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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뉴저지 녹색당의 주지사 후보로서 저는 정치 활동 위원회에서 돈을 받지 않고 대기업의 돈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다른 누구에게도 아닌 뉴저지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원이나 공화당원의 점진적 발전을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출마했습니다. 과도한 개발 

문제가 됐든, 기후변화 젠트리피케이션 또는 모든 뉴저지 주민들에게 품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일보험자 의료 시스템 (저렴한 의료 서비스 법 아님)이 됐든, 특히 팬더믹이 계속되거나 퇴거 유예 

기간이 만료되거나 실업 수당이 종료되는 동안 뉴저지 주는 실질적인 ECO-SOCIALIST GREEN NEW DEAL 을 

제정하기 위해 신속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허리케인 IDA 는 뉴저지에 그린 뉴딜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뉴저지 에너지의 30%가 재생 가능한 자원에서 나오기를 

2030 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뉴저지 에너지의 50%가 재생 가능한 자원에서 나오기를 

2050 년까지 기다릴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또는 

화석 연료를 연소하는 발전소에 대한 허가를 지금 중단해야 합니다. 
 
건강 관리: 저렴한 의료 서비스 법을 수정하는 것은 이 주와 이 나라의 건강 관리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주지사로서 저는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가 개선되고 확장된 시스템인 단일보험자 체제를 

지지합니다. 팬더믹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400 만 명이 실직하고 건강 보험 혜택을 잃은 일은 우리의 

건강 보험 체계가 얼마나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 19 든, 암이든, 고혈압, 

당뇨, 혹은 그 무엇이든, 사람들은 자신이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 걱정을 해야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약물이나 치료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음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 정의: 대마초 합법화는 회복적 정의를 통해 수십 년 간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흑인, 갈색, 또는 여성 소유 회사는 대마초 상점이나 경작자 면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뉴저지는 캐나다 회사를 선호하죠. 우리는 뉴저지에서 자택 재배를 하기 위한 허가와 

소지법 위반에 대한 자동 말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배상금이 필요하고, 자금 감축과 비무장화가 

필요합니다. ICE 는 폐지되어야 하고, 현 계약들은 지금 바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교육: 우리는 차터 스쿨 유행을 뒤집어 공립학교 개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린 이 불확실한 시기에 

원격수업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게끔 해야만 하고, 계속하여 인종 이론을 가르치고, 교육 자금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학자금 대출을 탕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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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캠페인 기부 및 지출 보고 법, N.J.S.A. 19:44A-37 은 주지사직을 위한 후보자가 본 주의 유권자들이 

입후보자간에 누구를 선택해야할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500 자내로 작성된 진술문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제출된 진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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