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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2015 GREAT NEW YORK STATE 박람회에서박람회에서박람회에서박람회에서 NEW AMERICANS 

DAY 지정을지정을지정을지정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박람회에서박람회에서박람회에서박람회에서 새로새로새로새로 뉴욕주민이뉴욕주민이뉴욕주민이뉴욕주민이 된된된된 100명을명을명을명을 위해위해위해위해 최초로최초로최초로최초로 특별특별특별특별 귀화행사를귀화행사를귀화행사를귀화행사를 개최하다개최하다개최하다개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8월 28일 금요일에 2015 Great New York State 

Fair에서 New Americans Day을 지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날은 특별귀화행사와 

뉴욕주의 문화적 다양성을 축하하는 문화행사가 열리고, 세계 각국의 음식들이 소개될 

것입니다. 
 

박람회에서 New Americans Day는 오전 11시에 시작할 예정이며, 귀화행사는 

미국이민서비스국에서 실시할 것입니다. 40개국에서 온 100여명의 뉴욕주민들은 이 

기념식에서 Empire Room에서 미국시민으로 선서를 할 것입니다. 이는 New York State 

박람회가 실시한 최초의 귀화식입니다.  
 

“뉴욕의 다양성은 그 자체로 장점으로, 뉴욕주는 자신과 가족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고자 하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횃불 역할을 하였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유구한 전통이 최초의 New Americans Day로 지속될 수 있어 

기쁩니다. Great New York State 박람회는 우리 뉴욕주가 제공하는 최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막 미국인이 되신 분들과 이제 막 뉴욕주민이 되신 분들을 맞이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이 식이 끝나면 뉴욕주 ONA(Office for New Americans)에서 남은 시간 동안 음악 공연과 

행사를 선사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으로는 Karen Society of Buffalo, Burundi Community 

of Buffalo, Bhutanese-Nepali Community of Buffalo의 댄스공연과 또 다른 문화 행사가 

있습니다.  
 

박람회에서 진행하는 New Americans Day는 이민자 커뮤니티가 포함된 다양한 주요 

뉴욕 중서부 단체와의 협업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이 날은 새로 발표된 Pride Day, Law 

Enforcement Day, Armed Forces Day, 두 번의 Senior Days, SUNY Day, 여성의 날, 

Iroquois Nations 공헌을 기념하는 새로운 Six Nations Day를 포함해 박람회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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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날 중의 하나입니다. Great New York State 박람회는 주지사의 날(Governor’s 

Day)과 함께 8월 27일에 시작해서2015년 9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축제는 박람회장에서 새로 개조된 International Building에서도 진행되어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ONA의 직원들도 박람회와 부스에 나와 관람객들을 

안내하고 이들을 현지 Opportunity Centers와 연결시켜줄 것입니다. New Americans 

Day은 뉴욕주 농업및시장부와 뉴욕주 ONA가 주관합니다. 
 

Cesar A. Perales 국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Great New York State 박람회에서 

New Americans Day의 지정은 우리의 위대한 뉴욕주의 다양성과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의 기여도를 기리는 자리입니다. 이 즐거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Great New 

York State 박람회에 오게 되어 기쁩니다.” 
 

Richard A. Ball 뉴욕주 농무부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특별한 날의 일원으로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날은 오는 금요일에 공식적으로 미국ㅇ린이 되고 

뉴욕주의 일원이 되는 분들에게 매우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Great New York State 

박람회는 뉴욕과 뉴욕 전통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이곳 

Fairgrounds에서 100분의 새 주민들을 맞이하고 우리 주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축하하는 날로 삼기에 아주 좋습니다.” 
 

Troy Waffner 뉴욕주 박람회 감독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ew Americans Day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잠시 여유를 갖고 미국 시민과 뉴욕주민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정말로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 박람회가 100명의 

새로운 시민뿐만 아니라 이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박람회참가자들을 위해 이 중요한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Onondaga 카운티 Spanish Action League의 Rita Paniagua 실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Great New York State 박람회에서 최초로 열리는 New Americans Day에 

뉴욕주와 파트너가 되어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기쁩니다. New Americans Day는 우리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본국의 문화와 재능을 소개하고 축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New Americans Day 축하행사는 이민자들이 뉴욕의 시민 및 경제적인 삶에 깊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려는 Cuomo 주지사의 노력을 지속해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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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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에서 감독하는 ONA는 미국에서 조례로 세워진 최초의 주 단위 이민국입니다. 

최근에는, 주지사가 뉴욕주에 거주하지만 교실, 컴퓨터 또는 인터넷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많은 이민자들에게 모바일 폰으로 무료 영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내놓았습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대박람회대박람회대박람회대박람회 소개소개소개소개 
 

뉴욕주 농업시장부가 주관하는 New York State Fair 박람회가 2015년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열립니다. 이 박람회는 테마인 “여름 최고의 쇼”에도 반영되어 있듯이 최고급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고 뉴욕 농업의 특장점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대박람회의 장소는 북동부의 가장 유명한 말 및 가축 쇼를 포함하여 수 십 가지의 

농업 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해 년중 운영되는 375 에이커의 전시 및 오락 단지입니다. 

박람회 행사의 연간 일정은 박람회 웹사이트 https://nysfair.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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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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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