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움이 필요한 이민자이신가요? 
뉴 아메리칸을 위한 뉴욕주 사무소(ONA)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ONA는 모든 이민자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민 및 지역사회 참여
기회 센터, Civics는 귀화 지원, 시민권 시험 준비, 법률 상담 및 지역사회 워크숍 등 무료 및 기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 공급자 네트워크로서 주 전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민자 커뮤니티 네비게이터는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민 관련 서비스 및 정보를 연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개인들로 구성된 대중 네트워크입니다. 노스 컨트리 
이민자 리소스 코디네이터는 캐나다 국경 이민자들을 포함하여 북부지역 이민자들을 지원하고 추천합니다.  

영어 학습
ESOL(Speakers of Other Languages)을 위한 영어 학습 제공 센터는 인력과 함께 영어 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CELL-Ed는 모든 유형의 휴대폰에서 모든 언어 레벨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및 기밀 영어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건강 및 웰빙
골든 도어 프로그램은 주 전역의 뉴 아메리칸을 위한 정신 건강 지원 그룹을 제공하며 다른 무료 자원들과
연결해드립니다. 라미레즈 준 이니셔티브는 지적 및 발달 장애가 있는 이민자와 그 가족을 자원, 정보 및 서비스에 
연결해드리는 ONA 네트워크의 역량을 구축합니다.  

법률 서비스
법률 상담사는 이민자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접 대표해드리며, ONA 기회 센터에서 정기적인 법률 
상담일을 제공하며, ‘내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를 포함하여 법률 관련 워크숍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리버티 
디펜스 프로젝트는 구금 중이거나 추방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이민자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이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인 대표 모델을 통해 ONA의 법적 프로그래밍을 지원합니다. 

인력 개발 

뉴 아메리칸 CCAN 코드 이니셔티브는 이민자를 위한 무료 기본 디지털 문해력 훈련뿐만 아니라 보다 고급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도 제공합니다.  프로페셔널 패스 고숙련 이민자 구직자를 현지 ONA 취업코치와 연계해 주 전체 리드 
에이전시(Lead Agency)의 지원을 받아 기술과 경험에 맞으면서 취업에 필요한 교육과 인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뉴욕주 뉴 아메리칸 핫라인으로 전화하십시오. 

1-800-566-7636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8 시(공휴일 제외). 모든 통화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200 개 이상의 언어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서비스를 찾으려면 다음을 방문해주세요. 

https://dos.ny.gov/office-new-americans 

08/22 -KO     개정판 2022 년 5 월 4 일 

https://dos.ny.gov/office-new-america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