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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날로  발전해가고  있는  

아시안  태평양계  미국인들  
 

 
트럼프 빅토리 선거 캠페인은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아시안 아메리칸 

투표자들과 선거참여에 대해 교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시안 태평양계 미국인 지역사회가 정치 및 

시민 참여 절차를 더욱 잘 이해하고, 지역사회 조직에서 더 많은 리더십 역할을 하도록 권장하는 

아시안 태평양계 미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행사 개최이외에도 트럼프 빅토리 선거 캠페인에서는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의제에 대한 정확하고 활용적인 정보를 아시안 태평양계 미국인 

지역사회에 계속하여 알리도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모국어로 지역사회 언론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과 성장 주도 정책으로 인해, 경제가 사상 최고의 성장을 이루었고 또한 

이전에 없었던 이번 시기도 잘 넘기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역사적인 무역협상과 수많은 공약 

실천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한 시대로 지도해 가고 있으며 미국내 모든 미국 

시민들, 특히 아시안 아메리칸 지역사회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11월 선거에서 

투표자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는 명확합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지역사회를 위해 

이룩해낸 발전을 거꾸로 되돌릴 것이며 우리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당이 시작한 위대한 

미국의 복귀를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 공화당 전국 위원회(RNC) 론나 맥대니얼 의장 

아시안 태평양계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미국인들을 위한 사업 성장 주도, 경제 

강화, 공평한 무역협정 협상 정책으로 전반에 걸쳐서 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업  
 
트럼프 대통령은 친 사업 대통령으로서, 아시안 태평양계 미국인들의 새로운 사업 시작과 운영 

비율은 17 퍼센트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는 백인들의 12 퍼센트와 비교됩니다. 

https://nam03.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prnewswire.com%2Fnews-releases%2F27-million-americans-are-starting-or-running-new-businesses-based-on-data-reported-in-latest-global-entrepreneurship-monitor-united-states-report-300775598.html&data=02%7C01%7CMTse%40gop.com%7C329627cad356467ff7d308d7cf648380%7C4a082c81950a410d9618462a9c74d6ae%7C1%7C0%7C637205902912317387&sdata=CPXYZqC2vNzjOrLN6ALAbNbQU0bjablpUNgsRAgVS4g%3D&reserved=0
https://nam03.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prnewswire.com%2Fnews-releases%2F27-million-americans-are-starting-or-running-new-businesses-based-on-data-reported-in-latest-global-entrepreneurship-monitor-united-states-report-300775598.html&data=02%7C01%7CMTse%40gop.com%7C329627cad356467ff7d308d7cf648380%7C4a082c81950a410d9618462a9c74d6ae%7C1%7C0%7C637205902912317387&sdata=CPXYZqC2vNzjOrLN6ALAbNbQU0bjablpUNgsRAgVS4g%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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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아시안 아메리칸 소규모 사업주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도중에 

사업을 지탱해갈 수 있게되었고 더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의 CARES 법은 소규모 사업주들에게 구제책을 제공하며 종업원들이 계속 

고용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동안에 직업을 

잃은 직장인들에게 구제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은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통과시켜 강력하게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도록 $3천5백억 달러를 소규모 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제2단계 PPP가 추가되어  $3천1백억 달러가 이 프로그램에 추가되었습니다. 

o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동안에 종업원에 급여를 계속 지불하는 소규모 

사업주들을 돕기 위해 8주간의 현금 유통을 제공합니다. 

o 소규모 사업주들이 받은 이 융자금액을 탕감받도록 해줍니다. 고용주가 이 융자금을 

급여를 계속 지불하고 렌트나 봉급에 사용하면, 융자금은 탕감받게 됩니다. 

o 융자금은 또한 소급 적용됩니다. 이미 해고된 종업원은 다시 직장에 복귀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안 태평양계 미국인 경제 촉진안 행정 명령에 서명하여 아시안 

태평양계 미국인 고용주와 지역사회가 더욱 많이 경제 자원과 기회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행정 명령으로 대통령 아시안 태평양계 자문위원회를 재설립하였습니다. 

• 아시안 태평양계 미국인들은 감세 및 직업 법안의 최대 수혜자이며, 평균 $2,560 달러의 감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o 감세 및 직업 법안은 또한 비싼 보험을 구입하도록 강제로 요구하고 이를 구입할 수 

없는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오바마케어의 “개별적 강제 조항”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강제 조항은 불균형적이게 저소득층에게 피해를 주었는데 

영향을 받은 이 저소득층의 80%가 $50,000 미만의 소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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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범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아시안 태평양계 미국인 이니셔티브와 연방 법무부 합동으로 코로나-19 

사태 동안 발생한 아시안 아메리칸을 상대로 한 혐오 범죄를 퇴치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차별 금지를 실행하고 있으며 아시안 아메리칸 지역사회 보호를 최고의 

우선순위에 놓고 있습니다. 

무역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하여 아시안 태평양계 미국인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모든 미국 기업과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중국: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평한 무역 실행 중단과 미국 상품의 더 많은 구입 약속 등 주요 

항목이 포함된 중국과의 역사적인 제1단계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 일본: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신조 아베 총리와 새로운 미국-일본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가장 큰 경제 파트너 국가중 하나이며 이 무역 협정은 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무역협정은 미국 농부, 목장주, 근로자, 

사업들에 크나 큰 승리입니다. 

• 한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근로자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가도록 미국-한국 자유무역협정 

(KORUS)을 수정하였습니다. 

교육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 자원 활용 대학 인재 촉진법(FUTURE)에 서명하여 미국내 아시안 태평양계 

대학생들의 거의 반,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등록하고 있는   AANAPISI (아시안 아메리칸 미국 

원주민 태평양계 봉사 기관)과 같은 소수민족 봉사기관을 위한 연례 자금에 $2억5천만 달러 이상을 

영구히 재승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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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군인  
 
트럼프 대통령은 군에서 복무한 제대 퇴역군인들과 이들의 희생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몽족 퇴역군인 기념법안”에 서명하여, 월남전쟁에서 미국을 위해 싸운 

몽족 퇴역군인들이 미 전국내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국가묘지에도 안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에 “중국계 미국인 세계2차대전 참전군인 의회 메달 법” (S1050; H.R. 

2358)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법은 초당적 발의 법안으로 중국계 미국인들이 세계2차대전에 

참전, 희생한 것을 기념하는 법안입니다. 

국가  안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역사적인 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판사  
 
트럼프 대통령은 기록적으로 많은 판사들을 임명하였습니다. 임명된 판사에는 제11회 순회법원의 

제3급 연방 판사로 임명된 첫 인도계 미국인 아누라그 “라그” 싱갈 플로리다 남부지부 법원 연방 

판사를 포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안  태평양계  미국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추가의  업적 :  
 

 
• 트럼프 행정부는 여성들의 사업 창업과 경제적 잠재력 권한부여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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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트럼프 대통령은 유급 가족 휴가를 법으로 제정, 서명한 첫 대통령입니다. 모든 연방 

근로자들은 이제 12주간의 유급 가족 휴가를 갖게 되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교육 확대와 강화에 최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o 트럼프 대통령은 STEM, 특히 컴퓨터 공학을 촉진하는 연방 교육부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o 트럼프 대통령은 여성들에게 STEM 직업을 권장하는 기술 교육 지원금과 

프로그램에 연간 $2억 달러 이상을 책정하였습니다. 

o 트럼프 행정부는 능력 기반의 인종 중립적인 대학 입학 절차를 권장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처방약 가격을 낮추는 계획안 실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오피오이드 유행병 퇴치를 위해 $60억 달러의 새로운 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국경에서의 국가 안보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행정 

명령을 선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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