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 과다노 (Kim Guadagno)
공화당
투표를 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 간단한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미국내에서 가장 높은 재산세를 너무 많이 지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는 서비스가 눈에 띄는 차이가 없이 월급에서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떼어내고 있어
뉴저지에서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세금이 효율적이고 현명하게 지출되도록 주정부가 감사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의 질문 중 어느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한 경우, 저에게 투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국내에서 가장 높은 재산세로, 뉴저지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친구, 가족 및 이웃 사람 중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식탁에 놓기가 힘들어지고, 집을 잃거나 심지어
다른 주로 이사가려고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저지에서 세 명의 아들을 키우는 일하는
엄마로서, 가족을 위해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주를 만들어야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중산층의 재산세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의 포괄적인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통해 가구 소득의 5 %로 학교 세금을 제한함으로써 중산층과
노인들이 재산세에 대해 연간 최대 $3,000 불까지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가족들에게 확실성을
부여하게 되고 높은 재산세로 인해 어느 가족도 주를 떠나 이사가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게 됩니다.
유사한 프로그램이 일리노이와 매사추세츠 같은 주에서 성공적이므로, 이는 뉴저지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로 선출되면, 정부의 모든 측면에 대한 세부적인 성과 감사를 실시하여 낭비를 근절하고, 정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Trenton 의 정부 청사에 대한 불필요한 3 억 달러의
리모델링을 취소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내 우선 순위는 항상 뉴저지 가족을 최우선에 두는데 있습니다.
전직 보안관이자 검사였던 제가 뉴저지를 폭력적인 범죄자를 보호하고 우리 주를 덜 안전하게 만드는
"피난처 주 (Sanctuary State)"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지사로써 저는 항상 법 집행
기관과 초기 대응자 (first responders)를 지원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수천명의 공무원 은퇴가 보장되도록
주정부 연금 위기에 대한 공정한 협상이 포함됩니다.
월 스트리트에서 경력을 쌓은 필 머피 (Phil Murphy)와 같은 주지사 후보는 추가 주정부 지출에 수십억
달러를 제안했으며 그것을 위해 적어도 13 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인상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뉴저지는 존 코자인 (Jon Corzine) 산하에서 전에 그런 종류의 월 스트리트 접근법을 한번 시도 했으며,
이는 우리 주에서 살기가 더 힘들게만 만들어, 우리의 가족과 기업이 뉴저지를 떠나 다른 주로 이주하게
만들게 할 뿐입니다.

이 캠페인은 ‘공화당’ 또는 ‘민주당”을 초월합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뉴저지
주민을 위해 보다 나은 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로 고함을 지르는 대신에, 이제는 뉴저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납세자들을 우선적으로 두어 뉴저지가 살고, 일하고, 가족을 키우기에 저렴한 장소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