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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방법

여기서 부터 투표를 시작하세요

투표하기



귀하의 선택 옆에 있는 타원을 완전히 메워서 칠
해주세요.

참고: 각 당파적 공직은 후보마다 각자 선호
하는 정당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어떤 정당을 선호하더라도 그 정당에서 그 후
보자를 지명하거나 지지하는 의미는 아닙니
다. 또는 그 정당에서 후보자를 승인하거나
연관이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연방 정부
미국 하원의원
제8국회지역구
당파적 공직
한 후보자에만 기표하세요
Emet Ward
(민주당 선호)

Kim Schrier
(민주당 선호)

Reagan Dunn
(공화당 선호)

Matt Larkin
(공화당 선호)

오류 수정하기

Dave Chapman

기명투표

연방 정부
미국 상원의원
당파적 공직
한 후보자에만 기표하세요

Justin Greywolf

(선호하는 정당 없음)

새로운 후보자를 추가하시려면, 기명투표란 옆의
타원을 칠하시고, 기명투표란에 이름을 적으세
요.

e

(민주당 선호)

Patrick Dillon

(콩코르디아당 선호)

Henry Clay Dennison

Jesse Jensen

Mohammad Hassan Said

Scott Stephenson

(사회주의 노동자당 선호)

(공화당 선호)

(민주당 선호)

(공화당 선호)

John Guenther
(공화당 선호)

Tiffany Smiley
(공화당 선호)

Dan Phan Doan
(선호하는 정당 없음)

Dr Pano Churchill
(민주당 선호)

.

(자유당 선호)

Keith Arn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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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전체 선택에 줄을 그어
주세요. 그 다음 다시 선택하신 옆에 타원을 칠해
서 다른 선택을 하실수 있습니다.

(공화당 선호)

Ryan Dean Burkett

Dave Saulibio
(JFK 공화당 선호)

Sam Cusmir
(민주당 선호)

주

주 정무부 장관
만기되지 않은 2년 임기
당파적 공직
한 후보자에만 기표하세요
Bob Hagglund
(공화당 선호)

Bill Hirt

Kurtis Engle

Jon Butler

Marquez Tiggs

Bryan Solstin

Tamborine Borrelli

Martin D. Hash

Steve Hobbs

Patty Murray

Keith L. Wagoner

Thor Amundson

Mark Miloscia

Charlie (Chuck) Jackson

Julie Anderson

(공화당 선호)
(독립당 선호)
(민주당 선호)

(선호하는 정당 없음)
(민주당 선호)
(독립당 선호)
(독립당 선호)

Naz Paul

(연합당 선호)
(민주당 선호)

(미국제일(R)당 선호)
(민주당 선호)
(공화당 선호)
(공화당 선호)

(비당파당 선호)

(독립당 선호)

Ravin Pierre
(민주당 선호)

Leon Lawson

(Trump 공화당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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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의 투표를
계속하세요



주

특별 목적 지구

제31입법지구
주 상원의원
당파적 공직
한 후보자에만 기표하세요

이넘클라(Enumclaw) 소방국
발의안 제1호
소방 및 응급 의료 서비스를 위한 부동산세
추가 부담금 복원

Phil Fortunato
(공화당 선호)

Clifford Knopik

(선호하는 정당 없음)

Chris Vance

(선호하는 정당 없음)

제31입법지구
하원의원 제1직
당파적 공직
한 후보자에만 기표하세요
Brandon Beynon
(공화당 선호)

Holly Stanton
(민주당 선호)

Drew Stokesbary

이넘클라(Enumclaw) 소방 위원 이사회에
서 소방 보호 및 응급 의료 서비스 재정을 위
한 결의안 제2022-01호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발의안은 이넘클라(Enumclaw) 소방국
이 소방 보호, 응급 의료 서비스 및 소방관과
공공 안전 제공 그리고 2023년 징수를 위해 선거구 위원회 임원
감정 가격 $1,000.00당 $1.50의 일반 부동 공화당 후보
산세 추가 부담금의 복원과 향후 오 년간 육 한 후보자에만 기표하세요
퍼센트의 제한 요소 설정을 재가합니다.
Grady Olson
2028년에 징수되는 2027년 최대 허용 추가
본인의 공화당원임을 확인합니다.
부담금은 RCW 84.55장에 따라 향후 추가
Anthony Wright
부담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본인의 공화당원임을 확인합니다.

투표용지 끝

이 발의안을:

투표용지 양면을 모두 기표해 주세요

e

(공화당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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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입법지구
하원의원 제2직
당파적 공직
한 후보자에만 기표하세요
Eric E. Robertson
(공화당 선호)

이 직책에만 해당하는 사항: 당파적 직책인 선거
구 위원회 임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반드시 민주당원 또는 공화당원임을 확인하시고
귀하가 선택하신 정당에 속한 한 명의 후보에게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귀하의 투표
는 귀하께서 그 후보자와 같은 정당 소속임을 확
인합니다. 이 선호 정당은 개인정보이며 귀하의
성함과 연결되거나 공유되지 않습니다.

승인합니다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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