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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아프간 난민의 뉴욕주 이주를 돕는 주 기금 200만 달러를 발표  

  

NYSESRP에 대한 주지사의 최초 기금 약속, 총 500만 달러에 달해  

  

1,800명에 달하는 아프간 난민이 뉴욕주에서의 삶에 적응하도록 돕는 개선된 서비스  

  

새로 도착한 난민들이 경제, 교육 및 사회적 자급자족을 이루도록 돕는 데 초점  

  

Kathy Hochul 주지사는 금일 200만 달러의 추가 주 기금이, 아프간 난민이 뉴욕에서의 

삶에 적응하도록 돕는 데 제공된다고 발표했는데, 이로써 주 기금은 총 500만 달러가 

됩니다. 이는 뉴욕주에서 그러한 기금에 대해 주지사가 한 최초의 약속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세대 동안, 이민자들이 뉴욕으로 왔으며, 우리 

주 및 나라의 기본 구조를 정의하며 강화하는 그들의 기여로 미국은 자유와 기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그들의 고국을 떠나는 아프간 난민을 받아들임으로써, 

뉴욕주가 대규모 이주 지원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자랑스러우며, 이 역사적이며, 

이 부문에서 최초의 투자를 함으로써, 저희는 사람들이 그들의 새로운 삶터에서 지내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또한 우리의 친구이자 동맹인 이들을 기꺼이 

국내에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Biden 대통령 및 Markel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금은 임시장애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 

난민을 위한 뉴욕주 개선 서비스 프로그램(New York State Enhanced Services to 

Refugees Program, NYSESRP)을 통해 관리되며, 발표 1주일 내 수여증이 발행됩니다. 

이 기금은 9월 이후 및 다음달에 걸쳐 뉴욕주에 도착했거나 계속 도착할 1,790명의 

아프간 난민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12개가 넘는 비영리 파트너들에게 

분배됩니다. 대략 250명의 난민이 올버니(Albany)에, 495명이 버팔로(Buffalo)에, 

190명이 뉴욕시 구역에, 50명이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에, 275명이 

로체스터(Rochester)에, 10명이 락빌센터(Rockville Center)에, 420명이 

시라쿠스(Syracuse)에, 50명이 유티카(Utica)에, 50명이 욘커스(Yonkers)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백악관 코디네이터인 Jack Markell 및 바드 칼리지(Bard 

College) 의 총장인 Leon Botstein과 함께 ‘동맹 환영 작전’을 위해 아프간인 이주 노력에 

관한 온라인상의 발언을 하는 동안 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입법부는 올해 예산에서 NYSERP를 위해 300만 달러의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추가로 200만 달러를 약속하고, 기존 서비스들이 보충되어 아프간에서 

오는 난민들이 필요로 하는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보다 집중적인 

문화적응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추가 기금으로 개선된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 및 가족이 뉴욕주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문화 적응 오리엔테이션.  

• 최근 겪은 트라우마를 치유하도록 정신 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추가 지원.  

• 영어 교육.  

•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서비스 이용.  

• 학업 성취를 지원하기 위해 아동들이 학교에 다니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관리.  

• 필요한 편익 및 운전 면허증 취득 돕기.  

• 개인 또는 가족의 필요성을 충족하여 경제적 자립을 성취하도록 하는 기타 

서비스.  

 

NYSERP는 주 전역에서 미국에 새로 도착한 난민, 특별 이민 비자 소지자 및 난민에게 

건강 및 의료 서비스는 물론 사례관리, 고용 및 훈련 서비스, 영어교육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파트너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 및 

사회적 자립을 성취하여 지역사회에 통합되도록 돕는 개인 및 가족과 협력하는 

지역난민이주 기관에 기금을 제공합니다.  

  

이 기금은 아프간 난민을 직접 지원하거나 살 집을 주려는 기존 주의 노력 위에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OTDA 및 뉴욕주 이주자 지원국(NYS Office for New 

Americans)과 협력하는 SUNY가 기타 지역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주택, 교육 서비스, 

직업 및 노동력 지원, 기술 및 광범위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욕에서 아프간 난민 

이주를 도우려는 노력으로, Hochul 주지사는 SUNY가 10개의 교육 기회 

센터(Educational Opportunity Centers)를 개장한다고 10월에 발표했는데, 1년의 거주 

요건을 면제함으로써 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SUNY의 일부 캠퍼스 또한 

비어있는 기숙사를 난민들에게 주거로 제공하는 지역 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SUNY는 또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분의 노트북 컴퓨터를 아프간 

난민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아프간에서 온 개인 및 가족의 이주는 우리 생애에서 이토록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가장 

큰 규모의 이주입니다. 뉴욕은 아프간 난민이 미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되도록 돕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시장애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의 행정부 

부커미셔너인 Barbara C. Guinn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 가족 및 개인은 이미 

크나큰 고초를 겪었으며 그들의 삶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한 Hochul 주지사님의 리더십 및 뉴욕이 난민들에게 희망의 횃불로 계속 

봉사하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동맹 환영 작전’을 위한 백악관 코디네이터인 Jack Marke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프간 난민을 환영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Hochul 주지사 및 뉴욕 주민들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뉴욕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미국인들은 우리의 작전 지역이었던 

아프간에서 평화, 안보, 정의를 지원하다가 곤경에 처했던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난민들이 여기서 그들의 삶을 재건하고, 미국의 최선을 

반영하는 이 노력들을 저는 뉴욕에서 보았습니다."  

  

주 상원의원인 Neil D. Bresl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간 난민은 안전 및 가족의 

안녕을 위해 그들의 터전을 떠나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두 팔을 벌려 그들을 우리 지역사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기금을 

확보함으로써, Hochul 주지사는 다시 한번 그녀가 아프간 난민 문제에 있어 진짜 

챔피언이며, 그들이 우리 구역 및 기타 주 전역으로 들어올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인지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주 상원의원인 Roxanne Persau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민을 위한 뉴욕주 개선 

서비스 프로그램(NYSESRP)에 대한 이 신규 투자는 난민들이 뉴욕주에서의 삶에 

적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공하도록 성공적으로 돕는 것을 강화할 것입니다."  

  

뉴욕주 하원의원인 John T. McDonald II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으로서 

우리는 우리 주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희망을 품고, 혼란스러운 아프간을 탈출한 이들 

개인 및 가족을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 주의 오랜 전통인, 세계 각처에서 

온 난민에게 희망의 횃불로 계속 봉사하게 합니다. 저는 아프간 난민들이 우리 

자랑스러운 주에서 새로운 정착을 도우려는 Hochul 주지사의 확고한 헌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 하원의원인 Patricia Fah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난민 및 자유의 

여신상에 새겨진 어구인 ‘여러분의 지치고 힘든 일을 나에게 맡기라’에 부합하는 삶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프간 난민의 이주에 대한 그녀의 신속한 대응 

및 난민에 대한 뉴욕주의 개선된 서비스 설립에 대하여 Kathy Hochul 주지사를 

칭찬합니다. 저희가 아프간에서 20년 동안 작전을 수행할 때 이들 아프간 기여자들은 

함께 했으며, 저는 뉴욕주가 우리 미군을 도운 이들을 돌보는 첫걸음을 뗀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곳 캐피털 지역(Capital Region)에서, 이민자들 및 새로운 미국인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으며, 저는 Hochul 주지사와 함께 

그들의 이주 절차를 돕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주 하원의원인 Jake Ashb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이, 저 자신처럼, 지난 

20년 동안 동맹을 소중히 하고, 미군을 돕고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 수천명의 

아프간인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기금 소식을 많이 환영하며, 저는 뉴욕이 이 중요한 이슈를 주도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올버니 시장인 Kathy Sheeh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수세기 동안 이민자를 

받아들였고, 그들의 고된 노동, 기업가정신 및 혁신을 누렸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우리가 뉴욕을 자신 및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이들을 이끄는 목적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안전한 피난처를 찾는 수백 명의 

아프간 난민 이주 작업을 하면서, 올버니는 우리 지역사회에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대규모 아프간 지역사회, 지역사회에 강하게 기반을 둔 조직, 

취업 및 난민 이주에 대한 경험으로, 우리 나라에 새로 도착하는 사람들이 뉴욕을 

목적지로 선택하는 것이 오랜 전통인 것처럼, 저희는 주지사님과 함께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버팔로 시장인 Byron Brow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필요한 이 기금이 버팔로에 

새로 이주할 거의 500명의 아프간 난민에게 중요한 주거, 보건 및 안전 수요를 

충족하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해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지역사회 

재건, 민주주의 확산, 여성 우대를 지원하는 헌신은 아무리 감사를 해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저렴한 주택 및 강한 경제성장으로 저희 시가 가진 선한 이웃 중 

하나로서의 국제적 평판은, 버팔로를 매우 특별하게 만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에 

최근 추가되는 아프간 난민들로 인해, 그들이 새롭고 더욱 번영하는 삶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버팔로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표시로서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그들의 자녀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성공한 이민자를 환영하는 

도시라는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환영합니다. 저는 뉴욕주의 이 기금으로 

버팔로의 최근 주민들이 이제 고국과 같은 느낌과 함께 자신의 가족을 위한 미래의 

성공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로체스터 시장인 James Smit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첫 세대로서, 피난처를 

찾아 우리 나라와 도시에 들어오는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 추가 기금이 저희 지역 기관이 로체스터에 들어오는 아프간 난민에게 주거를 

제공하도록 돕는 데 있어서 진정한 차이를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필요한 이들에게 

피난처를 계속 제공하도록 하는 이 약속 및 보장에 대해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라쿠스 시장인 Ben Wals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간을 탈출한 개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 주, 지역사회의 노력입니다. 시라쿠스시에는, 아프간 난민 이주에 

협력하는 많은 파트너가 있으며, 저희는 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안정되고 성공적인 

미래를 구축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이는 모두를 위해 다양성을 포용하고 기회를 

창출하는, 성장하는 도시라는 비전의 일부입니다. 저희는 시라쿠스에 이들 추가 이주 

재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Hochul 주지사와 뉴욕주에 감사드립니다. 이 지원은 저희 

공동사업의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티카 시장인 Robert Palmier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년이 넘도록 우티카시는 전 

세계에서 오는 이민자들을 따뜻하게 환영하는 지역사회였습니다. 우티카에 이주한 

이민자 및 난민은 이웃을 활성화하고, 사업을 시작했으며 우리 시에 엄청난 자산이 

되었습니다. 우티카에 이주한 아프간 난민들은 목숨을 걸고 미군을 돕거나 미국 회사를 

위해 협력한, 우리와 같은 가치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다양성이 시 및 국가 모두에서 

우리의 강점이 되는 한편, 난민들을 성공적으로 동화시키는 데는 비용이 드는데, 여기에 

필요한 자원을 주에서 제공하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저는 또한 이민자 및 난민을 우리 

지역사회로 받아들이고 동화시키는 걸출한 작업에 대해 센터(Center)와 그의 집행부 

책임자인 Shelly Callahan을 칭찬합니다."  

  

나이아가라 폴스 시장인 Robert Restain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민 경험이 미국 

팽창의 심장이며, 확실히 뉴욕주 성장의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웨스턴 뉴욕, 

특별히는 나이아가라 폴스가 수십 년 동안 이민자 지역사회의 기여로 크게 

번성했습니다. 이들 새로운 이민자 가족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이 추가 기금은 

이들 새 가족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더 용이하게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나이아가라 

폴스시는 이들 가족과 우리 시의 미래에 대한 약속 및 투자에 대해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시 시장실 이민국(Office of Immigrant Affairs)의 커미셔너인 Raquel Batist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간 이주민이 계속 불안정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는 때에, 우리가 

이들에게 안전 및 기품 있는 환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Hochul 주지사가 이 

역사적인 이주 노력을 이끄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투자는 우리 아프간 지역사회가 

즉시 필요한 것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들이 결국 번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히브류 이미그런트 에이드 소사이어티(Hebrew Immigrant Aid Society, HIAS) 뉴욕 

책임자인 Alla Shagalov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IAS에서 일하는 우리는 아프간 

난민이 뉴욕주 개선 서비스 프로그램에 포함되게 되어 기쁘며, 그들이 위대한 

뉴욕주에서 새 삶을 시작하도록 이들 자원을 갖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합니다."  

  

카톨릭 가족 센터 난민 및 이민 서비스(Catholic Family Center Refugee and 

Immigration Services)의 책임자인 Lisa Hoy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뉴욕주 

지역사회에 이주해 온 난민에 대해 진행 중인 주의 약속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넉넉한 

투자는 우리 새로운 이웃이 뿌리를 내리고 안정되고, 심지어는 번성하는 지역사회 

성원이 되면서, 우리 미래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뉴욕에 여러 방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미국 난민 및 이민위원회(U.S. Committee for Refugees and Immigrants)의 책임자인 

Jill Peckenpaug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금이 기본적 욕구를 보장하고, 가정을 



꾸리고, 빨리 자급자족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이 되는 데 필요한 지원으로, 

새로 도착한 아프간 가족에게 적시에 제공할 수 있게 도착했습니다."  

  

저니스 엔드 레퓨지 서비스(Journey's End Refugee Services)의 집행 책임자인 Karen 

M. Andolina Scot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뉴욕주에 이주하는 아프간 난민을 

위해 Hochul 주지사가 추가로 기금을 배정한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저니스 엔드 레퓨지 

서비스(Journey's End Refugee Services) 및 저희 자매단체인 버팔로에 소재한 

이주기관은 버팔로에 도착한 아프간 난민에게 안전하고 매끄러운 정착을 제공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으며, 더 많은 지원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추가 기금은 뉴욕 

소재 모든 이주기관들이 주거 문제 해결, 따뜻한 보살핌, 실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난민들을 지역사회에 통합하는 어려운 문제에서 성공적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안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에 소재한 국제 구조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IRC)의 집행 

책임자인 Avigail Ziv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소재 IRC는 새로 도착한 아프간 

난민을 환영하고 그들이 뉴욕 지역사회에서 삶을 재건하도록 기본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에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주 지원을 위한 추가 200만 

달러의 기금은 다음 달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700명의 아프간인은 물론, 이미 

뉴욕에 도착한 1,000명의 아프간인들의 성공적인 이주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요합니다. 난민 이주는 미국이 전례가 없는 글로벌 위기 시에 가장 취약한 난민들에게 

제공하는 생명선입니다. 저희는 뉴욕을 이곳 미국에서 새 삶을 이루려는 이들을 위한 

고향으로 보존한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욕 대교구의 가톨릭 채러티스 이민 및 난민 서비스(Catholic Charities of the 

Archdiocese of New York Immigrant and Refugee Services)의 책임자인 Mario 

Russe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대주교의 카톨릭 채러티즈는 인도주의가 위기에 

처한 동안 지원이 필요한 아프간인을 위한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 및 지원에 

고무되었습니다. 수천명의 난민이 뉴욕의 새로운 주거에 이주를 시작하고, 그들 가족의 

삶을 재건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면서, 저희 사례관리자와 자원자들은 이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중요하면서 매일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매일, 직접 봅니다. 모든 난민을 기품과 존경심으로 환영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재통합하기 위해 일한다는 카톨릭 채러티즈의 오랜 약속은, 위대한 

뉴욕주처럼, 금일 더 강해졌습니다."  

  

인터페이스 워크(InterFaith Works)의 회장이자 CEO인 Beth Broadwa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1년 9월 이후, 센트럴 뉴욕의 인터페이스 워크는 71명의 아프간인을 

받아 이주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는 더 많은 난민 이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경우 겨우 옷가지만 걸치고 떠났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가 이들 개인 및 

가족이 우리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새 삶을 시작하도록 지원하는데 시기적절하며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는 분쟁으로 쫓겨난 이들을 환영하고 새로 시작하도록 지원하도록 



자원을 제공하는 뉴욕의 자랑스런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는 Hochul 주지사님을 

칭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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