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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출신 교육 및 비즈니스 지도자인 JT WU (오송안), 조지아주 하원 

캠페인 발표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 오늘 귀넷 출신 교육 비영리단체 전무 이사이자 

비즈니스 리더인 Jonathan "JT" Wu (오송안)은 조지아주에 새롭게 개편된 

97 번 하원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 선거를 위한 캠페인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Wu 씨는 고향인 둘루스에 새로 지어진 도서관 건물에서 캠페인을 발표했다. 

이는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귀넷 지도자들과 협력해 좋은 

결과를 본 실적을 강조한다.  

“저는 바로 여기 귀넷에서 자란 조지아주 거주자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일류 교육, 좋은 의료 서비스, 

그리고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마합니다” 라고 Wu 는 말했다. “제 부모님은 이 

나라로 이민와 더 나은 삶을 위해 매일 희생한 분들입니다. 그들 덕분에 저는 대학을 다닐 수 있었고 

외교관들과 함께 일하며 나라를 위해 처음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민간 부문 여러 곳에서 

일하고 바로 여기 조지아에서 더 좋은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위해 경력을 쌓았습니다. 1 세대 미국인으로서 

저는 다음 세대가 저와 같은 기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너무나 많은 조지아 가정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없게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메리칸 

드림을 지키기 위해 조지아주 하원의원 후보로 출마합니다. 저는 모든 조지아주민들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었고 투표를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Wu 씨는 조지아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비디오로 캠페인을 발표했다. Wu 씨는 교육 및 의료를 

중심으로하며 커뮤니티, 기회 및 진보를 핵심으로 둔 긍정적 하고 통합적인 캠페인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VIDEO 

 

Wu 씨는 최근 Georgia Asian Times 에 의해 조지아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 상위 25 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 귀넷 커뮤니티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비영리단체 전무 이사이자 기업 임원인 

Wu 씨의 자선 활동은 Atlanta Journal Constitution 및 11 Alive 에 여러 번 소개되었으며 Gwinnett 

Chamber of Commerce 에서 35 세 이하 리더로 선정되었다. 또 Young Nonprofit Professionals Network 

of Atlanta 에서 30 세 이하 리더로 선정되었으며 Special Needs School of Gwinnett 와 Hudgens Center 

for Art and Learning 에서 이사원로 활동하고 있으며 Gwinnett County Public Library 의 아시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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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최초에 이사원으로 그는 코로나 시대에 임금 인상을 위해 싸웠고 하원 지역 97 번을 위해 둘루스와 

노크로스에 두 개의 새로운 도서관 지점을 열도록 도왔다. 

Wu 씨의 입후보와 입증된 실적은 이미 지역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귀넷 카운티 위원 Ben Ku 는 

수요일 캠페인 발표 행사에서 Wu 씨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연방 정부에서 지시한 재구획 이후에 새로 생성된 지역에는 Wu 씨의 고향 둘루스, 현재 거주지 노크로스, 

그리고 활기 넘치는 피치추리 코너스와 버클리 레이크 커뮤니티가 포함된다. 

### 

JT Wu (오송안)는 유아 문해력에 중심을 둔 수상 비영리 단체 Preface 의 설립자이다. Preface 는 귀넷에 

본사를 두고 전국적으로 운영되며 “peer-to-peer” 모델을 활용하여 모든 배경의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조지아 교육부와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부가 선호하는 Preface 는 조지아에서 시작하여 현재 

11 개 주에서 운영되고 있다. 

미시시피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다니던 중 만난 아시아계 미국인 이민자들의 자녀인 Wu 씨는 

둘루스에서 자랐고 현재 노크로스에 거주한다.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를 다녔고 페리미터 학교와 매칼리 

학교를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다. 그는 프린스턴 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했으며 공공정책 및 세계 인권을 

전공했으며 동시에 재무학 및 동아시아학을 부전공했다. 대학 생활 중 그는 외교관들을 위해 중국과 

유라시아를 중심으로 미국 대외 원조 효과와 세계 인권 위기에 대해 보고했다. 

교육 및 의료 서비스를 위한 자선 활동과 국무부 업무 외에도 Wu 씨는 Citigroup 및 조지아의 SunTrust 

Robinson Humphrey (현재 Truist)를 포함한 금융 및 의료 산업에서 근무했다. 그는 현재 National Spine 

and Pain Centers 의 수석 이사로 활동하며, 의사들과 협력하여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를 위한 

최첨단 치료법에 대한 접근과 물질 사용 장애로 고통받는 환자들를 위한 인명 구조 치료 가용성을 

확대하는데 일하고 있다. 

Rotary Club of Duluth 회원인 Wu 씨는 커뮤니티 리더로서 Brookhaven Presbyterian Church 와 

Gwinnett County Chamber of Commerce Young Professionals Advisory Board 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또한 조지아 참전용사들를 위한 지원 단체인 Alchemy Sky Foundation 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Points of Light Foundation 에서 ‘Community Changemaker’로 Georgia Municipal 

Association 에서 ‘Young Gamechanger’로 또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and Italy 에서 ‘Young 

Leader’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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