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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미국 시민이 되고자 하는 이민자들을 돕고 지원할 

미군 출신 재향군인을 채용하는 주차원의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이들이 귀화 시험의 미국 시민 부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이민자들에게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전환하는 군인들을 돕는 뉴욕주 VA(Veterans’ Affairs)사무국과 미국 VA부를 포함해 

재향군인 조직에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뉴욕은 오랫동안 자신과 가족을 위해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이 나라를 찾는 사람들에게 

횃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러한 유구한 유산을 

존중하고 계속 이어나가는 데 이 프로그램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메리칸 드림을 위해 이곳에 온 분들과 어메리칸 드림을 보존하기 위해 

싸우신 영웅들과 짝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강점은 다양성입니다. 저는 

새로운 뉴욕주민들을 위해 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족하는 것을 돕게 되어 기쁩니다.” 

 

뉴욕주 ONA(Office for New Americans), 뉴욕주 DVA(Division of Veterans’ Affairs), 

뉴욕주 CNCS(Commission on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는 새로운 미국인들이 

우리 뉴욕주의 도시 및 경제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돕는데 관심이 있는 

재향군인들을 지원하고 채용하는 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DVA는 뉴욕주에서 활동하는 

80여개의 VA 사무소를 활용해 지속적인 대민 봉사 기회를 찾고 있는 재향군인들을 돕기 

위해 Veteran Volunteer Recruitment Center로서 활동할 것입니다. PV(Partner Vet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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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직 역시 다른 주 기관들처럼 채용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재향군인 자원봉사자들은 주 전역에 산재해있는 26개의 (Office for New American 

Opportunity Centers) 중 한 곳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줄 것입니다. 자원봉사자 

기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미국인들이 수업중 또는 컴퓨터 언어 실험실 환경에서 영어를 연습할 

수 있도록 컴퓨터나 태블릿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실 지도 방식의 1대1 또는 그룹 회화 연습 그룹으로 활동하거나 참여한다. 

 귀화 시험의 미국 시민 요소에서 새로운 미국인을 위한 모의 시험 세션을 

실시한다.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미국 공민(U.S. Civics) 전화 앱 설치를 도와준다.  

 귀화 운전시 물류 지원을 제공한다. 

 

이 자원봉사자 프로젝트는 재향군인 지원에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참여는 재향군인들이 민간인 생활로 전환하고, 자신들이 군 생활로 익힌 기술을 경쟁력 

있는 인력 능력으로 발전시키며, 이러한 경험과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사람들과 

소동하고 다양한 커뮤니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밖에도, ONA는 

이민자들에게 뉴욕주 DVA 사무소와 미국 DVA 병원과 같은 기관들에서 뉴욕주 재향군인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욕주 재향군인들과 모든 뉴욕주민들을 결집시키고 새로운 미국인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라고 뉴욕주 Cesar A. 

Perales 국무부장관이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뉴욕주가 제공해야 하는 바로 

그것, 즉 자원봉사자 정신, 동료 뉴욕주민들에 대한 헌신적인 마음가짐, 모든 면에서 

영웅인 뉴욕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 중요한 활동에서 새로운 ONA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뉴욕주 

DVA의 Eric J. Hesse 실장이 말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는 

분들과 국가를 위해 봉사와 희생을 다하신 분들을 이어주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분들은 우리 미국의 존재의 핵심에 있는 권리와 이상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데 

힘쓰셨던 분들입니다.”  

 

“뉴욕주민으로서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는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서 

도와줄 재향군인들께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뉴욕주 CNCS  – New Yorkers Volunteer의 

Linda Cohen 사무국장이 말했습니다. “이분들의 지속적인 서비스는, 이미 너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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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주셨지만, 우리 뉴욕주의 핵심 가치인 남을 도와주는 좋은 시민의식과 평생의 

약속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주민들은 함께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뉴욕주 재향군인들이 

새로운 이민자들을 뉴욕의 가정으로 환영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뉴욕주 ONA를 감독하는 Jorge I. Montalvo 뉴욕주 국무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감사 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미국인들을 

통합하려는 뉴욕주의 활동을 지속시켜줄 것입니다”라고 NYIC(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의 Steven Choi 사무국장이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재향군인들이 

이민자들을 돕고 이들이 사회에 다시 통합해나가는 과정에 자신들의 기술을 연마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고조되고 있는 커뮤니티 환영 움직임을 보면서 뉴욕의 리더십에서 영감을 

얻습니다”라고 Welcoming America의 David Lubell 사무국장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미국인들과 재향군인들을 나라와 커뮤니티에 대한 봉사의 마음으로 한데 이끄는 것보다 

우리 미국에게 더 큰 애국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The Mission Continues는 Cuomo 주지사와 ONA와 함께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The Mission Continues의 Aaron Scheinberg 사무국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재향군인에게 나라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 재향군인 비영리기관으로서 재향군인들이 능력, 리더십,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미국인들은 우리 미국의 미래에 중요한 존재이며, 

재향군인들은 이들을 환영하고, 멘토링하고 활동적인 시민이 되도록 격려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주의 도시 및 경제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돕는 Cuomo 

주지사의 활동을 지속시켜줄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 행정부가 프로그램의 구현뿐만 

아니라 가족, 이민 사회 및 뉴욕의 법 집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 연방 

보안 커뮤니티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주기관들로 

하여금 중요 서류 및 지시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무료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적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명령 26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경제에 이바지하고 뉴욕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이민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뉴욕주 Office for New Americans를 설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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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ONA는 미국의 법령으로 탄생한 최최의 주단위 이민자 사무국입니다. ONA 

활동의 초석은 뉴욕주에 소재한 26개 이웃 기반의 OC(Opportunity Centers) 네트워크 

탄생이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서 이민자들은 ESO(English-for-Speakers-of-Other-

Languages) 교육, 귀화 및 DACA지원, 연방이민법 및 정책 정보 및 참조, 비즈니스 개발 

교육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지사가 뉴욕주에 거주하지만 교실, 컴퓨터 또는 

인터넷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많은 이민자들에게 모바일 폰으로 무료 영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내놓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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