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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개선된 이민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 LDP)를 확대한다고 발표  

 

신속 대응 프로그램(Rapid Response Program),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급습 및 체포의 대상인 이민자에게 긴급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뉴욕주 전 지역의 변호사 네트워크 구축  

 

소모스 커뮤니티 케어(SOMOS Community Care), 칠드런스 빌리지(Children's 

Village),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민자 가족 및 자녀를 위한 종합적인 

건강 보험, 사회 서비스, 법률 서비스, 기타 필요 사항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골든 

도어(Project Golden Door)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방 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이민자에게 개선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개선 사항은 뉴욕주 전 지역의 이민자, 특히 소외된 지역사회에 더 많은 통일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자유 수호 프로젝트(LDP) 파트너들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선된 자유 수호 프로젝트(LDP) 

서비스에는 (1) 뉴욕의 이민자 자녀와 가정에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골든 

도어(Project Golden Door)와, (2)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표적 급습 및 임의적인 체포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여 현장에서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지역별 

신속 대응 프로그램(Regional Rapid Response program)이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찾는 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뉴욕은 모든 신분의 주민을 

보호하면서 다양성을 포용하겠다는 우리의 공약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대된 

서비스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공정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는 이민자에게 필요한 

법적 지원을 하고, 연방 정부가 소홀히 하는 미등록 자녀 및 가족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이민자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뉴욕주는 우리 주의 이민자 자녀와 가족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의 확대로 



 

 

이민자들이 법률 서비스를 쉽게 사용하여, 적절한 대표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뉴욕은 

우리를 엠파이어 스테이트로 만드는 우리의 다양성과 풍부한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골든 도어(Project Golden Door)  

자유의 여신상에 새겨진 상징적인 문구에 따라 명명된 프로젝트 골든 도어(Project 

Golden Door)는 지역사회 복지 기관의 중요한 업무, 라틴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의 전문 지식과 문화적 역량, 다양한 뉴욕 회사의 프로보노 변호사 및 이민 전문가의 

전문 지식 등을 결합하여, 뉴욕 전 지역의 12 개 장소에서 종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뉴욕에는 16 세 미만의 미등록 이민자 53,000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2014년 이후 남부 국경에 도착한 중앙 아메리카 출신입니다. 이 어린이 중 상당수는 

이후 뉴욕주의 가족 네트워크 또는 후원자의 지원으로 뉴욕시, 웨스트체스터, 

롱아일랜드에 재정착했습니다. 이러한 이민 청소년과 그 가족들은 언어 장벽이나 

문맹으로 인해 학교 및 기타 공공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사회 및 경제적 단절에 

직면합니다. Trump 행정부의 가족 분리 정책에 따라 심지어 더 많은 어린이들이 뉴욕의 

가족이나 후원자로부터 분리되고 있습니다. 가족을 해체시키는 연방 정부의 조치로 

발생한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족 및 후원자를 위해 상당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골든 도어(Project Golden Door)는 뉴욕으로 이주한 후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건강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뉴욕 전 지역의 2,500 명이 

넘는 지역사회 기반 의사들의 비영리 네트워크인 소모스 커뮤니티 케어(SOMOS 

Community Care)와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소모스(SOMOS)의 통합된 접근 

방식으로 미등록 어린이이자 동반 가족이 없는 어린이 및/또는 분리된 어린이와 각 

가족의 간병인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특히 소모스(SOMOS) 네트워크 제공업체는 일차 진료 의사(Primary Care Physician, 

PCP), 전문가, 사회 복지사, 간호사, 병원, 실험실, 약국, 엑스-레이(X-ray) 시설, 기타 

시설 등을 포함하여, 어린이와 간병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범위의 의료 

전문가 및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모스(SOMOS)는 육체 및 행동 건강 요구를 

결정하기 위해, 선별 검사를 포함하는 의료 개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행동 건강 요소, 

특히 트라우마 관련 증상 및 결과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에게 소개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보건 담당관이 환자를 

동반하도록 배치됩니다.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모델을 통해 어린이와 가족 모두가 뉴욕에서 최대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프로젝트 골든 도어(Project Golden Door)가 

돕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 복지사와의 개별 상담 모임.  

• 동반 가족이 없는 이민 자녀 및/또는 미등록 이민 자녀를 돌보는 가족을 위해 

구체적인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일상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 정부 및 

주정부 차원의 자원으로 이민 가족을 돌보는 사회 복지사가 운영하는 뉴욕주 전 

지역의 이중 언어 지원 그룹  

• 미등록 어린이가 교육 및 식품 프로그램에 연계 될 뿐만 아니라 연령 및 거주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정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립학교 시스템의 교육 

권리 및 모색에 대한 지원.  

• 인신 매매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인신 매매 태스크포스(Human Trafficking 

Taskforce) 및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언어 

지원 서비스와 현지 법률에 관한 정보 습득.  

• 자유 수호 프로젝트(LDP)를 통해, 어린이 및 가족에게 무료 이민 변호사 배정.  

• 의료 및 정신 건강 개입, 번역 지원 등과 같은 가정 내 어린이의 요구 처리.  

• 트라우마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치료 및 건강 보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  

  

자유 수호 프로젝트 신속 대응 프로그램(LDP Rapid Response)  

예상하지 못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조치와 뉴욕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급습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한 자유 수호 프로젝트 신속 대응 프로그램(LDP Rapid 

Response Program)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급습 및 체포 증가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즉각적인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10 개 지역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REDC) 지역에 자유 수호 프로젝트(LDP) 변호사를 

전담 배치했습니다. 최소 2 명의 전담 변호사가 배치되어야 하는 수요가 많거나 피해가 

큰 지역으로 지정된 특정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체포와 구금에 대처해야 하는 핑거 

레이크스 및 웨스턴 뉴욕.  

• 현지 농장에 대한 급습 건수가 증가한 센트럴 뉴욕 및 모호크 밸리.  

•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행과 체포가 증가한 허드슨 밸리와 롱아일랜드.  

• 이 지역의 이민 변호사 명단을 보강하여, 그곳으로 이전되고 구금된 망명 

신청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처해야 하는 주도 지역.  

  

가족과 분리된 동반 가족이 없는 어린이 및 그 가족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직접 

대표합니다.  

  

농장, 농촌 지역, 다양한 언어 때문에 특히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에서 진행하는 

자신의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워크숍 및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접근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 가족 준비 계획을 세우는 방법  

• 재무 계획을 세우는 방법  

• 해당 영사관에 연락하는 방법  

• 자신 또는 가족 구성원이 구금된 경우 대처 방법  

  

추방 과정에 처해 있거나 추방된 사람들의 가족에게 비법률적인 지원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이민자에게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유 수호 

프로젝트(LDP)의 확대로 최근 발표된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 ONA)의 

발전을 보완합니다.  

 

현재까지 자유 수호 프로젝트(LDP)는 도움이 필요한 이민자 및 지역사회에, 특히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eferred Action for Early Childhood Arrivals, DACA) 

또는 임시 보호 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을 포함하여 연방 이민법 시행 

전술(federal immigration enforcement tactics)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위해 25,000 건이 

넘는 필수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민관 파트너십은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에서 관리하고 뉴욕주 전 지역의 법률 회사, 법률 협회, 옹호 단체, 단기 

대학, 종합 대학교, 변호사협회(bar association) 등과의 공조하에 운영됩니다. 자유 수호 

프로젝트(LDP)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 뉴욕주 전 지역의 이민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및 심사 정보.  

• 국외 추방 절차와 더불어 기타 사건에서 이민자를 직접 대변하는 업무.  

• 기타 이민 법률 서비스 지원, 특히 복잡한 문제 지원.  

• 이민자 및 지역사회를 위한 자기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교육 제공  

  

자유 수호 프로젝트(LDP)가 제공한 국외 추방 변호로 뉴욕에 삶의 기반을 둔 구금 중인 

이민자 중 4 분의 1이 해당 지역사회에서 석방된 후 가족과 재결합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그들은 장기적인 구제책을 모색하기 위한 희망으로 자신의 케이스를 

준비하기 위해 계속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더 나은 상태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 지원이 필요한 이민자는 이주자 직통 전화 1-800-566-7636으로 전화하시길 

촉구합니다. 모든 전화 내용은 기밀입니다. 200개 이상 언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뉴욕주 주무부의 Rossana Rosado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와 우리 

나라는 우리 이민자의 유산 덕분에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이민자에 대한 

공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는 가족 수천 가구가 해체되었습니다. 

프로젝트 골든 도어(Project Golden Door) 및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를 통해, 뉴욕주는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찾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expansion-services-immigrant-community-through-office-new-americans-0


 

 

서비스와 법적 지원책을 계속 제공할 예정입니다.” 

 

소모스 커뮤니티 케어(SOMOS Community Care)의 이사회 의장인 Ramon Tallaj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뉴욕과 미국 전 지역 이민자 공동체의 

가족 재결합과 후견인 제도를 이끄는 국가적인 지도자의 위상을 유지해 왔습니다. 뉴욕 

주민으로서, 엄청난 트라우마를 경험한 후 우리 지역사회에 새롭게 정착한 어린이들을 

최선을 다해 돌보는 일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소모스 커뮤니티 

케어(SOMOS Community Care)는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문화적으로 만족할 만한 일차 

진료 및 전문 진료가 필요한 모든 어린이에게 그런 진료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에는 보이는 위기와 보이지 않는 위기가 혼재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가지 위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주지사님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칠드런스 빌리지(The Children's Village)의 대표 겸 최고 경영자인 Jeremy 

Kohomb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프로젝트 골든 도어(Project 

Golden Door)는 최근에 도착한 이민자 자녀와 그 가족을 돕기 위해, 더 칠드런스 

빌리지(The Children’s Village), 중앙 아메리카 자원 센터(Central American Resource 

Center, CARECEN), 네이버스 링크(Neighbors Link) 사이의 시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이민자의 생활이 진정으로 향상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민자를 돕기 위해, 비영리 단체들과 주정부 양쪽 모두 저희와 계속 협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유 수호 프로젝트(LDP)와 프로젝트 골든 도어(Project Golden Door)는 양쪽 모두, 

Cuomo 주지사 직속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 산하의 

프로젝트들입니다. 5년 전에 설립된 이주자 지원국(ONA)은 미국에서 최초로 법에 

명시된 이민자 서비스 사무국입니다. 이주자 지원국(ONA)은 뉴욕주 전 지역에서 뉴욕의 

이주자 지역사회에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이 관리하는 기회 

센터(Opportunity Center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들은 지역사회에 초점을 두고 

이민자가 번영하고 주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이민자를 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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