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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이민 청문회에 앞서 HARVEYS GOMEZ의 사면 단행  

  

이민자 공동체와 전쟁 중인 Trump 대통령과 연방 정부에 맞서, Cuomo 주지사, 오늘 강제 

추방 청문회에 직면한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구금 하에 있는 뉴욕 주민인 Harveys Gomez의 사면 단행  

  

도미니카 공화국에 남아있는 가족이 없는 에이즈 양성인 게이라고 스스로 밝힌 Gomez, 

강제 추방될 경우 생명과 안전의 위험에 노출  

  

법정 변호를 제공하는 미국 최초의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 주정부 

기관 및 법 집행기관이 이민자 신분을 묻는 것을 금지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주정부 

청사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행정 조치를 비롯하여 이민자 공동체를 지키는 주지사의 

전적에 기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이민 청문회에서 강제 추방에 직면한 이민자인 

Harveys Gomez를 사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9 세의 브롱크스 주민인 Gomez는 약 

10년 전에 규제 약물의 불법 판매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보호 관찰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금 하에 있으며 강제 추방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Harveys Gomez는 애초에 30년 전인 8 살 때 미국에 왔습니다. 그는 

스스로 게이임을 밝힌 에이즈 양성(HIV positive) 반응자이며, 어린 시절에 성적인 학대를 

견딘 생존자입니다. 강제 추방당할 경우, 도미니카 공화국에는 그를 지원해 줄 가족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의 사면은 Cuomo 주지사가 강제 추방 가능성에 직면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7월에 발표한 7 명의 다른 개인에 대한 사면을 포함하여 주지사가 

단행한 네 번째 사면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arveys Gomez는 약 10년 전에 저지른 범죄로 

진 사회에 대한 빚을 갚은 후 더 이상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는 여기에 가족이 있고 이곳에서 일하고 있으며 30년 이상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뉴욕은 우리 가치에 대한 연방 정부의 표적 공격에서 이민자 공동체를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grants-pardons-seven-individuals-facing-deportation


 

 

보호하기 위해 언제나 싸울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모든 것에 대해 Trump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전쟁에 대해 우리는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면은 Cuomo 주지사가 이민자 공동체를 지원하고 이민자들을 연방 정부의 

공격에서 지키기 위해 취한 가장 최근의 조치입니다. 주지사로 취임한 이후, 주지사는 

이민자와 관련된 34 건의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2011년, 주지사는 주 정부기관 전반에 

걸쳐 언어 장벽 해소를 보장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했고, 지역의 법 집행기관이 추방 가능 대상자를 확인하는 것을 돕도록 요구한 연방 

프로그램에 우리 주가 참여하는 것을 정지시켰으며, 이민자들을 기만하는 기관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률에 서명했고,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을 

설립했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주에 있는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이 되도록 

권장하고 지원하는 이 분야 최초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프로그램 “NaturalizeNY”를 

출범시켰습니다. 

  

2017년 Cuomo 주지사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이민자가 우수한 변호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정부 주도 공공-민간 법정 변호 프로그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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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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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에 Cuomo 주지사는 미국 남부 국경에서 강제로 가족을 분리하고 있는 Trump 

행정부의 정책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과도하게 공격적인 추방 전략으로부터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지사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s)을 발행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주 

시설에서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적으로 필요하거나 혜택 또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거나 민사 집행의 목적으로 연방 이민 당국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주정부 기관 및 공무원이 개인의 이민 신분에 관해 묻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사면에 관심 있는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사면 관련 웹사이트 

http://www.ny.gov/clemency를 방문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는 신청 자료의 전자적 제출을 

포함해서, 사면 및 감형, 적격 요건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심적 자료원입니다. 재소자의 가족과 친구들은 이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신의 

가족과 친구를 대신하여 사면을 신청해도 좋습니다. 또는 스스로 신청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서신을 보내십시오. 

  
  

http://www.ny.gov/clem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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