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용지**
DEKALB 카운티

부재자/잠정/비상 투표용지
SAMPLE 조지아 주 총선 투표용지

2022 년 11 월 8 일
본 종합 투표용지에는 11 월 8 일 DeKalb 카운티에서 열리는 총선을 위한 모든 경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투표할 
자격이 없을 수도 있는 일부 경선이 포함됩니다. http://www.mvp.sos.ga.gov 에서 개인 투표용지를 온라인으로 확인하십시오. 

미국 연방 상원 

(1 인 투표) 

 Herschel Junior Walker 
공화당 

 Raphael Warnock 
(재임) 민주당 

 Chase Oliver 
자유당 

단기명 투표 

주지사 

(1 인 투표) 

 Brian Kemp 
(재임) 공화당 

 Stacey Abrams 
     민주당 

 Shane Hazel 
자유당 

단기명 투표 

부주지사 

(1 인 투표) 
 Burt Jones 
공화당 

 Charlie Bailey 
민주당 

Ryan Graham 
자유당 

단기명 투표 

주 서기관 

(1 인 투표) 

 Brad Raffensperger 
(재임) 공화당 

 Bee Nguyen 
민주당 

 Ted Metz 
자유당 

단기명 투표

 

주 법무장관
(1 인 투표) 

 Chris Carr 
(재임) 공화당 

 Jennifer "Jen" Jordan 
민주당 

 Martin Cowen 
자유당 

단기명 투표 

주 농무부 장관 

(1 인 투표) 

 Tyler Harper 
공화당 

 Nakita Hemingway 
민주당 

 David Raudabaugh 
자유당 

단기명 투표 

주 보험담당관 

(1 인 투표) 

 John King 
(재임) 공화당 

 Janice Laws Robinson 
민주당 

단기명 투표 

주 교육감 

(1 인 투표) 
 Richard Woods 

(재임) 공화당 

 Alisha Thomas Searcy 
민주당 

단기명 투표 

주 노동국장 

(1 인 투표) 

 Bruce Thompson 
공화당 

 William "Will" Boddie, Jr 
민주당 

 Emily Anderson 
자유당 

 

미국 연방 하원 - 지역구 4 

(1 인 투표) 

 Jonathan Chavez 
공화당 

 Henry C "Hank" Johnson Jr 
(재임) 민주당 

단기명 투표 

미국 연방 하원 - 지역구 5 

(1 인 투표) 

 Christian Zimm 
공화당 

 Nikema Williams 
(재임) 민주당 

단기명 투표 

주 상원 - 지역구 10 

(1 인 투표) 

 Emanuel D. Jones 
(재임) 민주당 

단기명 투표 

주 상원 - 지역구 40 

(1 인 투표) 

 Austin McDonald 
공화당 

 Sally Harrell 
(재임) 민주당 

단기명 투표 

주 상원 - 지역구 41 

(1 인 투표) 

 Jayre Jones 
공화당 

 Kim Jackson 
(재임) 민주당 

단기명 투표 

단기명 투표 



주 상원 - 지역구 42 

(1 인 투표) 

 Elena Parent 
(재임) 민주당 

단기명 투표 

주 상원 - 지역구 43 

(1 인 투표) 

 Melanie Williams 
공화당 

 Tonya P. Anderson 
(재임) 민주당 

단기명 투표 

주 상원 - 지역구 44 

(1 인 투표) 

 Gail Davenport 
(재임) 민주당 

단기명 투표 

주 상원 - 지역구 55 

(1 인 투표) 

 Gloria S. Butler 
(재임) 민주당 

단기명 투표 

주 하원 - 지역구 52 

(1 인 투표) 

 Wendy Ahrenkiel 
공화당 

 Shea Roberts 
(재임) 민주당 

단기명 투표 

주 하원- 지역구 80 

(1 인 투표) 

 Brian Anderson 
공화당 

 Long Tran 
민주당 

단기명 투표 

주 하원- 지역구 81 

(1 인 투표) 

 Mary Williams Benefield 
공화당 

 Scott Holcomb 
(재임) 민주당 

단기명 투표 

주 하원- 지역구 82 

(1 인 투표) 

 Jenine Milum 
공화당 

 Mary Margaret Oliver 
(재임) 민주당 

단기명 투표 

주 하원- 지역구 83 

(1 인 투표) 

 Catherine Bernard 
공화당 

 Karen Lupton 
민주당 

단기명 투표 

주 하원- 지역구 84 

(1 인 투표) 

 Omari Crawford 
민주당 

단기명 투표 

주 하원- 지역구 85 

(1 인 투표) 

 Karla Drenner 
(재임) 민주당 

단기명 투표 

주 하원- 지역구 86 

(1 인 투표) 

 Lisa Y. Kinnemore 
공화당 

 Imani Barnes 
민주당 

단기명 투표 

주 하원- 지역구 87 
(1 인 투표) 

 Viola Davis 
(재임) 민주당 

단기명 투표 

주 하원- 지역구 88 

(1 인 투표) 

 William Park Freeman 

공화당 

 Billy Mitchell 
          (재임) 민주당 

단기명 투표 

주 하원- 지역구 88 

(1 인 투표) 

 Rick Sheppard 
공화당 

 Becky Evans 
(재임) 민주당 

단기명 투표 

주 하원 - 지역구 90 

(1 인 투표) 

 Jodi Diodati 
공화당 

 Saira Draper 
민주당 

단기명 투표 

주 하원- 지역구 91 

(1 인 투표) 

 Angela Moore 
(재임) 민주당 

단기명 투표 

주 하원- 지역구 92 

(1 인 투표) 

 Rhonda S. Taylor 
(재임) 민주당 

단기명 투표 



주 하원- 지역구 93 

(1 인 투표) 

 Doreen Carter 
(재임) 민주당 

단기명 투표 

주 하원- 지역구 94 

(1 인 투표) 

 Karen Bennett 
(재임) 민주당 

단기명 투표 

주 하원- 지역구 95 

(1 인 투표) 

 Dexter Dawston 
공화당 

 Dar'Shun Kendrick 
(재임) 민주당 

단기명 투표 

카운티 위원 - 지역구 2
(1 인 투표)  

 Michelle Long Spears 

민주당 

단기명 투표 

카운티 위원 - 지역구 3 

(1 인 투표) 

 Larry Johnson 
(재임) 민주당 

단기명 투표 

카운티 위원 - 지역구 7 

(1 인 투표) 

 Lorraine Cochran-Johnson 
(재임) 민주당 

단기명 투표 

DeKalb 카운티 농지 보전

지역구 감독관
(2 인 투표) 

 Carol Hayes 
(재임) 

 Paige Penland 

단기명 투표 

단기명 투표 

DORAVILLE 시 특별 선거

시 의회 의원 

지역구 1, 선거구 3 

(사임한 Rebekah Cohen-Morris 임기 만료) 
(1 인 투표) 

 Warren Simmons 

 Trish Thompson 

 SM Abu Zahed 

단기명 투표 

STONECREST 시 특별 선거

시 의회 의원

지역구 선거구 3 

(사임한 Jazzmin Cobble 임기 만료)  
(1 인 투표) 

 Alecia Washington 

단기명 투표

헌법 개정안 제안 

- 1 - 

특정 주 공무원과 주의회 위원에 
대한 보상의 정지 규정 

상원 결의 제 134 호 
결의안 제 304 호 

"조지아 주 헌법을 수정하여 주지사, 부지사, 

서기관, 법무장관, 주 교육감, 보험 국주 

보험담당관, 주 노동부 장관, 주 노동국장 

또는 의회 위원이 중범죄로 기소된 후 

직무가 정지되는 동안 해당 개인에 대한 

보상을 중단해야 할까요?” 

 찬성 

 반대 

- 2 - 

재해 발생 후 임시 지방세 감면 

하원 결의 제 594 호 

결의안 제 803 호 

"조지아 헌법은 각 카운티, 지방 자치체, 통합 

정부의 통치 당국과 이 주의 각 독립 및 
카운티 학교 시스템의 교육 위원회가 관할 

구역 내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또는 
국가적으로 선포된 재난 지역 내에 위치한 
재해로 인해 재산에 대해 일시적인 세금 

감면을 허용할 권한을 갖도록 수정되어야 
할까요?" 

 찬성 

 반대 

주 전체 국민투표 

- A - 

특정 목재 생산, 재조림 및 수확 
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하원 결의 제 997 호

결의안 제 859 호

"목재 생산 또는 벌목 시 목재 생산자가 
사용하는 특정 장비에 대한 모든 종가세를 주 

전역에서 면제하는 법안이 승인되어야 
할까요?" 

 찬성 

 반대



- B - 

가족 소유 농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하고 및 자격 있는 제품 면제 

대상에 추가 

하원 결의 제 498 호

결의안 제 260 호
"두 개 이상의 가족 소유 농장 단체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하도록 특정 단체가 보유한 농업 
장비 및 특정 농산물에 대한 종가세 면제를 

확대하고 그러한 면제와 관련하여 적격한 

농산물은 가금류의 유제품 및 무정란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법이 승인되어야 

할까요?" 

 찬성 

 반대 

ATLANTA 시 특별 선거

일요일 포장 주류 판매 시간 연장 

(1 인 투표) 

“애틀랜타 시의 통치 당국은 맥아 음료, 와인 
및 증류주의 일요일 판매를 오전 11 시부터 
자정 12 시까지, 그리고 오전 11 시부터 자정 

12 시까지 포장에 의해 허용하고 규제할 
권한을 가져야 할까요?” 

 찬성 

 반대 

DORAVILLE 시 정부 공여 농지 

관련 질문

정부 공여 농지 세금 공제
(1 인 투표) 

상원 결의 제 622 호

결의안 제 708 호

“해당 주택의 평가 가치에 $10,000.00 에 
해당하는 달러를 제공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면제를 변경하기 위해 과세 연도에 
시정을 위한 종가세와 관련하여 농가 재산에 
적용되는 밀레지 비율의 250 만 감소하여 

지방 자치제 용도에 대한 Doraville 시 
종가세의 $25,000.00 정부 공여 농지 세금 

공제에 대한 수정을 제공하는 법안이 
승인되어야 할까요?” 

 찬성 

 반대

TUCKER 시 특별 선거

DeKalb 카운티에서 Tucker 시로 공공 
사업 서비스 이전 

(1 인 투표) 

"Tucker 시는 DeKalb 카운티를 대신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과하는 대신 연석, 인도, 
가로등, 교통 흐름을 제어하는 장치 및 우수 

관리를 포함한 도로 건설 및 유지 관리를 직접 

제공할 권한을 가지고 DeKalb 카운티 도로 및 
교통 특별 지구 종가 재산세 징수 종료와 

동시에 3 밀을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종가 

재산세를 징수해야 할까요?" 

 찬성 

 반대 



공인 단기명 투표 입후보자 

총선 및 특별 선거 

2022 년 11 월 8 일

주지사 

Milton J. Lofton 

David C. Byrne 

주 서기관 

Brenda Lynn Nelson-Porter 

STONECREST 시
 

시 의회 의원 지역 선거구 3 

Karyl Clayt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