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EORGIA
RUNOFF ELECTION
Under Georgia law, if no candidate receives more than 50% of the vote, the top two candidates will 
face off in a runoff election. Your community needs you to vote for the U.S. Senate candidate who 
will represent your values on issues like economic growth, voting rights, and healthcare.

조지아주 법에 따르면, 그 어떤 후보자도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상위 두 후보가 재대
결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역사회가 당신의 한 표를 필요로 합니다. 경제 성장, 투표권, 건강보험 등의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 당신의 가치를 대변할 미 상원의원 후보자를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根據佐治亞州法律，如果沒有候選人獲得超過 50%的選票，前兩名候選人將在決選中對決。 您的社區需要您投票選
出您在美國參議院的代表，他們將代表您並在經濟增長、投票權和醫療保健等問題上具有相同的價值觀。

選民熱線 유권자 핫라인

Local / 当地热线 / 조지아 주 내에서는:

National / 全国热线 / 혹은 전국 어디서든:

(404) 955-7322
(888) 274-8683

Asian and Pacifc Islander American Vote (APIAVote)
1612 K St NW Ste 600
Washington D.C. 20006

VOTER HOTLINE



ABSENTEE BY MAIL

Apply for your ballot by Friday, November 25 Vote Early from November 28 to December 2. 
Early voting days and locations will vary by 
county, find your dates and sites at:

Election Day is Tuesday, December 6. 
Polls are open from 7 AM to 7 PM. 

Return your completed ballot

Track your completed ballot

Drop off in-person by: Tuesday, December 6

Mail-in ballots must be received by 7 PM on 
Tuesday, December 6  

郵寄選票 부재자 투표 

在2022 年 11 月 25 日前申请选票
11월 25일까지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하십시오

寄回填好的選票
받으신 투표 용지를 작성하고 반납하십시오

親自送達的選票：必須在2022年12月6日投票結
束前送達

提早投票是从11月28日到12月02日。 每个区域可
能会有不同的提早投票日期和时间。 请查寻: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사전 투표가 가능하지
만, 각 카운티마다 사전 투표일과 장소가 다르므로 
www.mvp.sos.ga.gov 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
십시오. 

12월 6일까지 지정 투표함에 넣어주십시오

郵寄選票必須在 2022 年 12 月 6 日之前收到
우편으로 보내시길 원하시면 12월 6일 오후 7시
까지 배달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追踪你完成的選票
보낸 투표 용지가 잘 전달 됐는지 확인하십시오.

選舉日是 2022 年 12 月 6 日 。  
投票站的時間從  早上7点 開到晚上7点。
공식 투표일은 12월 6일입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챙겨가십시오
選擇您的身份證
Choose your voter ID

Find your polling location
尋找您的投票站
투표 장소를 확인하십시오

WHAT IS ON MY BALLOT? 
我的選票上有什麼? 투표 용지에는 무엇이 쓰여 있나요? 
The two U.S. Senate candidates are Herschel Walker (R) and Raphael 
Warnock (D). You may also have other local Runoff Elections on your ballot. 
您的美國參議院候選人是Herschel Walker（共和黨）和Raphael Warnock（民主黨）。
您的選票上肯能也有其它決選的選舉。如需要查看選票樣本和候選人信息，請訪問。
재선거를 치를 미 상원의원 후보자 둘은 허쉘 워커(공화당)와 라파엘 워녹(민주당)입니다. 
미 상원의원 선거 이외에 다른 재선거들도 등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View your sample ballot and more information about candidates at:
查看您的選票樣本和有關候選人的更多信息：
우측 링크에 접속해 견본 투표 용지를 보시고 후보자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십시오:

bit.ly/aaajvote

MAKE YOUR PLAN TO VOTE 制定您的投票計劃 투표 계획을 세우십시오

亲自投票 직접 투표
VOTE IN-PERSONOR

유권자 등록을 하셨는지 확인하십시오. 중범죄로 선고로 복역 중이지 않은, 지난 11월 5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18세 이
상의 미국 시민권자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檢查您的選民登記。如果您是年滿 18 歲、未因重罪服刑並在 2022 年 11 月 5 日之前登記投票的美國公民，
則可以投票。

Check your Voter Registration. You can vote if you are a U.S. Citizen, at least 18 years old, not serving a 
sentence for a felony conviction, and registered to vote by November 5th, 2022.

apiavote.org/register

www.mvp.sos.ga.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