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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 행위와 불법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에서 임대주 방침 및 관행을 조사하도록 지시  

 

세입자에게 이민자 신분의 증명을 요구하여 퇴거시키는 뉴욕시 임대주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주지사  

 

임대주와 세입자에게 해당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려주게 될 뉴욕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캠페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이민자 신분, 출신 국가, 민족 또는 인종에 따라 

개인을 차별할 수 있는 임대주의 방침 및 관행에 대해 뉴욕주 전 지역에서 포괄적인 

조사를 시작하도록 뉴욕주 주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State),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 

등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한 주정부는 임대주와 세입자 양쪽 모두에게 법적 권리와 

책임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캠페인을 개시할 것입니다. 이 발표는 

임대주들이 세입자에게 시민권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집에서 나가도록 

불법적으로 요구한다는 보고가 늘어난 시점에 나온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협박에 가까운 이러한 

혐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법이며 뉴욕이 상징하는 모든 가치에 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뉴욕 주민으로서 더 나은 삶을 모색하는 모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유의 여신상(Statue of Liberty)에 새겨져 있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위협받고 괴롭힘 당하는 것을 알면서 방관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조치는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도록 

도와주며 이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행위를 그 자리에서 바로 확실히 중단시키기 위해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에서 세입자에게 임대 갱신 조건으로 이민자 신분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대 규제 건물의 소유주는 합법적으로 신청자의 사회보장번호 및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입자가 처음으로 임대계약을 할 경우, 일상적인 이력 



조사 및 신용 조사의 일환으로 모든 예비 세입자에게 합법적으로 신청자의 사회 보장 

번호 및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는 또한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임대 보증금 계좌를 개설하려고 시민권자 신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임대 갱신 과정에 있는 경우, 임대주는 세입자를 아파트에서 쫓아내기 위해 

괴롭히는 수단으로 사회보장번호나 이민 정보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출신 

국가를 이유로 또는 인권법(Human Rights Law)에 따른 기타 보호 계층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저지르거나 괴롭히거나 차별에 반대하는 세입자에 대해 보복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주무부(Department of State),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 등은 기관에 제출된 개인에 대한 차별 불만 

사항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는 차별에 대한 자체 조사 및 차별에 대한 불만 

사항을 인지한 후 조사하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 기관들은 

즉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등은 또한 이민자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뉴욕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알리기 위해 협력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지사의 “우리는 모두 이민자입니다(We Are All Immigrants)”라는 지침을 

발전시킵니다. 이 기관들에 대한 주지사의 책무는 모든 뉴욕 주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한다는 유산을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민자들을 포함하여 우리가 수 

세기 동안 함께 계속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에서의 피난처가 왜곡되거나 

부인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지사 이민자 자원 안내서(Immigrant Resource Guide)는 이민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해 요약 설명해 줍니다. 이 안내서와 관련하여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와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에서는 이민자 신분, 주거지 차별, 세입자 괴롭힘 등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requently Asked Questions)”에 대한 해결책이 실려있는 이민 및 주거지 팩트 

자료(Immigration and Housing Fact Sheet)를 개발했습니다. 

 

2013년에 출범한 이후 뉴욕주 이주자 지원국(New York State Office for New 

Americans)은 전국 법령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주 차원의 이주자 지원국입니다. 이 

지원국은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민권자가 되도록 영어 수업부터 귀화 준비, 기업가 

세미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무료 자료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이민 서비스와 법률 

지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에서 27 개의 기회 센터(Opportunity Centers)로 

구성된 견고한 네트워크가 이 지원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올해 초, 자격을 갖춘 뉴욕주 이민자의 미국 시민권 신청을 

권장하며 이 분야 최초의 정부-민간 협력 프로그램인 “NaturalizeNY”의 제 2차 시행안을 

https://www.ny.gov/we-are-all-immigrants/new-york-state-immigrant-resource-guide
http://www.nyshcr.org/AboutUs/Offices/FairHousing/Immigrant-Protection-Fact-Sheet.pdf
http://www.nyshcr.org/AboutUs/Offices/FairHousing/Immigrant-Protection-Fact-Sheet.pdf


발표했습니다. 이 기획은 귀화 절차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서 무료 자격 심사, 신청 

절차 지원, 귀화 시험 준비 및 시민권 자격을 갖춘 저소득 이민자들을 위한 제 2차의 

1,500개 추첨권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지사의 NaturalizeNY 기획은 지난 7월에 

시작되었으며 첫 6개월간 뉴욕 주민 이민자 3,200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도왔습니다. 여기에는 2,250여 명의 저소득층 이민자들이 포함됩니다. 

 

주지사는 뉴욕주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자원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분야 최초의 전국적인 공공 민간 프로젝트인 리버티 디펜스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뉴욕주 전 

지역의 변호사 및 지지 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뉴욕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을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지원하고 대변해 주기 위해 1,000만 달러 이상의 자금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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