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 제노비스 (Gina Genovese)
독립당
11 월 7 일은 뉴저지의 미래를 위해 강력한 한표를 던지는 기회입니다. 저의 목표는 2022 년까지
주 전역에 걸쳐서 재산세를 최소 15 % 이상 감면하는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 그리고 모든
뉴저지 주택 소유자의 주머니로 40 억 달러를 돌려주게 됩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독립당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됩니까? 아마 이것이 더 나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원이나 공화당원에게 투표 해야 하는 겁니까? 특히 미국내 재산세 중 가장 높은
재산세를 부담하는 뉴저지의 재산세를 줄이는 일과 관련해, 어느 당도 우리 주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2 개 주요 정당 이외의 투표를 통해 우리의 큰 돈, 정치적 기계 및 돈으로 산 선거를 통해
주어진 내부자 정치 및 재정적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뉴저지를 이끌어갈 기회입니다.
시장으로 복무한바 있는 유일한 후보자로서 저는 Trenton 의 무능함과 무능력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비영리 단체인 Courage to Connect NJ 를 설립했습니다. 10 년 동안
저는 납세자, 지방 및 카운티 공무원, 교육 위원회 및 소방 국장과 협력하며 치열하고 지칠 줄 모르게
옹호해 온 실행 이사로서, 현재의 행정 시스템이 중복되고 비효율적이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성은 자치체와 서비스를 통합함으로써만이 해결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주지사로 출마한 이유입니다.
Trenton 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Courage to Connect NJ 와의 일은 방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Fanwood 와 Scotch Plains 의 합병을 연구하는 위원회를 구성했던 은퇴한 Scotch Plains 거주민과 함께
협력했습니다. 3 년간의 집중적인 노력과 두 지방 자치 단체 거주민의 재산세 감면에 대한 꿈은
주정부가 연구비 지원을 거부했을 때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힘든 노력 끝에, Princeton Borough 와 Princeton Township 을 하나의 실체 (해당 주민들이
연간 약 3 백만 달러를 절약하게 한) 로 합병한 Princeton 의 비전있는 지도자들과도 협력했습니다. 우리
주 정부의 리더십은 이 절약에 대한 성공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그 성공을 바탕으로 이러한
모델을 시도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South Hunterdon 에서 저는 4 개의 교육구를 단일 통일 지구 즉, 교수진, 학부모 및 학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있는 지구로 통합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와 협력했습니다. South Hunterdon
납세자들은 Trenton 의 지도력과 지원이 부족하여 실망했고 연구비를 자체 조달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치체와 교육구의 합병 연구를 통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Mt. Arlington 과 Roxbury
주민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통합 연구를 위한 7,500 달러의 비용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제가 주지사에 출마하는 이유는 견디기 힘든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뉴저지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종된 주정부 리더십을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는 주를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은퇴하는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1 월 7 일에 독립당 Gina Genovese 에 투표해 주시면 여러분과 뉴저지의 보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로 인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