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버지니아 주 의회 회기: 미교협 버지니아 정책 의제 

담당자: 오수경, 703-405-4480, soh@nakasec.org 

교육 평등 

주 학비 보조 프로그램과 재원의 접근성을 높여 현재 주 거주민 학비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버지니아 학생들에게 확대합니다. 이 제안은 2020년 회기에 통과한 HB 1547 / SB 

935 법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SB 1387 - 보이스코 & 하슈미 상원의원 공동 | HB 2123 - 

로페즈 하원의원 | 예산 수정안: 152안 #4s - 보이스코 상원의원이 | 150안 #4h - 로페즈 

하원의원 상정) 

투표 접근성 확대 

투표용지 오류 수정 절차를 만들고 부재자 투표를 위한 투표수거함 설치를 영구적으로 

확대하도록 합니다. (HB 1888 - 밴발켄버그 하원의원 상정) 

부재자 투표용지에 더이상 증인의 서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SB 1097 - 파볼라 

상원의원 상정)  

선거국에 VERIS 데이터베이스를 현대화하기 위한 재정을 배정합니다. 이 온라인 시민 

포털은 모든 버지니아 유권자, 특히 영어능력이 제한적인 주민과 유권자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지사의 예산 수정안 86안 I3) 

건강보험 접근성 확대   

메디케이드의 “응급서비스”에 코로나-19 분류및 검사, 관련 치료가 포함되도록 

명시합니다: 연방법은 각 주에서 메디케이드 신청자격이 되는 모든 이민자들의 

코로나-19 분류및 검사, 관련 치료를 메디케이드로 커버할 수 있게 허가합니다. (HB 

2124 - 로페즈 하원의원 | 예산 수정안: 313안 #36s - 에빈 상원의원 | 313안 #4h - 로페즈 

하원의원 상정) 

성소수자 권익 

동성 “결혼 금지"를 폐지하고 이를 젠더에 관계없이 누구나 결혼할 수 있게 하는 

적극적 권리로 대체하는 주 헌법 수정안입니다. (SJ 3, SJ 7, SJ 270, 및 HJ 113) 

 

 

https://lis.virginia.gov/cgi-bin/legp604.exe?ses=211&typ=bil&val=sb1387
https://lis.virginia.gov/cgi-bin/legp604.exe?211+sum+HB2123
https://budget.lis.virginia.gov/amendment/2021/1/SB1100/Introduced/MR/152/4s/
https://budget.lis.virginia.gov/amendment/2021/1/HB1800/Introduced/MR/150/4h/
https://lis.virginia.gov/cgi-bin/legp604.exe?211+sum+HB1888
https://lis.virginia.gov/cgi-bin/legp604.exe?211+sum+SB1097
https://budget.lis.virginia.gov/item/2021/1/HB1800/Introduced/1/86/
https://lis.virginia.gov/cgi-bin/legp604.exe?211+sum+HB2124
https://lis.virginia.gov/cgi-bin/legp604.exe?211+sum+HB2124
https://budget.lis.virginia.gov/amendment/2021/1/SB1100/Introduced/MR/313/36s/
https://budget.lis.virginia.gov/amendment/2021/1/HB1800/Introduced/MR/313/4h/
https://lis.virginia.gov/cgi-bin/legp604.exe?ses=211&typ=bil&val=sj3
https://lis.virginia.gov/cgi-bin/legp604.exe?ses=211&typ=bil&val=sj7
https://lis.virginia.gov/cgi-bin/legp604.exe?ses=211&typ=bil&val=sj270
https://lis.virginia.gov/cgi-bin/legp604.exe?ses=211&typ=bil&val=hj113


 

   
 

이민자 정의 

신규 허가된 운전특권카드를 비롯, 버지니아 운전면허국에서 발행하는 각종 면허증및 

자격증을 신청하면서 정부가 수집및 공유하게 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제한과 

통제규정을 마련합니다. 주 정부는 이민단속반(ICE)가 운전면허국의 데이터를 이용해 

이민관련 체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HB 2163 - 트랜 하원의원 상정) 

강제퇴거 보호 

불법적인 강제퇴거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더불어, 불법 퇴거의 당사자인 

세입자가 적절한 증거를 제공하고 관련 심리를 전부 완료했을 경우, 합리적인 

변호사비와 더불어 $5,000 또는 4개월간의 렌트비(둘 중 비용이 더 큰 것)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SB 1215 - 에빈 상원의원 | HB 1900 - 허드슨 하원의원 상정) 

일몰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지불 계획 조건과 14일내 지불 내지 퇴거기한을 7월 1일 

이후로 유지하여 세입자들을 보호합니다. (HB 1889 - 프라이스 하원의원 상정) 

렌트비및 모기지 구제프로그램 신청서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되던 “45일 

기한”을 폐지함으로써, 신청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시간을 더 주고, 건물주가 

신속하게 - 구체적으로, 세입자에게 서면 통지서를 준 후 14일 내에- 렌트비보조 

신청절차를 시작하도록 규정합니다. (예산 수정안: 4-14안 #1s - 하쉬미 상원의원 상정 | 

4-14안 #2h - 에어드 하원의원 상정) 

언어접근성 

모든 버지니아인들이 주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다양성, 공정및 포용청이 관련 전문인력을 모아 버지니아 주 정부의 언어 접근성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도록 합니다. (예산 수정안: 83안 #4s - 맥클레란 상원의원 상정 

| 52안 #4h - 트랜 하원의원 상정) 

사회복지국에 예산을 배당하여, 2-1-1을 통해 버지니아의 이민자들이 공공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통/번역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며, 새 미국인청을 통해 

이민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단체들에게 관련 기금을 주도록 합니다. 

(예산 수정안: 355안 #1s - 맥클레란 상원의원 상정 | 355안 #1h - 트랜 하원의원 상정) 

 

미교협 버지니아는 버지니아 이민권익연합과  버지니아 시민참여 테이블, 모든 버지니아인을 

위한 건강보험의 자랑스러운 회원으로 이들의 입법안 우선순위를 지지합니다. 

https://lis.virginia.gov/cgi-bin/legp604.exe?211+sum+HB2163
https://lis.virginia.gov/cgi-bin/legp604.exe?211+sum+SB1215
https://lis.virginia.gov/cgi-bin/legp604.exe?211+sum+HB1900
https://lis.virginia.gov/cgi-bin/legp604.exe?ses=211&typ=bil&val=hb1889
https://budget.lis.virginia.gov/amendment/2021/1/SB1100/Introduced/MR/4-14/1s/
https://budget.lis.virginia.gov/amendment/2021/1/HB1800/Introduced/MR/4-14/2h/
https://budget.lis.virginia.gov/amendment/2021/1/SB1100/Introduced/MR/83/4s/
https://budget.lis.virginia.gov/amendment/2021/1/HB1800/Introduced/MR/52/4h/
https://budget.lis.virginia.gov/amendment/2021/1/SB1100/Introduced/MR/355/1s/
https://budget.lis.virginia.gov/amendment/2021/1/HB1800/Introduced/MR/355/1h/
https://virginiaimmigrantrights.org/
https://engageva.org/
https://engageva.org/
https://havcoalition.org/principles/
https://havcoalition.org/princip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