 아래에 

기재하였으며, 온라인으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정부가 새 이주민들이 시민권을 얻는 길을 열어주는 약속으로부터 근로자 

착취를 예방하고 최근에는 불법 추방으로부터 이민자 권리를 지키는 노력까지, 이민권 

쟁취를 위하여 싸운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오늘 전 세계의 사람들의 희망과 기회의 홰불을 

치켜들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주가 상징하는 바입니다. 

 

불행하게도, 연방정부는 우리나라의 상징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아마도 자유 여신상을 한 번 찾아서 그녀가 서있는 받침대에 새겨놓은 Emma Lazarus의 

시를 읽고 자유와 정의에 대한 우리의 핵심 가치를 새겨보는 것이 아닐가 합니다. 

“고단하고 가간한 자들이여, 자유로이 숨쉬고자 하는 군중이여, 내게로 오라.” 

 

이 문구는 단순히 자비를 베푸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나라와 우리주의 요청에 응하도록 도와달라는 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뉴욕에서 이민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약속을 선언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또한 연방 정부가 매번 우리 이민 형제들을 가로막으려 할 때 우리가 그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려는 약속을 더욱 강화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그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http://www.nydailynews.com/new-york/cuomo-n-y-protect-immigrants-illegal-deportations-article-1.3248022


브루클린에서 유티카까지, 워싱턴하이쓰에서 버펄로까지, 우리주는 이민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의 빌딩, 도로와 교량들이 어느 하나도 그들의 기술과 강인함이 

없이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룬 자그만한 사업의 성공은 그들이 바친 노력의 

결과입니다. 다양한 민족의 영혼을 담은 예술, 요리 및 서비스업은 우리의 활짝 열린 

정책의 결과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민이 우리 경제를 절대 해치지 않는 대신에 성장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행정부는 구성될 때부터 이민자들이 우리의 다양성을 가진 사회구성에 합류하여 

시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뉴아메리칸 사무국(Office of New Americans)은 2013년에 설립하여 150,000명 이상의 

시민권을 얻으려 하는 사람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지난달에는 열심히 일하는 

수천 명의 이민자들에게 무료 신청권을 제공함으로써 이민신청 절차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두 번째 뉴욕 시민권자(Naturalize NY)의 해를 발표하였습니다. 

 

동시에, 근로자 착취 단속반(Worker Exploitation Task Force)은 신분이 없는 근로자들이 

공정한 대우와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법무장관으로서 저는 

여러 가지 불평등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주지사를 맡으면서 700명의 

조사관을 비밀스럽고 어두운 노동력 착취 경제를 멈추게 하는 데 파견하였습니다. 

2017년의 첫 세 달 동안에만 1,000만 달러가 임금을 도둑맞힌 15,489명의 희생자들께 

상환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우리는 전국 최초로 뉴욕의 이민자 보호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는 자유 

방위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를 발표하였습니다. 1,000만 달러 이상의 공공과 

민간 투자금이 늘어나는 주 이민자들의 법적 수요를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데일리 뉴스와 뉴욕 시립대학과 계속 협력하여 Citizenship Now!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권 획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이민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이 나라의 중요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자유 

여신상의 타오르는 횃불 아래 우리는 계속하여 앞장에 서서 나아갈 것이며 이민자들은 

우리주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워싱텅 정부와 전 세계에 더 나은 

삶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아메리칸 드림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항상 위를 향하여. 엑셀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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