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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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 J. 로만 (Peter J. Rohrman) 
자유당

자유당의 철학: 자유, 정부의 권한 제한, 평화, 관용 및 자유 시장 

유권자 여러분은

 Corzine 이나 또는 Christie의 가상 3차 임기에 흥분되십니까? 4 년 더 실패한 정책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유권자 여러분이 민주당이나 공화당을 선출한다면, 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간입니다. 유권자분들께 자유당의 선택의 기회를 드립니다.  

저는

 Passaic 출생으로 Carlstadt/E Rutherford 에서 성장했습니다. Bergen 카운티에서 싱글 아빠로 
2명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전 뉴저지의 제 가족들 부양을 위한 기본 생활비를 버는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병대 소총수로, 자원 봉사 소방관, 청소년 운동 코치, 및 뉴워크 청소년과 
협력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등 유권자 여러분을 섬기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피터 J. 로만을 
주지사로 선출해 주셔서 앞으로 여러분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재정 민주주의

평균 뉴저지 가족들은 소득의 약 30 %를 주, 카운티 및 시 자치 단체에 지불해야 합니다. 저의 
“재정 민주주의” 계획은 이것을 10%로 제한하고, 납세자의 세금이 사용되는 정부 프로그램을 여러분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무책임한 입법자의 손에서 세출 예산에 대한 권한을 
빼앗고 그 권한이 직접 유권자의 것이 되게 하겠습니다. 사용예산 기금이나 또는 예산 기금 제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재정 민주주의” 는 재산세, 가스세, 판매세 및 차량 등록비를 없앨 
것입니다. "재정 민주주의"는 기업들이 뉴저지로 이전 할 수 있도록 막대한 인센티브를 창출하고 
실업자를 없앨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 참조: www.Pete4NJ.com/tax-plan 

학교의 선택

여러분 자녀 교육은 우편 짚코드로 결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시 자치 단체가 그들의 
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고, 교육 향상은 물론, 자녀가 가야할 학교를 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바우처 
프로그램을 찬성합니다. 우리는 해당 교육구 위원회가 학부모에게 세금환불로 학부모가 그들 자녀 
교육비를 충당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는 자녀의 필요에 가장 부합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비의 경우 자녀 1 명당 최대 $18,000 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무기 소지

여러분 개인과, 재산, 주택을 지키기 위한 권리는 뉴저지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은 위험으로부터 아무것도 여러분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폭행이나 자동차 강탈이 있을 시에 초를 
다투는 시간에 재빨리 경찰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 즉 총을 소지하고 있다면 경찰을 이렇게 
부를 필요가 없겠지요 . 취임식 날에, 저는 뉴저지의 낡은 총기법 위반자들 대부분을 대량 사면하는데 



서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버몬트 주가 시행하는 것을 따라 할 것이며 연방 총기법으로만 복귀할 
것입니다. 

마리화나

저는 사람들이 의료 문제로 고소하고 큰소리치는 정치인들의 이익으로 경찰을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마약과의 전쟁"에 반대합니다.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첫 단계로, 저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하여 
마리화나가 잠행적으로 복귀되게 하는 정부 허가나 부가세로 마리화나의 접근을 거부합니다. 

성인 연령

또한 뉴저지의 음주, 흡연 및 도박 연령을 18 세로 줄이기 위한 행정권을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충분한 연령이 되었을 때, 애틀랜틱 시티에서 음료수나 카드 놀이를 
할 수 있어야합니다. 

언제까지나 충실한 (Semper Fi), 

PETER J. ROHRMAN 
주지사를 위한 자유당

www.Pete4NJ.com  www.NJLP.org 
www.facebook.com/RohrmanForGovern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