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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고숙련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 전체 프로그램 확대 

발표  

  

438만 달러의 보조금 자금, 뉴욕의 고숙련 이민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훈련과 취업 지원  

  

고숙련 이민자를 위한 전문적인 경로의 확장, 이민자를 위한 노동력 개발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Hochul 지사의 약속 기반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새로 이민온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기술과 경험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뉴욕주의 고급 이민자 전문 경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로그램 확장의 일환으로, 뉴욕에서 증가하는 고숙련 이민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훈련과 직업 배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자에게 총 

438만 달러의 국가 지원 보조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보조금은 3년에 걸쳐 지급되며 

뉴욕주 이주자 지원국(New York State Office for New Americans)에서 관리합니다. 

Professional Pathers 프로그램의 확장은 2022년 시정 연설에서 처음 강조된 이민자를 

위한 국가의 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는 Hochul 지사의 약속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 세대에 걸쳐, 자신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건설하기 위해 뉴욕에 온 이민자들의 노력과 결단력은 우리 주를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고숙련 이민자를 위한 전문 경로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주에서 새로운 미국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민자들을 

노동력에 진입하고 뉴욕 드림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2021년에 처음 시작된 NYS Professional Pathways 프로그램은 고숙련 이민자들이 

후보자를 선별, 훈련 및/또는 재인증하고 주 전역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저소득 

이민자들을 위한 일자리 알선 기회를 식별함으로써 전문적인 발전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건축, 엔지니어링, 정보 기술, 교육, 사회 사업, 경제, 

비즈니스 관리 및 저널리즘을 포함하여 현재 뉴욕주에서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맞게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Professional Pathways 프로그램은 이미 첫 해에 뉴욕주의 많은 이민자들에게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Professional Pathways Lead Agency Upwar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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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에 따르면 2023년 1월 31일 기준으로 282명의 구직자가 프로그램에 합격하여 

미국 취업 준비 교육 및 코칭을 받았으며, 88명의 구직자가 전문적인 수준의 직책에 

배치되어 현재 취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미국에서 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ONA(New Americans Office for New Americans)에서 관리하는 이 새롭고 확장된 

보조금에 따라 Upwardly Global은 ONA 잡 코치 네트워크에 프로그램 방향 및 주 전체의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Professional Pathways Lead Agency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른 비영리 단체들은 이 프로그램 확장에 따라 

롱아일랜드가 새로운 지역으로 추가되면서 주의 다른 지역에서 ONA 잡 코치 기관으로 

활동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받을 것입니다.  

  

Professional Pathways 파트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전역 주요 기관: Upwardly Global  

• ONA Job Coach - 브룩클린/퀸즈: Upwardly Global  

• ONA Job Coach - 브롱크스, 맨해튼, 스태튼 아일랜드: Upwardly Global  

• ONA Job Coach - 수도권 지역: U.S. Committee for Refugees and Immigrants  

• ONA Job Coach - 센트럴 뉴욕: InterFaith Works  

• ONA Job Coach - 롱아일랜드: Central American Refugee Center(CARECEN)  

• ONA Job Coach - 모호크 밸리: The Center  

• ONA Job Coach - 웨스턴 뉴욕: International Institute of Buffalo  

  

Professional Pathes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국무부 장관은 Robert J. Rodrigu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이민자들과 우리 주와 국가에 그들이 기여하는 모든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너무 많은 새로 이민온 미국인들이 자신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어렵게 만드는 무수히 많은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이주자 

지원국(New York State Office for New Americans)의 Professional Pathers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뉴욕의 이민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향상시키며 오늘날의 고용 시장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Upwardly Global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Jina Krause-Vilma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민자와 난민이 미국에서 삶과 경력을 다시 시작하도록 지원하려는 뉴욕주의 노력을 

주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신규 이민자는 종종 출신 국가에서 광범위한 

교육과 경험을 가져오지만 미국 취업 시장에서 자신의 기술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rofessional Pathways 프로그램의 확장은 Upwardly Global에서의 우리 

작업의 중추인 이민자 및 난민 커뮤니티의 잠재력을 높이는 예외적인 모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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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Institute of Buffalo의 Jennifer Rizzo-Choi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International Institute of Buffalo는 Professional Pathways 프로그램의 ONA 

경력 코치 파트너로 계속 활동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프로그램은 웨스턴 뉴욕 지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21년 이후 45명의 참가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13명이 

의료, IT, 금융, 사회복지 등 본래 업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이주자 지원국과의 파트너십을 중요시하며 이 중요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Professional Pathways 프로그램 참가자인 Juan Beltran Carranz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Upwardly Global은 제가 미국에서 첫 직장을 찾았을 때 저의 가장 좋은 

파트너였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모든 직원들에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히 저를 안내해주시고 제 모든 의문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 직업 코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고, 이 여정이 우리에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제 모든 

이민자 친구들에게 Upwardly Global을 추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뉴욕 이민 연합(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 Murad Awawdeh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뉴욕주를 형성하는 데 이민자들의 중요한 

기여를 인식해 준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지사님은 새로운 이민자 공동체에 

투자함으로써 더 많은 뉴욕 시민들이 노동력에 진입하고 현재와 미래의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일자리를 찾는 것은 

양질의 삶을 구축하고, 가족과 지역사회를 안정시키며, 뉴욕 기업과 우리 경제의 건강을 

보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뉴욕주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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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이 필요하거나 ONA의 프로그램과 연결하기를 원하는 이민자들은 이주자 

핫라인(New Americans Hotline)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1-800-566-7636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모든 통화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200개 

이상 언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s://dos.ny.gov/office-new-

americans를 방문하거나 트위터 @NYSNewAmericans 또는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NYSNewAmericans)에서 ONA를 팔로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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