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1월 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이민자들을 표적으로 삼은 퀸즈 임대주에 대한 민원에 대해 발표  

  

임대주 정책, 관행, 잠재적인 차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6월 주지사가 복수의 기관에 

내린 지시에 따른 민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이민자에 대한 차별 혐의를 받고 있는 뉴욕 퀸즈의 

임대주를 상대로 뉴욕주를 대신하여 뉴욕주 인권국(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이 

제기한 민원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6 월, 주지사는 이민자의 신분, 출신 국가, 민족 또는 

인종에 따라 이민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임대주 정책 및 관행에 대해 

조사하도록 뉴욕주 전 지역의 복수 기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퇴거 위협을 통해 시민권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세입자에게 불법적인 요구를 하는 임대주들에 대한 보고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 결과, 주지사의 지시와 뉴욕주 인권국(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의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민자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고한 남성과 여성들이 표적이 되고 차별받는 동안 뉴욕은 그저 방관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밝힙니다. 이 부끄러운 행동은 법에 위배되며 뉴욕 

주민으로서의 입장에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막고 이 나쁜 임대주들을 적발하여 

뉴욕주 전 지역 세입자들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할 

것입니다.”  

  

임대주의 대리인이 건물의 현관에 “모든 세입자”라고 지칭한 문제의 편지를 부착한 후에 

이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임대주는 멕시코, 도미니카 공화국, 과테말라 

출신의 세입자들 다수에게 고용 증명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사회 보장 카드, 영주권 

또는 여권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퇴거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민원은 뉴욕주 인권국(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이 자체적으로 제기한 것입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New York Daily News)가 처음 보도한 이 편지는 임대주가 언론 

매체에 공개한 입장 발표와 더불어 라틴 아메리카계 뉴욕 주민들에 대한 차별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directs-investigation-landlord-policies-and-practices-across-new-york-state


 

 

  

뉴욕에서 세입자에게 임대 갱신 조건으로 이민자 신분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식적인 집행 절차를 통해, 뉴욕주는 임대주에게 모든 차별적인 

관행을 중지하고 포기할 것을 명령하고 뉴욕주에 민사상의 벌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인권국(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은 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차별의 패턴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고 뉴욕 주민들이 뉴욕주의 경제적, 문화적, 지적 생활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차별에 관한 정보나 지원을 찾고 있는 뉴욕의 세입자들은 이민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 및 사업의 개요를 제공하는 주지사의 이민자 가이드(Immigrant 

Resource Guide)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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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인권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은 고용, 주택, 공공시설, 신용 

및 기타 사법권, 연령, 인종, 교리, 출신 국가, 성별, 성적 지향성, 혼인 여부, 장애, 군필 

여부, 기타 보호된 계층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인권법(Human Rights Law)을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인권법(Human Rights Law)과 인권국의 활동에 관한 정보는 인권국 

웹사이트 www.dhr.ny.gov에서 보다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s://www.ny.gov/we-are-all-immigrants/new-york-state-immigrant-resource-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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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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