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2월 1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미 국무부에 버팔로 난민 이주지 유지 요청  

  

주지사, 행정부가 난민 상한선을 사상 최저치로 줄인 후 현지 이주지를 폐쇄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Pompeo 국무장관에게 서신 발송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행정부가 난민 상한선을 사상 최저치로 줄인 후 

버팔로 난민 이주지를 폐쇄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에 이주지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Michael Pompeo 국무장관에게 보냈습니다.  

  

해당 서신의 전체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Michael Pompeo  

주무장관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2201 C Street, NW  

Washington, DC 20520  

  

Pompeo 장관님께:  

  

현재 행정부가 난민 상한선을 사상 최저치로 줄이기 위해 난민들에게 지나치게 이주를 

종용한 후, 국무부(State Department)에서 버팔로의 난민 이주지 수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로 난민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일을 

계속하려면 기존 정착 기관 네 군데 모두 계속 열어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들 기관은 성공적으로 난민을 지역사회에 통합하고 지역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랫동안 도움을 준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에 걸쳐, 뉴욕주에 정착한 

난민 중 1/3 이상인 6,298명이 버팔로에 도착했습니다. 정착 기관에서는 수천 명의 

난민이 일자리를 찾도록 돕고 난민이 수십 개의 신규 사업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통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새로 도착한 어린이들이 버팔로의 여러 학교에 

입학하도록 주선하기도 함으로써, 우리 경제계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더해주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Letter_On_Buffalo_Refugee_Resettlement_Sites.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Letter_On_Buffalo_Refugee_Resettlement_Sites.pdf


 

 

  

이들 기관은 각자 전체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는 고유의 전문 분야를 확보하고 있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로 협조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팔로와 이리 카운티의 유대인 가족 서비스(Jewish Family Service of Buffalo)는 

청각장애인 난민과 고문 및 외상성 상해의 생존자를 돕고 지원하는 일로 잘 알려져 있고, 

저니스 엔드(Journey's End)는 의뢰인에게 이민 관련 법률 서비스와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실력을 인정받는 전문 기관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버팔로국제협회(International Institute of Buffalo)는 밀매와 가정폭력 희생자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버팔로가톨릭자선회(Catholic Charities of Buffalo)는 현지 

고용주들과 함께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난민은 

물론이고 그보다 범위가 훨씬 더 넓은 지역사회 역시 이러한 서비스를 더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 불이익이 너무나 뚜렷이 나타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조직은 각자 품고 있는 신념의 표현으로서 난민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많은 사람을 비롯한 광범위한 자원자 네트워크도 발전시켜왔습니다. 예를 들어 버팔로 

유대인 가족 서비스(Jewish Family Service of Buffalo)는 여러 교구를 포함한 유대인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버팔로가톨릭자선회(Catholic Charities of 

Buffalo)와 저니스 엔드(Journey's End)는 각각 가톨릭 교구와 더욱 광범위한 기독교 

지역사회와 함께 일합니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버팔로의 난민 포용을 위한 지원이 

얼마나 뿌리 깊은 역사와 전통을 가졌는지 일관되게 상기시켜 주는 요소입니다.  

  

우리 뉴욕에서는 두 팔을 활쫙 벌리고 이민자와 난민을 환영하고 이 주와 이 나라를 

건설한 개방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믿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전 지역의 난민들이 뉴욕 

주민 가정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지역사회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우리 이민자 지역사회와 뜻을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귀하가 버팔로의 모든 정착 기관을 계속 개방하여 위기에 처해 우리나라로 새로 

들어오는 난민에게 최소한의 중요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한편,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의 불을 지피는 데 도움을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  

  

참조:  

Carol O'Connell, 인구난민이주국(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 담당 

국무장관 수석부보좌관  

Larry Bartlett, 난민 인정 감독관  

Barbara Day, 난민 인정/국내 정착 담당 국내과장(Domestic Section Ch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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