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월 2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연방 정부의 조치와 관계없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수혜자에게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보장  

  

의회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뉴욕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 수혜자들은 계속해서 주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받을 예정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 자격을 갖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에 관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수혜자들이 연방 정부의 조치 및 프로그램의 종료와 관계없이 주 

정부가 지원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에는 대략 42,000명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이 

거주하며, 그중 대다수는 연방 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시 고용 기반 

건강 보험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뉴욕주 법에 따라,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은 컬러 오브 로에 의한 영구거주자(Permanently 

Residing Under Color of Law, PRUCOL)로 간주되며, 주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 또는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Children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를 보호하는 데 실패한 것은 끔찍하고 불공정하며 반미국적인 

행위입니다. 그들은 수십만 명의 아이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뉴욕주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워싱턴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을 보조금을 위한 인질로 잡고 있는 

동안, 저희는 생명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독설과 무능력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민자들의 권리를 지지하며, 뉴욕주와 미국이 설립될 때 기반을 둔 

https://info.nystateofhealth.ny.gov/DACAFactSheet


기회와 평등의 원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은 미국에 입국한 미성년 불법 이민자들이 취업 

허가 및 연장 가능한 추방유예기간을 받도록 돕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종료 계획을 발표한 후, 뉴욕주는 뉴욕에서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를 위한 메디케이드(Medicaid) 보험 

신청 및 갱신에 관한 정보는 여기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이 보험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원합니다.  

  

뉴욕주 이주자 지원국(New York State Office for New Americans)  

  

Cuomo 주지사는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뉴욕주 가족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진 이민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을 설립했습니다. 

뉴욕주 이주자 지원국(New York State Office for New Americans)은 이주자들이 뉴욕주 

시민 생활과 경제생활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국은 이주자를 위한 뉴욕주의 환영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음과 같이 성공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 기반의 “기회” 센터(“Opportunity” Centers)의 네트워크 구축  

• ESOL(English-for-Speakers-of-other-Languages) 교육의 참여 증가  

• 신규 이민자의 귀화 절차 준비  

• 신규 이민자의 기업가 정신을 활용하기 위해 이민자와 기업 자원을 연결  

• 신규 이민자의 직업적 기술을 개발 및 활용  

• 시민 참여와 기타 기회를 통해 신규 이민자와 지역사회 사이의 유대관계를 

강화  

• 사기꾼들의 신규 이민자 착취 감소  

• 신규 이민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 자원 수집  

  

뉴욕주 자유 수호 프로젝트(New York State Liberty Defense Project)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는 신분과 관계없이 이민자의 법률 서비스 

및 절차에 대한 권리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최초로 주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민간 

프로젝트입니다. 2017년에 Cuomo 주지사는 이 프로젝트에 역사적인 1,14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statement-governor-andrew-m-cuomo-filing-amended-complaint-lawsuit-preserve-daca
https://info.nystateofhealth.ny.gov/DACAFactSheet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는 뉴욕주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법률 회사, 법률구조협회, 지지 단체, 주요 단기 대학 

및 종합 대학교, 변호사협회 등과 협력하여 운영됩니다.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가 제공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주 전역의 이민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및 심사 정보  

• 국외 추방 절차와 더불어 기타 사건에서 이민자를 직접 대변하는 업무  

• 귀화, 고용 허가, 영주권 등 이민 신청서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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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자를 위한 뉴욕주 자원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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