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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OFFICE FOR NEW AMERICANS 운영운영운영운영 개시개시개시개시 

 

이민자들이이민자들이이민자들이이민자들이 뉴욕의뉴욕의뉴욕의뉴욕의 시민시민시민시민 활동활동활동활동 및및및및 경제경제경제경제 활동에활동에활동에활동에 완전하게완전하게완전하게완전하게 참여하도록참여하도록참여하도록참여하도록 지원하는지원하는지원하는지원하는 27개의개의개의개의 지원센터지원센터지원센터지원센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경제에 기여할 우리주의 이민자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뉴욕주 

가족의 일원이 되는데 초점을 맞출 최초의 주 차원의 담당실인 Office for New Americans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Office for New Americans는 기존의 커뮤니티 중심의 조직 내에서 27개 지원 센터가 네트워크를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새로운 이민자들이 영어를 배우고 국적 취득 시험 

준비를 하며, 뉴욕주의 시민 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Cuomo 주지사는 “Office for New Americans를 설립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고 

뉴욕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도시가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뉴욕주와 뉴욕시는 아메리칸 

드림의 무한한 가능성을 찾기 위해 멀리에서 찾아온 이민자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Office 

for New Americans는 이러한 약속을 바탕으로 하며 철저한 직업 윤리와 이민자들의 에너지를 통해 

경제를 부활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뉴욕주의 오랜 기회 창출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Office for New Americans (ONA)는 무료 전화인 뉴욕주 New Americans Hotline, 다국어 정보 센터, 

ONA 전용 웹 사이트 등으로 지원을 받으며 신규 이민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핫라인 번호는 800-566-7636이며 웹 사이트는 www.newamericans.ny.gov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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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가 Office for New Americans를 개설하신 것을 크게 환영합니다”라고 뉴욕주 

국무부의 Cesar A. Perales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언어 교육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민자가가 뉴욕주의 시민 생활 및 경제 활동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이 뉴욕주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것이 27개 Office for New Americans 지원 센터를 만드는 것이며 새로운 

이민자가 집중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ONA는 첨단 기술과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를 사용하여 지역사회 기반 교육 시스템을 선도하며 새로운 이민자를 지원하고 이들이 

성공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반인은 직장 언어 능력, 사업 기획, 대출 이용 

정보,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참여 등을 포함하여 교육, 변호 및 추천 서비스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센터는 또한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교대 근무 변호사 팀이 후원합니다.  

 

Office for New Americans의 뉴욕시 전체 위치 목록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뉴욕주는 신규 이민자에게 친숙한 환경을 조성하고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성공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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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하고 활용. 

 

• 추방유예 신청을 받는 젊은이의 수를 극대화. 

 

• 시민 참여와 기타 기회를 통해 신규 이민자와 지역사회 사이의 유대관계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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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꾼들로부터 신규 이민자가 희생되는 것을 감소. 

 

• 신규 이민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마샬 스테이트 리소스.  

 

뉴욕 이민자 연맹의 Chung-Wha Hong 최고 책임자는 “Cuomo 주지사가 주 차원에서 강력한 

인프라를 구상하고 뉴욕 전체의 이민자 커뮤니티와 중요한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ONA 프로그램은 뉴욕주의 다양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엄청난 에너지와 재능을 

활용하고 모두를 위해 경제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미국에서 이민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주이며 120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뉴욕시 이외 

지역에서 거주합니다. 뉴욕주 근로자 4명 중 한 명 이상은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것은 

경제 성장의 주요 기회를 나타내며 미국의 소규모 사업체 소유주 중 18%가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뉴욕에서는 이 비율이 더욱 높으며 소규모 사업체 중 29%를 이민자가 소유합니다.  

 

Office for New Americans 지원지원지원지원 센터센터센터센터 위치위치위치위치: 

• Albany – Literacy New York – Albany Public Library – 161 Washington Avenue, 2
nd

 Floor, Albany, 

NY, 12210 

 

• Bronx (University Heights) – Research Foundation of CUNY/Bronx Community College – 2155 

University Avenue, Bronx , NY 10453 

 

• Bronx (Mott Haven) – Mercy Center — 401 East 145
th

 Street, Bronx, NY 10454 

 

• Brooklyn (Midwood) – FEGS Health & Human Services – 938 Kings Highway, Brooklyn, NY 11223 

 

• Brooklyn (Williamsburg) – Opportunities for Better Tomorrow – 280 Wyckoff Street, 

Brooklyn,  NY 11237  

 

• Brooklyn (Bay Ridge) – Arab American Association of NY – 7111 5
th

 Avenue, Brooklyn, NY 11209 

 

• Dutchess (Poughkeepsie) – Catholic Charities of Dutchess County – Dutchess Community 

College – 218 Church Street, Poughkeepsie, NY 1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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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ie (Buffalo) – Catholic Charities of Buffalo – 20 Herkimer Street, Buffalo, NY 14213 

 

• Manhattan (Washington Heights) – Hispanic Federation – Northern Manhattan Coalition for 

Immigrant Rights – 664 West 182
nd

 Street, New York, NY 10033 

 

• Manhattan (Washington Heights) – Research Foundation of CUNY/Manhattan – 560 West 181
st

 

Street, 10033 

 

• Manhattan (Chinatown) – Chinese-American Planning Council – 165 Eldridge Street, New York, 

NY 10002 

 

• Monroe (Rochester) – Rochester Collaborative for New Americans (Catholic Family Center) – 

Rochester Public Library, Somali Community of Western, NY – 87 North Clinton, Rochester, NY 

14604 

 

• Nassau (Hempstead) – Economic Opportunity Commission of Nassau County – 134 Jackson 

Street, Hempstead, NY 11550 

 

• Nassau (Freeport) – Literacy Nassau – 187 Smith Street, Freeport, NY 11520 

 

• Onondaga (Syracuse) – Catholic Charities of Onondaga County – 527 Salina Street, Syracuse, NY 

13202 

 

• Orange (Newburgh) – Catholic Charities of Orange County – Orange County Community 

College –  319 Broadway, Newburgh, NY 12550 

 

• Queens (Jackson Heights) – Make the Road – 92-10 Roosevelt Avenue, Jackson Heights, NY 

11237 

 

• Queens (Jackson Heights) – Queens Community House – 74-09 37
th

 Avenue, Jackson heights, NY 

11372 

 

• Queens (Flushing) – Korean Community Services – Chinese-American Planning Council  & the 

MinKwon Center for Community Action – 35-56 159
th

 Street, Flushing, NY 11358 

 

• Queens (Flushing) – YMCA – 138-46 Northern Boulevard, Flushing, NY 1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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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ckland (Spring Valley) – Haitian-American Cultural and Social Organization – 24 West Street, 

Spring Valley, NY 12231 

 

• Staten Island – YMCA – 285 Vanderbilt Avenue, Staten Island, NY 10301 

 

• Suffolk (Brentwood) – Make the Road – CARECERN – 1090 Suffolk Avenue, Brentwood, NY 

11717 

 

• Tompkins (Ithaca) – Catholic Charities of Tompkins/Tioga – 315 North Cayuga Street, Ithaca, NY 

14850 

 

• Utica – Mohawk Valley Resource Center for Refugees – 309 Genesee Street, Utica, NY 13501 

 

• Westchester (New Rochelle) – United Community Center of Westchester – New Rochelle Public 

Library – 360 North Avenue, New Rochelle, NY  10801 

 

• Westchester (White Plains) – Westchester Hispanic Coalition – Westchester Community 

College – 46 Waller Avenue, White Plains, NY 10605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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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