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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프 하이라
주지사 후보 (자유당)
버지니아는 메디케이드 확대적용을 위해 연방 기금을 사용해야 합니까 ?
아니오 . 메디케이드 비용은 이미 주 예산의 20 퍼센트에 달합니다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괄적인 건강보험 개혁입니다 . 문제가 있는 곳에 돈을 쏟아붓는 것은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며 , 혜택도 별로 없습니다 .
버지니아는 18 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에게 ,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합니까 ?
아니오 . 버지니아는 18 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에게 무료 건강보험을 제공할 돈이
없습니다 .
주 / 지역 경찰이 287g 조약에 사인함으로써 이민국단속반의 역할을 대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아니오 . ( 설명 없음 )
운전시험을 통과한 적정한 나이의 모든 개인에게 ,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 운전면허증을
허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아니오 . 현재 이에 관한 비용및 혜택 분석 보고서가 없습니다 . 대체적으로 주 소득세를
내지 않는 불법이민자들에게 주민이 낸 세금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주
제한된 한도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
협조적인 범죄 피해자와 증인들을 경찰의 상시적인 이민신분 확인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정책에 찬성하십니까 ?
예 . 우리는 모든 버지니아 주민들을 위해서 법과 질서 ,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
버지니아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5 불로 인상해야 할까요 ?
아니오 . 최저임금 15 불 인상은 버지니아 경제 , 특히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
재앙이 될 것입니다 . 저는 지역에서 각자 결정하도록 맡기겠습니다 .
버지니아는 “ 노조결성 제한및 금지 (right to work)" 법을 폐기해야 할까요 ?
아니오 . 버지니아의 노조결성 제한법은 호응이 많습니다 . 전반적으로 노동법을 개혁해
서 쌍방이 동의한 고용관계에서 정부의 간섭을 줄이도록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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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FF HYRA

CANDIDATE FOR GOVERNOR (L)
버지니아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확대해야
합니까 ?
예 . 버지니아는 학생들에게 질좋은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버지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 대학
진학시 거주민 학비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아니오 . 거주민학비 적용은 버지니아에서 주 소득세를 냄으로써 지역 대학 운영을
지원한 가족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
학생들이 경제부담 없이 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
온라인을 이용한 과목 이수와 적용폭을 넓히고 , 가장 지원이 필요하고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고등교육에 중점적으로 정부지원을 하겠습니다 .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주민들이 주요 정부 서류를 좀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단계적 해결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시민들이 주요 정부 서류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최소한 , 모든 정부
문서를 기계 번역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유권자가 아무 이유없이도 부재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
예 . 우리는 투표를 권장하고 모든 버지니아 유권자가 정치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

* 사진은 후보 페이스북에서 전제

2017 VIRGINIA GENERAL ELECTION CANDIDATES QUESTIONNAIRE
www.nakasec.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