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아메리칸 릴리스 1년 과정에 대한 백악관 태스크 포스
이민자의 딸과 아들로,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살아 왔습니다. 매일 우리는 연방정부
관료들과 함께 모든 미국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의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을 하
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일하는 뉴 어메리칸 백악관 태스크 포스의 공동 의장을 존경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년 전, 대통령께서는 새로운 미국인을 지역사회에 통합하고 이를 반겨줄 수 있는 조율된 연
방 정부의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주 및 지역 사회에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태스크 포스를
설립하셨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담화에서 관계 부처간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
니다. "새로운 미국인들이 시민으로서, 경제적, 언어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춤으
로써, 우리는 미국에서 이민자와 난민들이 우리 경제 및 지역 사회에 충분히 기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강력한 연방정부의 이민자 및 난민 통합 정책에 대한 태스크 포스의 1년 과정 보고서를
공유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는 2015년 4월 전략적 행동 계획(Strategic
Action Plan)에서 명시된 16가지 핵심 목표 및 48가지 권고사항에 대한 태스크 포스팀의 활동
과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스크 포스의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민자 및 난민들의 통합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으로 지역 사회 환영 캠페인 활동
을 주도하였습니다. 48개 시와 자치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었고, 백악관에서는 시와
자치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영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 2가지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더 강력한” 시민의식 캠페인과 오바마 대통령과 지역사회
및 미국에서 상호보완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협력자간의 비디오 메시지 입니다.
미국 시민권의 권리, 책임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 이른바 시민권 및 귀화를 위한 대통령 담화를 통해 눈에 띄는 새로운 미국인들과 미국에
서 태어난 이민자의 뿌리를 둔 개인들의 스토리를 적절히 활용하고, 귀화를 촉진하며,
통합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국인들의 풍부한 사회 기여를 높일 것입니다.
• 150개 지역사회 환영 아메리코 회원들이 YMCA, 카톨릭 자선단체 및 8개 난민 정착 기
관들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거의 100여개의 지역사회를 통해 헌신하고 있으며, 지역사
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민자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고, 이민자 및 난민 기업가를 위한 “SBA 101” 클래스를 지
도할 수 있는 “미국에서 만든” 웹사이트 소규모 비즈니스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 모범 사례를 만들어 이를 널리 알리고, 온라인 회의 주최, 지역 회합, 새로운 미국인들이
교육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기타 행동등, 언어적 통합과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
러한 과정을 확대하고,
• 성인 교육 공급자를 통하여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5개 지역
사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와 난민은 항상 미국이 가진 힘의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환영의 손을 뻗음으로써, 미
국은 지속적으로 경제적, 문화적 활력의 새로운 소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에 헌신하는 학생, 노동자, 기업가를 따뜻하게 맞
이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가의 보안 경계를 더욱 더 엄격하게 시행하면서, 연약한 난민자들의

국은 지속적으로 경제적, 문화적 활력의 새로운 소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에 헌신하는 학생, 노동자, 기업가를 따뜻하게 맞
이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가의 보안 경계를 더욱 더 엄격하게 시행하면서, 연약한 난민자들의
희망의 등대는 계속해서 남겨 두십시오. 오바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인간의 존
엄성에 대한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우리가 만들어 낸 이 특별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능력을 모두 발휘하여 세대가 지나더라도 새 이민자를 환영하고 미국인으로
서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배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줍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