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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에서 이민자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 

 

주지사, 이민자 부모가 대기 보호자(Standby Guardian)를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 

 

주지사, 부모가 임시 보호자(Temporary Caretaker)를 12 개월 동안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 법안에 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Trump 행정부의 비인간적인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의 결과로 가족과 분리된 이민자 자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에서 구금되었거나 뉴욕주에서 추방에 직면한 부모를 대신해서 자녀를 돌볼 

사람을 지정하여 자녀를 긴급하게 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rump 행정부의 이민자 자녀에 대한 무자비한 

처우는 평등한 보호권을 침해하고 우리나라 역사에 부끄러운 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취한 조치를 통해, 뉴욕은 오랫동안 이 주와 국가를 유지하고 번영하게 만든 가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큰 소리로 그리고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우리는 이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오늘의 행사에 참석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국경에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뉴욕은 다시 한번 적대적인 연방 정부의 손에 고통을 

당하는 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뉴욕에서 추방당할 가능성에 직면한 

이민자 부모들은 자녀를 돌보는 일을 위해 잘 알고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수백 명이 뉴욕 소재 시설에 배치되어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조치는 중요한 진보입니다. 우리는 Trump 

행정부의 비인도적인 이민 정책에 맞서 이민자의 권리와 자유가 보호되도록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해로운 연방 정책의 결과로 뉴욕주에서 갑자기 구금되거나 추방당하는 경우, 뉴욕주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부모는 자녀를 긴급하게 돌보거나 통제할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기 보호자 법안(Standby Guardian Bill) 

 

현재 뉴욕의 부모는 (1) 무능력, (2) 쇠약 및 동의, (3) 사망의 경우에만 자녀의 대기 

보호자(standby guardian)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가 오늘 서명한 이 

법안(A.7899/S.6217)은 서류를 제대로 갖추었거나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어린이가 

부모와 분리되는 경우 대기 보호자(standby guardian)의 권한을 즉각적으로 허용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법원에 어린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 권한을 부여하여, 대기 

보호자(standby guardian)를 지정하는 것이 자녀를 위해 최선의 조치인지 권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시 보호자 법안(Temporary Caretaker Bill) 

 

현재 일반 의무법(General Obligations Law)에 따라 허가된 대로, 부모 지정 

양식(parental designation form)은 부모와 사전에 합의한 보호자가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도 지정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이 법은 이 합의가 최장 6 개월 동안 

지속되도록 허용합니다. 주지사가 오늘 서명한 이 두 번째 법안(A.7905/S.6016)은 

보호자의 보호 기간을 12 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즉시 개정합니다.  

 

Diane Savino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이 연방 정부가 해롭고 

잔인한 정책으로 우리 나라를 탄압하는 현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우리는 악의적이고 잔인한 정치의 덫에 걸린 순진 무구한 

어린이를 비롯하여 우리의 새로운 이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서명한 이 법안을 통해 부모가 신뢰하는 사람이 이 어린이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Nily Rozic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민자를 환영하고 보호하는 뉴욕의 

역사는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새로운 이정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대기 

보호자(standby guardian) 지정을 통해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Savino 

뉴욕주 상원의원님과 함께 이 법안을 후원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오랫동안 뉴욕을 

보금자리로 삼은 수많은 가족들이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취해주신 신속한 

조치와 리더십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훨씬 더 많은 업무가 

수행되어야 하지만, 이 새로운 법은 부모가 자녀의 보살핌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Tony Avell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이민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Cuomo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원한 점에 대해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최신 조치는 비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녀를 최장 12 개월 동안 장기간 돌볼 수 있도록 

보호자의 보호 기간을 연장해서 보호자를 지정하여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부모의 능력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을 통해 부모들은 연방 정부의 어리석은 정책을 극복하고 발판을 

찾으며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llen Jaffe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을 위대한 주로 만들기 위해 전 

세계에서 여기로 이주한 조상들 덕분에 우리의 다양한 지역사회는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자신의 가족을 위해 우리의 조상과 같은 일을 하려고 

미국에 오는 새로운 이주민들에 등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가 갑자기 구금되거나 

추방당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민자 자녀를 보호자가 돌볼 수 있도록 법안에 서명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 최신 조치는 연방 정부의 냉혹한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에 맞서 이민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주 정부의 포괄적인 활동을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Underwood 

뉴욕주 검찰총장과 함께 이 정책에 맞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18 개 주에 동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다는 Cuomo 주지사의 6월 19일 공약에 이어, 뉴욕은 

다음과 같은 주들의 검찰총장들이 연합하여 제기한 소송에 동참했습니다. (1) 워싱턴주, 

(2) 메사추세츠주, (3) 캘리포니아주, (4) 메릴랜드주, (5) 오레곤주, (6) 뉴멕시코주, (7) 

펜실베이니아주, (8) 뉴저지주, (9) 아이오와주, (10) 일리노이주, (11) 미네소타주, (12) 

로드아일랜드주, (13) 버지니아주, (14) 버몬트주, (15) 노스캐롤라이나주, (16) 

델라웨어주, (17) 컬럼비아 특별구. 

 

또한 Cuomo 주지사는 뉴욕주가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의약용품을 포함하여 이러한 아동을 돌보는 의료 제공자의 동참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자원 및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 

• 시설에서 나와 가족의 일원이 된 아동에게 교육, 정신 보건 및 건강 관리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다른 주에서 온 아동을 포함하여, 뉴욕주의 사설 위탁 보호 가정에 

맡겨지는 아동에게도 동일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 국경에서 다른 주로 먼저 보내졌다가 뉴욕주로 와서 정착하게 된 아동을 

포함하여, 뉴욕주에서 동반자가 없는 모든 이주민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에 요구할 것입니다. 

• 즉각적인 지원 제공을 위해 각 시설의 법무자문관과의 협력을 비롯하여, 

가족이 다시 합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이주민 아동을 돌보는 시설에서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자원과 보호를 

제공할 것입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d-attorney-general-underwood-announce-lawsuit-challenging-trump-administration#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intent-file-multi-agency-lawsuit-against-trump-administration#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ew-services-aid-immigrant-children-new-york#_blank


Trump 행정부의 입국 금지 행정명령(travel ban)을 계기로, Cuomo 주지사는 200 개가 

넘는 언어로 실시간 지원을 제공하는 무료 다국어 직통 상담전화인 이주자 지원국 직통 

상담전화(Office of New Americans Hotline)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 관련 지원을 

원하는 개인은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를 통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 1-800-566-7636번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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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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