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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귀화 및 새로운 미국인들을 위한 기타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87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보조금 발표  

  

새로운 보조금,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 난민을 포함하여 뉴욕주에 새로 온 사람들 
지원  

  

2023년 회계연도 제정 예산, 전체 ONA 기금을 2,000만 달러까지 증액  

  

Hochul 주지사,  6월을 이민자 유산의 달로 인정하는 선언문 발표  

  

  

Hochul 주지사는 오늘 주 전역의 새로운 미국인을 위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무부를 통해 미국 국무부 뉴 아메리칸 담당 사무국(Department of State's Office for 

New Americans)을 통해 비영리 지역사회 기반 제공업체에 제공하는 약 87만 달러의 

새로운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보조금은 ONA의 주 전역의 

Opportunity Centers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미국 시민이 되는 이민자와 난민에게 귀화 

신청 지원 및 시민 자격 획득 시험 준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보조금은 또한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에서 새로운 정착민들을 포함하여,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민자들에게 무료 이민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 이민 변호사를 갖춘 프로그램인 

ONA의 법률 상담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의 다양한 구조에 이민자들의 중요한 공헌을 인정하여 

6월을 이민자 유산의 달로 선언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이민자 세대의 노력과 결단력을 

바탕으로 구축되었으며, 우리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건설하려는 사람들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이민자를 위한 중요한 서비스에 대한 오늘날의 투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뉴욕은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는 이민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우리의 위대한 주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계속해서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Antonio Delgado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이민자들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가족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sites%2Fdefault%2Ffiles%2F2022-06%2FImmigrant_Heritage_Month_2022.pd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607a02ead14443f1c8a108da5ad6f9c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2217673645882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0TGYBvjyjPWT42YOCE4st1ZjBwPdryRcG482oWeQHWw%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sites%2Fdefault%2Ffiles%2F2022-06%2FImmigrant_Heritage_Month_2022.pd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607a02ead14443f1c8a108da5ad6f9c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2217673645882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0TGYBvjyjPWT42YOCE4st1ZjBwPdryRcG482oWeQHWw%3D&reserved=0


추구하면서 함께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민자들은 뉴욕을 

우리 나라의 가장 큰 용광로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뉴욕 시민들이 

귀화 절차를 밟을 때 필요한 지원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Robert J. Rodriguez 국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증가한 기금은 Hochul 

주지사가 새로운 미국인들이 이민자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우리 주에 귀중한 

공헌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기금은 

이민자들이 주 전역의 지역사회 기반 제공업체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에 

액세스하고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명한 투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위대한 국가를 뉴욕을 고향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로 만들 

것입니다."  

  

2023년 예산의 ONA에 대한 자금 증가로 인해 이 사무국은 무료 법률 지원, 정신 건강 

지원, 인력 개발 및 영어 학습을 포함한 핵심 서비스에 계속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ONA에 변화하는 연방 이민 정책에 직접 대응하는 특별 프로젝트 및 시범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이 기금은 남부 국경에서 

뉴욕주로 유입되는 이민자와 난민의 증가뿐만 아니라 최근에 도착한 아프간과 

우크라이나인의 증가를 지원하는 등 즉각적인 지역사회의 요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 주 의회 뉴 아메리칸 태스크 포스(New York State Assembly Task Force on 

New Americans)의 의장인 Catalina Cruz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이민자들이 뉴욕주를 그들의 고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통합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의회 다수당은 ONA와 그 중요한 이니셔티브에 대한 기금을 늘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며 미국 연방정부가 포괄적인 이민개혁을 시행하지 않아 반 독재 

정책과 수사학이 너무 보편화된 상황에서 계속 강력한 지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자 공동체를 지원할 때, 우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전역의 모든 공동체를 

강화합니다. 이 새로운 펀드는 정확히 그렇게 합니다. "  

  

870만 달러의 자금 지원으로 35개의 새로운 기회 센터와 ONA의 설립 이후 운영되어 온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공을 기반으로 하는 법률 상담 보조금의 출시를 지원할 것입니다. 

2021년 ONA Opportunity Centers 및 Legal Counsels은 28,797명의 개인에게 법률 

지원 및 귀화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이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ONA 기금을 지원받은 변호사들은 아프간인을 

포함한 최근 입국자뿐만 아니라 팬데믹과 관련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 전역의 

의뢰인들을 돕기 위해 개입했습니다.  

  

ONA Opportunity Centers - Civics는 다음을 포함한 무료 및 기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민권 준비 수업  

▪ 이민 신청 지원  

▪ 이민법 상담  

▪ 커뮤니티 워크샵  

▪ 인력 추천  

  

Opportunity Center 보조금으로 약 270만 달러가 다음 지역의 조직에 수여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제공 받은 카운티: 올버니 (Albany)  

U.S. Committee for Refugees and Immigrants  

  

센트럴 뉴욕  

제공 받은 카운티: Onondaga  
Catholic Charities Syracuse  
  

핑거 레이크스  

제공 받은 카운티: 몬로  
Catholic Charities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롱아일랜드  

제공 받은 카운티: 나소  

Central American Refugee Center(CARECEN)  

  

제공 받은 카운티: 서퍽  

Central American Refugee Center(CARECEN)  

  

미드 허드슨  

제공 받은 카운티: 더치스  

Catholic Charities, Archdiocese of NY  

  

제공 받은 카운티: 오랜지  

Catholic Charities, Archdiocese of NY  

  

제공 받은 카운티: 록랜드  

Catholic Charities, Archdiocese of NY  

  

제공 받은 카운티: 웨스트체스터, 용커스 외곽  
Make the Road New York  
  



제공 받은 카운티: 웨스트체스터, 용커스 외곽  
Neighbors Link  
  

제공 받은 카운티: 웨스트체스터, 욘커스  
Neighbors Link  
  

모호크 밸리  

제공 받은 카운티: 오네이다  
The Center  
  

뉴욕시  

제공 받은 카운티: Bronx  

Catholic Charities, Archdiocese of NY  

  

제공 받은 카운티: 브롱크스  
Mercy Center  
  

제공 받은 카운티: 브루클린  

Chinese-American Planning Council  

  

제공 받은 카운티: 맨해튼  

Chinese-American Planning Council  

  

제공 받은 카운티: 맨해튼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제공 받은 카운티: 퀸즈  
Make the Road New York  
  

제공 받은 카운티: 퀸즈  

MinKwon Center for Community Action, Inc.  

  

제공 받은 카운티: 퀸즈  
Queens Community House  
  

제공 받은 카운티: 리치몬드  
Make the Road New York  
  

서던 티어  

제공 받은 카운티: 브룸  
American Civic Association  
  



제공 받은 카운티: 톰킨스  

Catholic Charities Tompkins/Tioga  

  

웨스턴 뉴욕  

제공 받은 카운티: 이리  
Jericho Road Community Health Center  
  

ONA Legal Counsels은 다음을 비롯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뉴욕주에 있는 모든 이민자들을 위한 직접적인 의사표명  

• ONA Opportunity Centers에서 진행하는 법률 상담의 날  

• 법률 관련 워크샵 및 Know Your Rights 교육  

  

법률 자문 보조금으로 약 6백만 달러가 다음 지역의 조직에 수여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제공 받은 카운티: 워렌, 워싱턴, 사라토가, 스키넥터디, 올버니, 그린, 컬럼비아, 

렌셀러  

ONA Legal Counsel: Capital District Women's Bar Association 법률 프로젝트  

 

센트럴 뉴욕  

제공 받은 카운티: 오스웨고, 오논다가, 매디슨, 카유가, 코틀랜드  

ONA Legal Counsel: Frank H. Hiscock Legal Aid Society  

 

핑거 레이크스  

제공 받은 카운티: 올리언스, 제네시, 와이오밍, 리빙스턴, 먼로, 온타리오, 세네카, 

예테스, 웨인  

ONA Legal Counsel: The Legal Aid Society of Rochester, NY  

 

롱아일랜드  

제공 받은 카운티: 나소, 서퍽  

ONA Legal Counsel: Central American Refugee Center(CARECEN)  

 

미드 허드슨  

제공 받은 카운티: 웨스트체스터, 풋남, 더치스  

ONA Legal Counsel: Neighbors Link  

  

제공 받은 카운티: 얼스터, 설리번, 오렌지, 로클랜드  

ONA Legal Counsel: Catholic Charities Community Services, Archdiocese of NY  

 

모호크 밸리  



제공 받은 카운티: 허키머, 풀턴, 몽고메리, 쇼하리, 오테고, 오네이다  

ONA Legal Counsel: Frank H. Hiscock Legal Aid Society  

 

뉴욕시  

제공 받은 카운티: 브롱크스, 킹스, 리치몬드, 퀸즈, 뉴욕  

ONA Legal Counsel: New York Legal Assistance Group(NYLAG)  

 

노스 컨트리  

제공 받은 카운티: 클린턴, 에식스, 해밀턴, 프랭클린, 세인트 로렌스, 제퍼슨, 루이스  

ONA Legal Counsel: Frank H. Hiscock Legal Aid Society  

 

서던 티어  

제공 받은 카운티: 스튜번, 슈일러, 톰킨스, 티오가, 브룸, 체낭고, 델웨어, 체멍  

ONA Legal Counsel: Journey's End Refugee Services  

 

웨스턴 뉴욕  

제공 받은 카운티: 나이아가라, 이리, 차우타우쿠아, 카타라우구스, 알레가니  

ONA Legal Counsel: Journey's End Refugee Services  

  

뉴욕주 이주자 지원국(ONA)은 2012년에 설립되었으며 미국 최초로 법률로 규정되어 

설립된 이민자 지원 사무국입니다. ONA는 모든 이주자들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무료 서비스 및 지원을 이용하고 검색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민자 또는 ONA의 프로그램에 접속하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까지 뉴 아메리칸 핫라인 1-800-566-7636으로 전화하십시오. 모든 

통화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200개 이상 언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s://dos.ny.gov/office-new-americans를 방문하거나 트위터 @NYSNewAmericans 

또는 페이스북에서 ONA를 팔로우하십시오.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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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dos.ny.gov%2Foffice-new-americans&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607a02ead14443f1c8a108da5ad6f9c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2217673645882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fhioFkSDkfO19ZvW%2B7k%2Ff9I5ulBQmnKbrdHRobWczdc%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twitter.com%2Fnysnewamericans%3Flang%3Den&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607a02ead14443f1c8a108da5ad6f9c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2217673645882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ZuUZokAHz%2FNcwftMmZ100p%2BDMNRB0mo8rIlZDmLLlws%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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