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캠페인 기부 및 지출 보고 법, N.J.S.A. 19:44A-37은 주지사직을 위한 후보자가 본  주의 
유권자들이 입후보자간에 누구를 선택해야할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500자내로 작성된 
진술문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제출된 진술문입니다.     



세스 캐이퍼 데일 (Seth Kaper-Dale) 
그린 (Green) 

이번 11월 7일에 대한 선택이 있습니까? 예!! 

뉴저지에서 두 주요 정당의 정치적 우두머리들은 같은 연회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부스러기를 남은
사람들에게 던지기만 합니다. 우리는 겨우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센츄럴 저지 목사이자 사회 정의 운동가로서 지난 16 년 동안 저는 삶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를 출범시키고 관리했습니다. 이 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a) 
노숙자 퇴역군인, 위탁 가정에서 나이로 인해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젊은 여성 및 출감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 제공; b) 정신 건강 서비스; c) 방과후 프로그램. 저희 교회가 9 명의 인도네시아인에게 피난처를 
제공했을 때, 2012 년에 우리의 난민 정착과 이민자 권리 보호에 대한 대중 인식이 높았습니다. 

저의 러닝 메이트인 Newark의 Lisa Durden은 영화 제작자, 소셜 미디어 프레즌스 및 전문 평론가입니다. 
Essex County College는 리사가 전국 TV에서 흑인 삶이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 )는 이벤트를 
옹호하자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리사와 저는 지극히 작은자(가난한자) 하나에게 베푸는 것 만큼이나 
우리 주도 건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누구나 번창할 기회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되는” 즉 가난한 자를 먼저 돌보는 일은 아래에서 위로  급등하는 샘솟는 기회를 만들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공교육을 위한 완전 기금 조달. 이와 관련해, 자녀들은 밤에 어디서 자야할 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육아 및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가족을 지원할
것입니다.

• 학교의 인종차별 철폐를 촉진하기 위해 인종 차별 이웃과의 싸움 중에 저렴한 주거지를 위한
기금의 증진.

• 경찰의 단속 및 법정의 판결, 의무적 최소한의 선고 철폐, 수감자의 복역 기간 첫 날에 사회로의
복귀를 준비하여 인종간 불균형의 철폐를 위한 형사 사법 제도의 개혁. 수감자는 그들의 투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도소에서의 노동은 반드시 적절한 임금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 화석 연료 파이프 라인 확장을 중단하고 연간 5 %의 탄소 배출을 없앰으로써 환경 보호. 우리는
가난한 지역 사회에 해를 끼치는 오염 생성업체와 대결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재생 가능 에너지를 장려 할 것입니다.

• 인종을 청소하는 트럼프 정책에 대항하여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서류 미비 이민자를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피난처를  장려하고 운전 면허증을 이민자들에게까지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노조 조직, 단체 교섭권, 여성에 대한 동등한 보수, 현행 임금 및 최저 임금 15 달러 / 시간당 지원.



• 모든 사람을 위한 단일 지불 메디케어 제정. 헬스 케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헬스 케어의 이익에
대한 동기를 제거하여 금액 절약. 그러면 재산세 및 임대세가 감소하고 대학 비용이 감소하며 주
연금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 뉴저지가 실패한 수도 (water) 인프라와 교통 인프라를 재건하고 주택 압류를 중단하며 저리의
학생 대출을 제공 할 수있도록 크레딧 연장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 은행 창출.

• 기업 복지를 철폐하고 새로운 소득세 층을 추가함으로써 수백만 달러를 버는 사람들이 공동선
(common good)에 대한 기여도를 크게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 장애인, 트랜스 젠더 및 도시 청소년을 포함해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에 맞서 지역 사회를 위한
고용 창출에 중점을 둔 마리화나의 합법화.

•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을 위해 싸우고 여성의 신체를 통제 할 수있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

녹색당의 세스 캐이퍼-데일 (Seth Kaper-Dale)과 리사 더든 (Lisa Durden)만이 주의회 의사당의 진보 
출마자 입니다. 11월 7일에 우리로 여러분의 선택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Trenton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입니다. 

다음의 선거 캠페인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KaperDaleForGovern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