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ting on Election Day

투표 시 유의 사항

1. If this is your first time voting: most voters
provide a Social Security number or driver’s
license when registering to vote. If you did not,
you need to bring proof of identification the first
time you vote. If you voted before: you are not
required to provide identification. However, it
may be helpful to bring your
registration card from the Board of Elections.

1. 만약 처음으로 투표를 한다면: 대체로 유
권자들은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소셜 번호나 운
전면허증 번호를 등록 양식에 기재합니다. 만
약 기재하지 않았으면 처음 투표할 때는 본인
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 (신분증 등)을 투표
소에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투
표를 했다면: 본인을 증명하는 증거물을 제시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가 발부한 유권자 등록 카드를 가져가면 도움
이 될 것입니다.

2. If there is a problem, demand to vote by “provisional” ballot.
3. Limited English proficient voters have a right
to bring someone with them to interpret. Some
poll sites have translated ballots.
4. Report any voting problems to
800-966-5946 (Asian American Legal Defense &
Education Fund Multilingual Voter Hotline).

在选举日当天
1. 如果这是你第一次投票:大多数人在登
记选 民的时候需留下社会安全号或者驾
照信息. 如果你没有提供, 你需要在第一
次投票的时候携带有效的身份证明. 如果
你之前投过票:你不需要提供身份证明.
最好还是携带选举委员会提供的选民登
记卡.
2. 如果有问题，请要求通过临时选票投
票.
3. 英语水平有限的选民有权携带翻译陪
同。部分投票点配有已翻译的选票。
4. 如有任何投票问题，可致电 800-9665946（AALDEF 多语言选民热线）进行
报告。

2. 문제가있는 경우, “임시” 투표 용지로 투표
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3. 제한된 영어 실력을 가진 유권자들은 통역
하기 위해 누군가를 데려올 수 있는 권리가 있
습니다. 일부 투표소에는 번역된 투표 용지가
있습니다.
4. 모든 투표관련 문제들을 800-966-5946
(AALDEF 다언어 유권자 핫라인) 에 신고하

নির্বাচনের দিন ভোট প্রদান
1. এটি যদি আপনার প্রথমবারের মতো ভোট প্রদান
হয়ে থাকে, তাহলে অধিকাংশ ভোটার রেজিস্ট্রেশনের
সময় সোস্যাল সিকিউরিটি নম্বর অথবা ড্রাইভার
লাইসেন্স নম্বর দিয়ে থাকেন। আপনি যদি না দিয়ে
থাকেন তাহলে প্রথমবার ভোট দিতে গেলে আপনার
পরিচিতির প্রমাণ দিতে হবে। আপনি যদি আগে ভোট
দিয়ে থাকেন তাহলে আপনার পরিচিতির প্রমাণের
আবশ্যকতা নেই। তবে বোর্ড অব ইলেকশন থেকে দেয়া
রেজিস্ট্রেশন কার্ড সাথে নিয়ে গেলে তা কাজে লাগতে
পারে।
2. ভোট কেন্দ্রে ভোট প্রদান নিয়ে কোন সমস্যা দেখা
গেলে আপনি ভোট দানের জন্য “প্রভিশনাল” ব্যালট
চাইতে পারেন।
3. ইংরেজীতে কম জ্ঞানসম্পন্ন মানুষেরা অনুবাদের
জন্য ভোট কেন্দ্রে কাউকে সাথে নিয়ে যেতে পারেন,
অনেক ভোট কেন্দ্রে বাংলায় অনুবাদিত ব্যালটও থাকে।
4. ভোট প্রদানের সমস্যা নিয়ে অভিযোগ জানাতে
এশিয়ান আমেরিকান লিগ্যাল ডিফেন্স এন্ড এডুকেশন
ফান্ড-এর বহুভাষিক হটলাইনে ফোন করুন, নম্বর: 800966-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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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리사 마크-비버리토 - MTA 변혁당
이민:

질문) 최근 연방 정부는 이민 심사의 기준인 “공적 부담 Public Charge”의 정의를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
탬프를 수급하는 사람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뉴욕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답변) 나는 공적 부담에 대한 새로운 정의 (규정 변화)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규정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와 생활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다. 뉴욕시
는 공적 부담 규정 변화가 확정되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률 소송을 해야 한다.

뉴욕시는 또한 이 가혹한 정책안의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들을 지원할 준비를 해야 하며 아울러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에 의존하
는 사람들이 추방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이용을 포기하는 현상을 방지하도록 비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주택:

질문) 지난 2년간 뉴욕주와 뉴욕시는 아마존 회사를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에 유치하기 위해 커뮤니티의 의견 수렴이 불충분한 가운데 선
제 조치로 30억 달러의 세금 인센티브를 아마존에 제공하기로 했다. 아마존 회사 유치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조
닝과 토지이용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대두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답변) 나는 (아마존 유치) 계획안이 너무 많은 시와 주정부의 보조금을 받게 될 것이고 계획안이 개발이 될 지역사회로부터 어떠한 의견
수렴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심각하게 우려한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회사의 하나인 아마존은 시와 주의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있
는 수 억 달러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런 인식하에, 나는 거래가 종결되었다고 믿지 않으며, 노동 운동 및 권익옹호 단체들과 협력하여 우
리의 리더들이 지금의 (아마존과의) 협상 내용을 파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전념하겠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프로젝트는 더욱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

질문) 뉴욕시 공립 학교 시스템 개혁이 뉴욕시 전체 차원에서 결정될 때 커뮤니티, 특히 소외된 커뮤니티의 참여를 어떻게 촉진하겠는가?

답변) 공직에서 근무하는 동안 나는 항상 더 많은 협력과 커뮤니티의 개입을 주창했다. 이것이 내가 시민참여형 예산 입안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시의원 중의 하나였던 이유다. 나는 보다 많은 커뮤니티의 개입 및 학부모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로 우리의 학교가 발전한다고
믿는다. 공익옹호관으로 나는 교육 정책과 절차에 관한 결정에서 커뮤니티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학부모 단체들 및 커뮤니티 리더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

의료

질문) 정신 건강 서비스를 촉진하고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시민들로 하여금 이용을 포기하게 하는 문화적 낙인과 언어 장벽을 방지할
계획은 무엇인가?

답변) 뉴욕시는 정신 건강 서비스를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이 (편견에 따른) 낙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정신 건강 문제로 도움을 받는 것이 문화적 낙인이 되는 아시안 아메리칸과 다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홍보 캠페인이 필요하
다. 우리는 그리고 서비스 이용에 있어 언어가 장애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나는 아시안 아메리칸 내의 리더들과 협력
하여 홍보 캠페인을 펼치겠다.

투표 권리

질문) 뉴욕시의 투표 행정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투표소에 충분한 통역 서비스, 훈련된 투표소 직원과 제대로 작동하는 투표 기계 등을
지원할 방안은 무엇인가? 뉴욕시에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가로막는 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는가?

답변) 이것은 내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공직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목격했던 사안이다. 우리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투표할 수 있도
록 집중 노력해야 한다. 공익옹호관으로 나는 조사 및 감독 권한을 행사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원을 교육하고 번역 서비스, 훈련된 투표
소 직원과 제대로 작동하는 기계가 포함된 선거를 제대로 진행하도록 자원을 모든 커뮤니티에 제공하도록 하겠다. 이제 뉴욕주가 조기 투
표를 실시함에 따라 변명의 여지없이 우편 투표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투표 참여가 더 쉬워졌다. 나는 공익옹호관의 목소리
를 발휘하여 투표를 보다 쉽게 하고 선거 과정에서 커뮤니티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커뮤니티들이 이러한 새 선거법을 수용하고 이용하
도록 고무하겠다.
이 2019 공익옹호관 특별 선거 후보자 설문 조사는 아시안 정치력 신장 연맹 (APA VOICE)에 의해 오직 정보 참고용으로만 실행되
고 배포되었습니다. 2019년 1월 22일을 기준으로 $80,000을 초과하는 기부금을 보유한 후보자들에 한정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연락하고, 같은 종류의 설문을 송부했으며, 답변은 120자로 제한하였고, 1주의 답변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응답
하지 않았거나 응답을 거부한 후보자의 경우는 노출된 공개 도메인에서 수집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APA VOICE는 비정당 협의체
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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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A. 얼리치* - 상식당
이민

질문) 최근 연방 정부는 이민 심사의 기준인 “공적 부담 Public Charge”의 정의를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
탬프를 수급하는 사람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뉴욕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답변) 이에 관한 공개 발언을 찾지 못했음

주택

질문) 지난 2년간 뉴욕주와 뉴욕시는 아마존 회사를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에 유치하기 위해 커뮤니티의 의견 수렴이 불충분한 가운데 선
제 조치로 30억 달러의 세금 인센티브를 아마존에 제공하기로 했다. 아마존 회사 유치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조
닝과 토지이용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대두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답변) “아마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에 지점을 열기 위해 퀸즈로 다가오고 있으며 나는 그 점에 대해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다.” 이 프
로젝트는 퀸즈 보로에 요긴할 것이며 지역 취업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다. 뉴요커들은 좋은 이유로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기반 소매업
체에서 일하려고 희망할 것이다. 아마존은 $150,000의 평균 급여로 2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한다. 나는 확신한다.
여섯 자리의 임금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누군가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정부 프로그램은 없다. 이 한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그 계획
을 지지해야 한다.”

교육

질문) 뉴욕시 공립 학교 시스템 개혁이 뉴욕시 전체 차원에서 결정될 때 커뮤니티, 특히 소외된 커뮤니티의 참여를 어떻게 촉진하겠는가?

답변) 학부모는 관료주의적인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자녀들을 교육할 권리가 있다. 공익옹호관으로 나는 모든 학생들 특히 사립 학교에
자녀들을 입학시키고 그들의 교육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학부모들과 학생들과 함께 하겠다. 교육에 대한 하향식 결정과 획일화된 접근
방식은 자녀들을 종교 기관이 운영하는 학교에 보낸 종교를 믿는 가정들에겐 적합하지 않다. 우리는 이러한 학교들이 이미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교육의 핵심을 제거하는 관료주의적인 규정을 철폐해야 한다.

의료

질문) 정신 건강 서비스를 촉진하고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시민들로 하여금 이용을 포기하게 하는 문화적 낙인과 언어 장벽을 방지할
계획은 무엇인가?

답변) 이에 관한 공개 발언을 찾지 못했음

투표 권리

질문) 뉴욕시의 투표 행정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투표소에 충분한 통역 서비스, 훈련된 투표소 직원과 제대로 작동하는 투표 기계 등을
지원할 방안은 무엇인가? 뉴욕시에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가로막는 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는가?
답변) 이에 관한 공개 발언을 찾지 못했음

이 2019 공익옹호관 특별 선거 후보자 설문 조사는 아시안 정치력 신장 연맹 (APA VOICE)에 의해 오직 정보 참고용으로만 실행되
고 배포되었습니다. 2019년 1월 22일을 기준으로 $80,000을 초과하는 기부금을 보유한 후보자들에 한정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연락하고, 같은 종류의 설문을 송부했으며, 답변은 120자로 제한하였고, 1주의 답변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응답
하지 않았거나 응답을 거부한 후보자의 경우는 노출된 공개 도메인에서 수집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APA VOICE는 비정당 협의체
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2019 공익옹호관 후보 정책 설문

단 L. 스몰스 - 지연 없는당
이민

질문) 최근 연방 정부는 이민 심사의 기준인 “공적 부담 Public Charge”의 정의를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
탬프를 수급하는 사람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뉴욕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답변) 사람들이 필요한 정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고 느끼는 실제 위험이 상존한다. 뉴욕커들이 이민
문제와 상관없이 필요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뉴욕시가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다.

주택

질문) 지난 2년간 뉴욕주와 뉴욕시는 아마존 회사를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에 유치하기 위해 커뮤니티의 의견 수렴이 불충분한 가운데 선
제 조치로 30억 달러의 세금 인센티브를 아마존에 제공하기로 했다. 아마존 회사 유치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조
닝과 토지이용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대두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답변) 나는 이 협상이 뉴욕시의회의 주도로 90일 동안 대중과 공유되고 시의회 투표를 거치지 않은 체 진행될 수 있다거나 진행돼야 한다
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이 협상은 뉴욕시가 해당 장소에 건설하려고 했던 1,500 가구의 서민용 적정형 주택을 지을 대체 장소를 찾을
때까지 진행되면 안 된다. 나는 공익옹호관 권한을 행사하여 완전한 투명성과 철저한 논의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의회의 투표를 요구하겠
다. 나는 또한 아마존의 수장인 제프 베조스는 그가 박애주의를 실천하는 재단 (Day One Fund)의 기금에서 전체 보조금의 일부를 기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의 박애주의는 홈리스 가정을 돕는데 헌신하고 있으며 그것은 내가 공익옹호관으로 초점을 맞출 사안이기도 하
다.

교육

질문) 뉴욕시 공립 학교 시스템 개혁이 뉴욕시 전체 차원에서 결정될 때 커뮤니티, 특히 소외된 커뮤니티의 참여를 어떻게 촉진하겠는가?

답변) 모든 학부모는 자녀들이 필요한 최고의 교육과 학교를 원한다. - 어떤 학부모도 그들의 자녀가 정책 실험 대상이 되길 원치 않는다.
나 자신이 학부모로서 나는 학부모들이 그들의 자녀가 가능한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 나는 공익옹호관으
로 어떤 학교에 다니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공평한 재원을 제공하도록 교육국에게 요구하겠다. 예산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 나는, 법대 학생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자랑스럽게 지지했던 재정평등 캠페인 (Campaign for Fiscal Equity)에 건에 의거하
여 뉴욕시가 주정부에 빚진 예산을 위해 싸우겠다. 또한 공익옹호관으로 나는 교육국을 감시하고 투명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권한을 행
사하겠다.

의료

질문) 정신 건강 서비스를 촉진하고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시민들로 하여금 이용을 포기하게 하는 문화적 낙인과 언어 장벽을 방지할
계획은 무엇인가?

답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호법 (오바마 케어)를 실행했던 리더십 팀의 일원으로서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 중 하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보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정신건강평등법 (Mental Health Parity Act)의 입안을 주도한 것이다. 나는 그 누구도 정
신 건강 서비스의 이용을 부끄러워해서는 안되고 필요하다면 통역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
각한다.

투표 권리

질문) 뉴욕시의 투표 행정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투표소에 충분한 통역 서비스, 훈련된 투표소 직원과 제대로 작동하는 투표 기계 등을
지원할 방안은 무엇인가? 뉴욕시에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가로막는 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는가?

답변) 주의회의 투표 개혁 법안들의 통과는 뉴욕커들에게 중요한 출발이다 - 그러나 정당 정치와 연관되지 않은 능숙한 공무원에 의해 제
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공익옹호관으로 나는 현재의 개혁안이 제대로 실행되어 뉴욕커들이 향후 투표소에 갔을 때 진정한 변
화를 목격하도록 시민의 감시자가 되겠다. 나는 또한 이번 첫 번째 개혁안 입안에서 누락된 정책안들도 통과되고 모든 커뮤니티들이 투표
권리를 완전히 행사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옹호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 2019 공익옹호관 특별 선거 후보자 설문 조사는 아시안 정치력 신장 연맹 (APA VOICE)에 의해 오직 정보 참고용으로만 실행되
고 배포되었습니다. 2019년 1월 22일을 기준으로 $80,000을 초과하는 기부금을 보유한 후보자들에 한정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연락하고, 같은 종류의 설문을 송부했으며, 답변은 120자로 제한하였고, 1주의 답변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응답
하지 않았거나 응답을 거부한 후보자의 경우는 노출된 공개 도메인에서 수집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APA VOICE는 비정당 협의체
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2019 공익옹호관 후보 정책 설문

라파엘 L. 에스피날 Jr. - 살기좋은 도시당
Immigration

질문) 최근 연방 정부는 이민 심사의 기준인 “공적 부담 Public Charge”의 정의를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
탬프를 수급하는 사람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뉴욕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주택

답변) 뉴욕 시의원으로 나는 뉴욕시를 “이민자 보호 도시”로 지정하는 것에 찬성하고 노력했다. 내 정
강정책의 하나는 서비스를 요구하는 이민자들이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를 이용하여 뉴욕시가 이민
자를 완 전히 보호하는 “이민자 보호 도시”가 되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나는 또한 주의회와 주지사가
전체 뉴욕주를 포괄하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촉구하겠다.

질문) 지난 2년간 뉴욕주와 뉴욕시는 아마존 회사를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에 유치하기 위해 커뮤니티의 의견 수렴이 불충분한 가운데 선
제 조치로 30억 달러의 세금 인센티브를 아마존에 제공하기로 했다. 아마존 회사 유치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조
닝과 토지이용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대두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답변) 나는 아마존 협상을 완전히 반대한다. 나는 아마존 지원 서한에 서명하지 않은 유일한 시의원이었다. 이 협상은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나는 커뮤니티의 전폭 지원이 없는 조닝과 토지 변경은 안된다고 확고하게 생각한다. 나는 뉴욕시
의 새 조닝 변경안에 영향을 받은 첫 번째 시의원이었으며 커뮤니티의 전폭 개입이 없이 절차가 진행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교육

질문) 뉴욕시 공립 학교 시스템 개혁이 뉴욕시 전체 차원에서 결정될 때 커뮤니티, 특히 소외된 커뮤니티의 참여를 어떻게 촉진하겠는가?

답변) 나는 시장이 통제권을 행사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시장의 통제권을 한동안 유지해 왔지만 자녀 교육이 아
직 불충분하다. 나는 시장의 권한은 학부모와 교육 권리 옹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시의회가 작성한 후보자 명단으로 위원회를 지명하
는 정도로 행사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다음 임명된 위원회가 동일한 시의회와 이해당사자들의 승인으로 관리자를 선출하는 임무를
맡게 한다. 이 동일한 위원회는 학부모들과 다른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하여 예산 방향과 교육 과정 문제를 토의하는 격월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다.

의료

질문) 정신 건강 서비스를 촉진하고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시민들로 하여금 이용을 포기하게 하는 문화적 낙인과 언어 장벽을 방지할
계획은 무엇인가?
답변) 나는 사람들의 질병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현재의 영리 목적의 건강 보험 업계를 부대 비용, 고용인 부담 또는 공제가 없으며 “공적
부담” 심사에 포함되지 않는, 응급 수술 및 처방약부터 정신 건강과 치과까지 포괄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메디케어로 교체하는 안을 지
지한다. 나는 필요한 생명 보존을 위한 의료와 치료를 이용하려는 이민자들을 거부하거나 처벌하는 공적 부담 규정 변경안에 완전히 반대
한다.

투표 권리

질문) 뉴욕시의 투표 행정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투표소에 충분한 통역 서비스, 훈련된 투표소 직원과 제대로 작동하는 투표 기계 등을
지원할 방안은 무엇인가? 뉴욕시에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가로막는 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는가?
답변) 유권자의 냉담한 반응을 유발하는 사례가 바로 이번 선거다. 우리는 (현재 공석이며 한시적 임기만 보장된) 공익옹호관을 선출하는
선거를 오는 2월 26일에 치르고 같은 날에 같은 직책을 놓고 오는 6월 25일에 실시되는 예비 선거의 후보 등록에 요구되는 유권자 서명을
시작하게 된다. 나는 이러한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는 최선의 방법은 지금 실행되고 있는 방식을 고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가
사용하는 투표 기계를 컴퓨터화하여 새로 실시되는 조기 투표의 요구를 충족하는 기계로 바꿀 것이다. 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소 직원의 보수를 인상하고 교대 근무 시스템을 실행할 것이며 16세와 17세도 투표소에서 일하도록 허용하고 직원 교육을 간
소화할 것이다.

이 2019 공익옹호관 특별 선거 후보자 설문 조사는 아시안 정치력 신장 연맹 (APA VOICE)에 의해 오직 정보 참고용으로만 실행되
고 배포되었습니다. 2019년 1월 22일을 기준으로 $80,000을 초과하는 기부금을 보유한 후보자들에 한정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연락하고, 같은 종류의 설문을 송부했으며, 답변은 120자로 제한하였고, 1주의 답변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응답
하지 않았거나 응답을 거부한 후보자의 경우는 노출된 공개 도메인에서 수집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APA VOICE는 비정당 협의체
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2019 공익옹호관 후보 정책 설문
론 김 - 아마존 반대당
이민

질문) 최근 연방 정부는 이민 심사의 기준인 “공적 부담 Public Charge”의 정의를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
탬프를 수급하는 사람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뉴욕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답변) “공적 부담”의 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은 미국 내 이민자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의미다. 현 행정부는 공공 혜택의 이용을 처벌하여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탄압하고 있
다. 일전에 비슷한 조치가 취해졌을 때, 최소 한 명의 비시민권자 부모를 둔 아동들 중 절반 이상이
(탄압의) 표적이 되는 두려움을 그들 가족에게 전가시키지 않으려고 푸드 스탬프 혜택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러한 가혹한 정책들은 아동
들을 가장 해친다. 뉴욕시와 뉴욕주는 이런 가정들을 지원하고 도움을 요청하여 받는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책임이 있다. 뉴욕시가 제공
하는 어떠한 지원도 뉴욕의 이민자 보호 도시/주의 사명에 입각하여 연방 이민 당국과 공개적으로 공유되어선 안된다.

주택

질문) 지난 2년간 뉴욕주와 뉴욕시는 아마존 회사를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에 유치하기 위해 커뮤니티의 의견 수렴이 불충분한 가운데 선
제 조치로 30억 달러의 세금 인센티브를 아마존에 제공하기로 했다. 아마존 회사 유치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조
닝과 토지이용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대두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답변) 뉴욕의 많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아마존의 뉴욕 진출을 환영하는 시장의 서한에 서명했을 때, 나는 하지 않았다. 대신에 나는 아마존
제2본사 설립 협상에 대한 최초이자 가장 활발하게 목소리를 개진하는 비판자의 역할을 해왔다. 나는 협상 조건이 발표되기도 전에 어떤
종류의 합의라도 커뮤니티에 앞서 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30억 달러의 기업 보조금이 지급
될 때 그것은 기업을 사람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다. 나는 이미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낮은 가치로 취급되지 않고 생활 임금이 보장된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더 나아가 나는 우리의 세금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

교육

질문) 뉴욕시 공립 학교 시스템 개혁이 뉴욕시 전체 차원에서 결정될 때 커뮤니티, 특히 소외된 커뮤니티의 참여를 어떻게 촉진하겠는가?

답변) 한 명의 선출직 공직자가 전국에서 가장 큰 단일 K-12 교육 시스템을 감독할 때 그것이 정치 이슈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우리의 아동들이 정치적 흥정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분열은 경제적 갈등의 결과물이다. 한편 우리는 두 곳의 맨
해튼 우편 번호 소재지에 모든 학교를 지원하는데 충분한 재원을 보유하고 있다. 나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에 보다 많은 지역사회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소외 계층 커뮤니티와 목소리가 반영되고 고려되도록 하겠다.

의료

질문) 정신 건강 서비스를 촉진하고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시민들로 하여금 이용을 포기하게 하는 문화적 낙인과 언어 장벽을 방지할
계획은 무엇인가?
답변) 정신 건강 치료는 아주 오랫동안 오명에 맞서 싸워왔다. 지난 세기 동안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가운데 여전히 많은 교육이 요구된
다. 이것은 특히 20개가 넘는 아시안 언어가 통용되는 뉴욕시에서 비영어 사용자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실이다. 공익옹호관이자 아시안
아메리칸으로 나는 정신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커뮤니티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 나는 정신 건강 서비스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뉴욕한인봉
사센터와 같은 문화적으로 적합한 치료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단체들을 지원할 것이다.

투표 권리

질문) 뉴욕시의 투표 행정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투표소에 충분한 통역 서비스, 훈련된 투표소 직원과 제대로 작동하는 투표 기계 등을
지원할 방안은 무엇인가? 뉴욕시에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가로막는 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는가?

답변) 유권자는 일관성에 기초하여 여러 번의 접촉을 하면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뉴욕주 하원의원으로 나는 다언어 투표용지
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지지해 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비영어 사용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투표소에 통역원 숫자를 반드시 늘려
야 한다. 나의 선거 캠페인은 역사적으로 정치 과정에서 배제되고 배척당하던 이민 유권자들을 우선시하는 것을 강조해왔다. 영어 사용의
미숙이 배제당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인식의 실천으로 나는 선거 캠페인 홍보물을 다양한 언어로 제작하고 여러 언어를 사
용하는 언론과의 연결과 소통을 유지할 것이다.
이 2019 공익옹호관 특별 선거 후보자 설문 조사는 아시안 정치력 신장 연맹 (APA VOICE)에 의해 오직 정보 참고용으로만 실행되
고 배포되었습니다. 2019년 1월 22일을 기준으로 $80,000을 초과하는 기부금을 보유한 후보자들에 한정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연락하고, 같은 종류의 설문을 송부했으며, 답변은 120자로 제한하였고, 1주의 답변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응답
하지 않았거나 응답을 거부한 후보자의 경우는 노출된 공개 도메인에서 수집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APA VOICE는 비정당 협의체
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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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네 D. 윌리엄스 - 때가됐다 가자당
이민

질문) 최근 연방 정부는 이민 심사의 기준인 “공적 부담 Public Charge”의 정의를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
탬프를 수급하는 사람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뉴욕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답변) 뉴욕시는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반대해야 한다. 이 정책은 이민자들이 필요할
때 식량, 셸터와 의료 혜택 이용을 선택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완전한 시민권자가 될 기회가
위험해 지도록 하여 이민자를 겁박하려는 의도로 고안되었다.

주택

질문) 지난 2년간 뉴욕주와 뉴욕시는 아마존 회사를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에 유치하기 위해 커뮤니티의 의견 수렴이 불충분한 가운데 선
제 조치로 30억 달러의 세금 인센티브를 아마존에 제공하기로 했다. 아마존 회사 유치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조
닝과 토지이용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대두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답변) 나는 반대한다. 나는 시장이 이와 같은 비공개 협정에 서명을 다시 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다. 현재의 협정은 무효화
시켜야 하며 롱아일랜드 시티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새로운 협정을 수립해야 한다. 아마존은 아마존 직원들을 위한 노조의 보호를 인정하
여 진정한 파트너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공익옹호관 사무실은 지역사회 활동가들이 토지 사용 제안에 대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뉴
욕시 도시계획국의 심사 과정 (ULURP)에 일정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나는 의무 포함 주택과 커뮤니티의 필요에 좀 더 부응하도록 협상
을 재개할 것이다. 나는 공익옹호관의 권한을 제안들을 발전시키는데 발회할 것이다 -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가운데 커뮤니티의 이익
이 상실되는 일이 빈번하다.

교육

질문) 뉴욕시 공립 학교 시스템 개혁이 뉴욕시 전체 차원에서 결정될 때 커뮤니티, 특히 소외된 커뮤니티의 참여를 어떻게 촉진하겠는가?

답변) 학부모는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 지분을 갖지 못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데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는 않는다. 우리들은 아동들
의 문제에 대해 협의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개인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확립하고 학부모는 자녀들과 관련된 어떠한 결정에서도 앞선
과 중심에 놓여야 하며 행정가들이나 교사들이 자녀를 어떤 프로그램에 등록시킬 때도 결정 과정에서 한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나는 오늘
날 돌이켜보면 만약 (나의) 교사들이 시험을 지도하도록 강요당했다면 브루클린 과학고에 진학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염려한다. 학교에서
의 내 별 명은 “발전 필요 (needs improvement)”였다.

의료

질문) 정신 건강 서비스를 촉진하고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시민들로 하여금 이용을 포기하게 하는 문화적 낙인과 언어 장벽을 방지할
계획은 무엇인가?
답변) 우리는 정신 질환과 정신 건강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정신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은 스스로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의료 혜택을 받
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 건강은 우리가 육체적 건강을 돌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분야다. 우리는 이것을
논의하는 것에 오명을 쒸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공잉공호관은 시정부 기관들이 의무를 다하고 언어 장벽에 상관없이 모든 뉴
요커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 오명에 맞서 싸우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정신 건강이
중요하며 육체 건강처럼 일반적인 문제임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커뮤니티 내에서 가장 힘 있게 개진할 수 있다. 나는 커뮤니
티 활동가들 및 리더들과 협력하여 메시지를 증폭시키도록 공익옹호관 사무실 차원의 지원을 할 것이다.

투표 권리

질문) 뉴욕시의 투표 행정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투표소에 충분한 통역 서비스, 훈련된 투표소 직원과 제대로 작동하는 투표 기계 등을
지원할 방안은 무엇인가? 뉴욕시에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가로막는 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는가?
답변) 나는 새로운 민주당 주의회가 긴급하게 필요한 투표 권리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켜 기쁘고 모든 뉴요커들의 권리가 개진되도록 옹호
하기 위하여 그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첫걸음이며 뉴욕주에 박수를 보내지만 우리는 보다 나아가야 한다.

이 2019 공익옹호관 특별 선거 후보자 설문 조사는 아시안 정치력 신장 연맹 (APA VOICE)에 의해 오직 정보 참고용으로만 실행되
고 배포되었습니다. 2019년 1월 22일을 기준으로 $80,000을 초과하는 기부금을 보유한 후보자들에 한정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연락하고, 같은 종류의 설문을 송부했으며, 답변은 120자로 제한하였고, 1주의 답변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응답
하지 않았거나 응답을 거부한 후보자의 경우는 노출된 공개 도메인에서 수집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APA VOICE는 비정당 협의체
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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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A. 블레이크 - 대중을 위한당
이민

질문) 최근 연방 정부는 이민 심사의 기준인 “공적 부담 Public Charge”의 정의를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 탬프를 수급하는 사람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뉴욕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답변) 자랑스러운 자마이칸 이민자의 아들로서 나의 일자리와 정의에 관한 정객정책엔 이민신분에 상관
없이 모든 뉴요커들을 포함한다. 뉴욕주 하원의원으로서 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담” 규정 개정안
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그것은 합법 이민을 어렵게 만들고 가족들을 분리하려고 고안되
었다. 뉴욕은 법률 소송의 고려를 포함하여 규정 변화에 격렬하게 반대해야 한다. 이 규정 개정안은 또한 65,000-115,000명으로 추산되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공공 혜택과 서비스를 수급하는 이민자 뉴요커들이 혜택을 포기하여 45,000명의 아동들이 타격을 입도록 한다. 나는
커뮤니티 단체들과 시정부와 협력하여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의료 혜택과 기초 영양 유지는 반드시 보장되어야할 기본권
이다.

주택

질문) 지난 2년간 뉴욕주와 뉴욕시는 아마존 회사를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에 유치하기 위해 커뮤니티의 의견 수렴이 불충분한 가운데 선
제 조치로 30억 달러의 세금 인센티브를 아마존에 제공하기로 했다. 아마존 회사 유치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조
닝과 토지이용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대두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답변) 아마존 협상 같은 사안은 가장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에 숨긴 체 그늘에서 발생해서는 안 된다. 나는 아마존 문제에 더 많은 투명성과
대중의 의견을 요구할 것이다. 일례로 아마존이 창출할 일자리가 직업이 필요한 사람들 특히 여성과 유색인들을 위한 것인지 추적하여 일
자리 창출 약속에 대해 아마존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주지사와 시장이 만든 커뮤니티 자문위원회는 기반 시설 필요와 우선순위에
대한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용하기에 불충분하다. 공익옹호관으로 나는 커뮤니티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배포될 데이터와 계획안
을 시 정부 기관에 요구하고 계획안과 자문위원회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커뮤니티 보드에 비치하도록 감독 권한을 사용하겠다.

교육

질문) 뉴욕시 공립 학교 시스템 개혁이 뉴욕시 전체 차원에서 결정될 때 커뮤니티, 특히 소외된 커뮤니티의 참여를 어떻게 촉진하겠는가?

답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커뮤니티의 미래이며 그들의 공공 교육은 커뮤니티의 우선순위 현안이다. 협력을 늘리기 위해 학부모 면담 모
임을 토요일 조찬으로 옮긴 이글스 아카데미로부터 배운 바대로 나는 뉴욕시 차원에서도 유사한 관점을 취할 것이다. 우리는 학부모와 학
생들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나는 지역에서의 자녀들을 위한 위원회 (CEC)의 지역 배정 역할, 학교 기반 예산
안 입안에서의 SLT의 권한과 주요 교육적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교육국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통지하는 시스템의 실행을 지지한다. 나
는 유스-성인 학생 워킹 그룹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교육의 향상에 소중한 통찰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 통합과 평등을
위한 기구를 설립하면 소외계층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

질문) 정신 건강 서비스를 촉진하고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시민들로 하여금 이용을 포기하게 하는 문화적 낙인과 언어 장벽을 방지할
계획은 무엇인가?

답변) 15세-24세 사이의 아시안아메리칸의 두 번째 높은 사망 원인이 자살인 점은 가슴 아픈 현실이다.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의 보장은
아시안아메리칸 청소년을 돕고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서구 개념에 기인 한 낙인을 제거하기 위해 언
어 및 문화적으로 유능한 커뮤니티 교육 프로그램에 더 많은 투자를 확보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아시안계 및 아시안계
봉사 단체들이 유능한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를 고용하고 영어 사용 미숙인 인구의 절반을 돕는 주류 사회 서비스 제공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기금을 제공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투표 권리

질문) 뉴욕시의 투표 행정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투표소에 충분한 통역 서비스, 훈련된 투표소 직원과 제대로 작동하는 투표 기계 등을
지원할 방안은 무엇인가? 뉴욕시에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가로막는 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는가?
답변) 투표는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신성한 권리 중 하나이며 각별히 지켜져야 한다. 뉴욕주 하원으로서 나는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권자에게 가하는 억압과 위협을 방지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를 도왔다. 나는 공익옹호관으로 조기 투표, 우편 투표, 자동 유권자 등
록과 투표 당일 유권자 등록을 대두하겠다. 또한 나는 선호투표와 즉석 결선 투표를 대두하겠다. 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지도록 하여
유권자들이 짧은 시간만 기다리고, 투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며, 규격화된 투표소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번
역 서비스가 보장되도록 하겠다. 또한 우리는 장애인 유권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투표소 접근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이 2019 공익옹호관 특별 선거 후보자 설문 조사는 아시안 정치력 신장 연맹 (APA VOICE)에 의해 오직 정보 참고용으로만 실행되
고 배포되었습니다. 2019년 1월 22일을 기준으로 $80,000을 초과하는 기부금을 보유한 후보자들에 한정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연락하고, 같은 종류의 설문을 송부했으며, 답변은 120자로 제한하였고, 1주의 답변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응답
하지 않았거나 응답을 거부한 후보자의 경우는 노출된 공개 도메인에서 수집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APA VOICE는 비정당 협의체
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2019 공익옹호관 후보 정책 설문

다니엘 J. 오도넬* - 만인 평등당
이민

질문) 최근 연방 정부는 이민 심사의 기준인 “공적 부담 Public Charge”의 정의를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
탬프를 수급하는 사람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뉴욕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답변) 이에 관한 공개 발언을 찾지 못했음

주택

질문) 지난 2년간 뉴욕주와 뉴욕시는 아마존 회사를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에 유치하기 위해 커뮤니티의 의견 수렴이 불충분한 가운데 선
제 조치로 30억 달러의 세금 인센티브를 아마존에 제공하기로 했다. 아마존 회사 유치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조
닝과 토지이용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대두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답변) “[드 블라지오 시장이] 아마존과 서명할 서한에 서명하라고 보냈을 때 나는 거부했다. [공익옹호관으로] 나는 표준과 항소 위원회
(Board of Standards and Appeals)가 사람들의 이익 또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결정들을 공표했는지 조사할 것이
다.” (NYCCFB 공익옹호관 후보 토론회 2/6/2019)

교육

질문) 뉴욕시 공립 학교 시스템 개혁이 뉴욕시 전체 차원에서 결정될 때 커뮤니티, 특히 소외된 커뮤니티의 참여를 어떻게 촉진하겠는가?

답변) SHSAT 시험에 관한 공개 발언: “나는 시장이 실시하는 방안을 지지하지 않지만 문제가 있다고 인식할 때까진 문제를 고칠 수 없다
는 정치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나는 그 시험을 다루기 위해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하고 확실히 없애기 위해선 주의회가 해야
하며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나는 특목고에 다니는 나의 선거구의 많은 가족들로부터 의견을 경청했고 이해하지만 우리는 다른 방식으
로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NYCCFB 공익옹호관 후보 토론회 2/6/2019)

의료

질문) 정신 건강 서비스를 촉진하고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시민들로 하여금 이용을 포기하게 하는 문화적 낙인과 언어 장벽을 방지할
계획은 무엇인가?
답변) 이에 관한 공개 발언을 찾지 못했음

투표 권리

질문) 뉴욕시의 투표 행정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투표소에 충분한 통역 서비스, 훈련된 투표소 직원과 제대로 작동하는 투표 기계 등을
지원할 방안은 무엇인가? 뉴욕시에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가로막는 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는가?
답변) 이에 관한 공개 발언을 찾지 못했음

이 2019 공익옹호관 특별 선거 후보자 설문 조사는 아시안 정치력 신장 연맹 (APA VOICE)에 의해 오직 정보 참고용으로만 실행되
고 배포되었습니다. 2019년 1월 22일을 기준으로 $80,000을 초과하는 기부금을 보유한 후보자들에 한정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연락하고, 같은 종류의 설문을 송부했으며, 답변은 120자로 제한하였고, 1주의 답변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응답
하지 않았거나 응답을 거부한 후보자의 경우는 노출된 공개 도메인에서 수집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APA VOICE는 비정당 협의체
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