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r United States Senate  
미 연방 상원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TAMARA JOHNSON-SHEALEY
RAPHAEL WARNOCK 
(INCUMBENT) (현직) 

For Governor  
주지사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STACEY ABRAMS

For Lieutenant Governor 
부주지사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ERICK E. ALLEN

  CHARLIE BAILEY
TYRONE BROOKS, JR.
TONY BROWN
KWANZA HALL
JASON T. HAYES
DERRICK L. JACKSON
R. MALIK
RENITTA SHANNON

For Attorney General 
주 법무장관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JENNIFER “JEN” JORDAN
CHRISTIAN WISE SMITH

For Commissioner of Agriculture 
주 농업 커미셔너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WINFRED DUKES
NAKITA HEMINGWAY
FRED SWANN

For Commissioner of Insurance 
주 보험 커미셔너
(Vote for One/Vote por uno)

RAPHAEL BAKER
JANICE LAWS ROBINSON
MATTHEW WILSON

For State School Superintendent
주 교육감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CURREY HITCHENS
JAHA V. HOWARD
JAMES MORROW, JR.
ALISHA THOMAS SEARCY

For Commissioner of Labor
주 노동 커미셔너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WILLIAM “WILL” BODDIE, JR.
THOMAS DEAN
NICOLE HORN
LESTER G. JACKSON III
NADIA SURRENCY

For Public Service Commissioner 
District 2 (To Succeed Tim Echols) 
주 공공서비스 커미셔너2지구
(Tim Echols후임)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PATTY DURAND
RUSSELL EDWARDS

For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District 6  

미연방하원의원 제6지구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BOB CHRISTIAN  
WAYNE C. WHITE

For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District 7  

미연방하원의원 제 7지구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CAROLYN BOURDEAUX 
(INCUMBENT) (현직)

LUCY MCBATH 
(INCUMBENT) (현직)
DONNA MCLEOD

For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District 9 
미연방하원의원제9지구 
(Vote for One/Vote por uno)

MICHAEL “MIKE” FORD 

For State Senate District 5
주상원의원 제 5지구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MICHEL A. POWELL
SHEIKH RAHMAN 
(INCUMBENT) (현직)

For State Senate District 7
주 상원의원 제 7지구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NABILAH ISLAM
BETH MOORE

For State Senate District 9
주 상원의원 제 9지구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NIKKI MERRITT 
(INCUMBENT) (현직)

For State Senate District 41 

주 상원의원 제41지구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KIM JACKSON 
(INCUMBENT) (현직)

For State Senate District 45 

주 상원의원 제 45지구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MATIELYN JONES

For State Senate District 46

주 상원의원 제 46지구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ANDREW FERGUSON

For State Senate District 48 
주 상원의원 제 48지구 
(Vote for One / Vote por uno)

JOSH UDDIN

For State Senate District 55
주 상원의원 제 55지구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GLORIA S. BUTLER 
(INCUMBENT) (현직)
GEGE ODION

For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District 30 
주 하원의원 제 30지구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KIM FLORIA

For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District 48
주 하원의원 제 48지구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MARY ROBICHAUX 
(INCUMBENT) (현직)

For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District 95 

주 하원의원 제 95 지구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DAR’SHUN KENDRICK 
(INCUMBENT) (현직)

For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District 96 
주 하원의원 제 96 지구 96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PEDRO “PETE” MARIN 
(INCUMBENT) (현직)

For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District 97 
주 하원의원 제97 지구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RUWA ROMMAN
JT WU

For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District 98 
주 하원의원 제 98지구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MARVIN LIM 
(INCUMBENT) (현직)

For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 District 99
주 하원의원 제 99지구
(Vote for One /한명만 투표)

OM DUGGAL

For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District 100 
주 하원의원 제 100지구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LOUISA SHELL JACKSON 

For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District 101 
주 하원의원 제 101지구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GREGG KENNARD 
INCUMBENT)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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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 DAWKINS-HAIGLER 
JOHN EAVES
FLOYD GRIFFIN
BEE NGUYEN 
MICHAEL OWENS

For Secretary of State 
주 국무장관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For Public Service Commissioner 
District 3 (To Fill the Unexpired Term 
of  Chuck Eaton, Resigned)
주 공공서비스 커미셔너3지구
(사임, Chuck Eaton의 잔여임기
를 채우기 위한)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SHELIA EDWARDS 
CHANDRA FARLEY 
MISSY MOORE

For State Senate District 40 

주 상원의원 제 40지구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SALLY HARRELL 
(INCUMBENT) (현직)

KAREN BENNETT
(INCUMBENT) (현직)

For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District 94 
주 하원의원 제 94지구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BILLY MITCHELL  
(INCUMBENT) (현직)
GABRIELLE ROGERS

For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District 88 
주 하원의원 제 88  지구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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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District 102 
주 하원의원 제 102지구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GABE OKOYE

For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District 103 
주 하원의원 제 103 지구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ERNIE ANAYA

For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District 104 
주 하원의원 제 104 지구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PATRICK J. REINERT

For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District 105 
주 하원의원 제 105 지구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FAROOQ MUGHAL

For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District 106 
주 하원의원 제 106 지구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SHELLY HUTCHINSON 
(INCUMBENT) (현직)
 REBECCA MITCHELL 
(INCUMBENT) (현직)

For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District 107 
주 하원의원 제 107 지구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SAM PARK 
(INCUMBENT) (현직)

For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District 108 
주 하원의원 제 108 지구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JASMINE CLARK 
(INCUMBENT) (현직)

For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District 109 
주 하원의원 제 109 지구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DEWEY L. MCCLAIN 
(INCUMBENT) (현직)

For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District 110 
주 하원의원 제 110 지구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SEGUN ADEYINA

For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District 111 
주 하원의원 제 111 지구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RYAN COX

For Solicitor General of 
Gwinnett County
경범죄 기소청장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LISAMARIE BRISTOL

BRIAN WALTON WHITESIDE 
(INCUMBENT) (현직)

For County Commission District 2
카운티 커미셔너 제 2지구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JAHANGIR HOSSAIN

BEN KU 
  (INCUMBENT) (현직)

For County Commission District 4
카운티 커미셔너 제 4지구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MARLENE FOSQUE 
        (INCUMBENT) (현직)

DEMOCRATIC PARTY QUESTIONS 
민주당 질문

– 1 –
Should the United States remove 
obstacles to economic advance-
ment by forgiving all student loan 
debt?
미국은 모든 학자금 대출 채무
를 면제해 줌으로써 경제 발전
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는가? 

YES/찬성                 
NO/반대

– 2 –
Should all Georgians have access 
to paid parental leave following 
the birth or adoption of a child?
모든 조지아 인구는 출산과 입
양에 따른 유급 육아휴직을 이
용할 수 있어야 하는가? 

YES/찬성                 
NO/반대

– 3 –
Should every three- and four-
year-old in Georgia be given the 
opportunity to attend a high-quality 
preschool free of charge?
조지아에 거주하는 모든 세살과
네살 아이들에게 양질의 유치원
에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가? 

YES/찬성                 
NO/반대

– 4 –
Should Georgia voters have the 
right to gather signed petitions 
to directly place questions on the 
ballot, whether to change the law 
or poll the public?
조지아 유권자들은 법의 변경
이나 대중의 투표를 위한 투표
지에 들어가는 질문들을 직접
올리기 위해 서명된 탄원서를
모을 권리가 있어야 하는가? 

YES/찬성 

NO/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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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Should families earning less than 
$150,000 per year receive an ex-
panded tax credit to help cover the 
costs of raising children?
연간 소득 15만 달러 이하의 가
정은 자체 양육 비용을 충당하
기 위해 확장된 세금 공제를 받
아야 하는가? 

YES/찬성                 
NO/반대

– 6 –
Should the State of Georgia 
expand access to health care for 
over half a million Georgians by 
utilizing federal funds to expand 
Medicaid?
조지아 주는 메디케이드 확장
을 위해 연방기금을 활용하여
50만명 이상의 조지아인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확대시켜야 하는가? 

YES/찬성                 
NO/반대

– 7 –
Should the State of Georgia 
expand voter access by increas-
ing early voting opportunities, 
allow same-day voter registration, 
removing obstacles to voting by 
mail, and installing secure ballot 
drop boxes, accessible at all 
times, through Election Day?

조지아 주는 조기 투표 기회를
늘리고, 당일 유권자 등록을 허
용하고, 우편으로 투표하는 데 
장애물을 제거하고, 선거일까
지 항상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투표함을 설치함으로써 유권자
접근을 확대해야 하는가? 

YES/찬성                 
NO/반대 

– 8 –
Should marijuana be legalized, 
taxed, and regulated in the same 
manner as alcohol for adults 21 
years of age or older, with pro-
ceeds going towards education, 
infrastructure, and health care 
programs?
마리화나가 교육, 사회기반 시
설, 그리고 건강 관리 프로그램
을 위한 수익를 이끌어내도록, 
21세 이상 성인들을 위한 술과 
같은 동일한 내용으로  합헙화
되고, 세금부과 및 규제가 되어
야 하는가?   

YES/찬성                 
NO/반대

– 9 –
Should the State of Georgia incen-
tivize the development of clean, re-
newable energy sources to support 
America’s energy independence?
조지아 주는 미국의 자립적인 
에너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깨
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개발을 장려해야 하는가? 

YES/찬성                
NO/반대

NONPARTISAN 
GENERAL ELECTION 
ELECCIÓN GENERAL 

NO PARTIDISTA

For Board of Education District 2 
카운티 교육위원 제 2지구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STEVEN B. KNUDSEN 
(INCUMBENT) (현직)
MICHAEL RUDNICK
_______________________
Write-in/추천 후보 기재

For Board of Education District 4 
카운티 교육위원 제 4지구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KELLY KAUTZ
TONY SELLERS 
ADRIENNE SIMMONS 
MATT SONES
ALEXIS WILLIAMS
________________________ 
Write-in/추천 후보 기재

For Justice Supreme Court of 
Georgia (To Succeed Verda M. 
Colvin)
조지아주 대법관 (Verda M. 
Colvin후임)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VERONICA BRINSON 

VERDA M. COLVIN 
(INCUMBENT) (현직)
_______________________
Write-in/추천 후보 기재

For Justice Supreme Court of 
Georgia (To Succeed Shawn 
LaGrua)
조지아주 대법관 (Shawn 
LaGrua후임)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SHAWN ELLEN LAGRUA 
(INCUMBENT) (현직)
_______________________
Write-in/추천 후보 기재

For Justice Supreme Court of 
Georgia (To Succeed Carla W. 
McMillian)
조지아주 대법관 (Carla W. 
McMillian후임)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CARLA MCMILLIAN 
(INCUMBENT) (현직)
_______________________
Write-in/추천 후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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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Judge Court of Appeals of 
Georgia (To Succeed Anne Elizabeth 
Barnes)
조지아주 항소법원 판사
(Elizabeth Barnes후임)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ANNE ELIZABETH BARNES 
(INCUMEBENT) (현직)
_______________________
Write-in/추천 후보 기재

For Judge Court of Appeals of 
Georgia (To Succeed Christopher 
McFadden) Para Juez
조지아주 항소법원 판사
(Christopher McFadden후임)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CHRIS MCFADDEN 
(INCUMBENT) (현직)
_______________________
Write-in/추천 후보 기재

For Judge Court of Appeals of 
Georgia (To Succeed Trea Pipkin)
조지아주 항소법원 판사  (Trea 
Pipkin후임)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TREA PIPKIN 
(INCUMBENT) (현직)
_______________________
Write-in/추천 후보 기재

For Judge Superior Court Gwin-
nett Judicial  Circuit (To Succeed 
Tracie H. Cason)
귀넷카운티 순회 고등법원 판
사 (Tracie H. Cason후임)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TRACIE H. CASON 
(INCUMBENT) (현직)
ANDRE JOHNSON
_______________________
Write-in/추천 후보 기재

For Judge Superior Court Gwin-
nett Judicial Circuit (To Succeed 
Angela Duncan)
귀넷카운티 순회 고등법원 판
사 (Angela Duncan후임)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ANGELA DUNCAN 
(INCUMBENT) (현직)
B. THASSANEE “B T”
PARKER
________________________ 
Write-in/추천 후보 기재

For Judge Superior Court Gwin-
nett Judicial Circuit (To Succeed R. 
Timothy Hamil)
귀넷카운티 순회 고등법원 판사
(R. Timothy Hamil후임)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KAREN SCOTT GREENE
TIM HAMIL 
(INCUMBENT) (현직)
_______________________
Write-in/추천 후보 기재

For Judge Superior Court Gwin-
nett Judicial Circuit (To Succeed 
George F. Hutchinson)
귀넷카운티 순회 고등법원
판사 (George F. Hutchinson후
임)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GEORGE FORMAN 
 HUTCHINSON  
(INCUMBENT) (현직)
_______________________
Write-in/추천 후보 기재

For Judge Superior Court Gwin-
nett Judicial Circuit (To Succeed 
Tracey D. Mason)
귀넷카운티 순회 고등법원
판사 (Tracey D. Mason후임)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TRACEY D. MASON 
(INCUMBENT) (현직)
_______________________
Write-in/추천 후보 기재

For Judge State Court of Gwinnett 
County (To Succeed Ronda Colvin 
Leary)
귀넷카운티 주 법원 판사
(Ronda Colvin Leary후임)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RONDA COLVIN LEARY 
(INCUMBENT) (현직)
_______________________
Write-in/추천 후보 기재

For Judge State Court of Gwinnett 
County (To Succeed Pamela D. 
South) 
귀넷카운티 주 법원 판사
Pamela D. South후임) 
(Vote for One/한명만 투표)

ERICA DOVE
MATT MILLER
ELAINE AMANKWAH 
NIETMANN
_______________________
Write-in/추천 후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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