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 출마하는
방법
다음 관련 투표 액세스 요구사항:
2022년 6월 21일 예비 선거 및
2022년 11월 8일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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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주요 아이콘
정당 – 이전 두 번의 주 전체 총선 중 하나의
선거에서 선출된 주 전체 공직에 대해 총

- 버지니아 법률 또는 버지니아 행정법률에
나와 있는 관련 정보 설명.

투표수의 10% 이상을 얻은 조직(현재 민주당
및 공화당만 해당)

- 서류 제출 시작일 및/또는 종료 기한 표시.

예비 선거 후보 – 예비 선거에 출마하여 정당의

- 서류 제출 장소에 관한 정보 표시.

공천을 받으려는 개인
주요 정당이 아닌 당의 후보 – 주요 정당이 아닌

- 도움이 될 만한 추가 정보 제시.

다른 방법으로 정당의 공천을 받으려는 개인,
당과 대화
무소속 후보 –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 총선에 출마하려는 개인(공인 정당 및
무소속 포함 가능)
현직 후보 – 같은 공직의 재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직자
유자격 유권자 – 버지니아 헌법에 따라 투표할
자격이 있고 유권자로 적절하게 등록된
사람(여기의 정의 참조)
Va. Code – 버지니아 법률
VAC – 버지니아 행정법률
ELECT – 버지니아 선거관리부(Virginia
Department of Elections)
1100 Bank Street, 1st Floor
Richmond, VA 23219

2021년 12월

2022년 6월 및 11월, 미국 하원 후보 게시판

3 페이지

버지니아에서 후보가 출마하는 방법
미국 하원에 출마하는 경우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다음 투표에 출마하려면 이 지침을 따르십시오.
•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예비 선거.
•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총선.

2020년 선거 일정
선거 유형

후보: 제출 마감일

예비 선거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2022년 4월 7일 목요일 오후 5시

참조 법률: 버지니아 법률 §§ 24.2-503, 24.2-522 및 24.2-524

총선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오후 7시

참조 법률: 버지니아 법률 §§ 24.2-503 및 24.2-507

후보자로서의 기본 자격을 갖췄습니까?
☐

귀하는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공직에 선출되는 날짜 또는 그 이전의 지난 7년 동안 미국
시민이었습니다.

☐

귀하는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공직에 선출되는 날짜 또는 그 이전에 25세가 됩니다.

☐

귀하는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공직에 선출되는 날짜 또는 그 이전에 버지니아주 주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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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 합니까?
이 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정보를 찾으십시오.
제출 서류

참조 또는

제출처

제출 시작일

후보자 자격 증명서
(Certificate of
Candidate
Qualification) -

제출처:

예비 후보:

연방 공직

USPS 우편으로

제출 마감일

기타 정보

1

선거관리부.
등기 또는 인증
발송할 경우

§§ 24.2-501, 24.2-503, 및

기한까지

미국 헌법, 1조, 2절, 2항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함.

예비 선거 접수 수수료

제출처:
선거관리부.

2

§§ 24.2-523 및 24.2-524

2022년 1월 3일

2022년 4월 7일 목요일

월요일.

오후 5시

주요 정당이 아닌
당의 후보 및
무소속 후보:
2022년 1월 3일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월요일.

오후 7시

예비 후보:
2022년 1월 3일

2022년 4월 7일 목요일

월요일.

오후 5시

주요 정당이 아닌 당의 후보 및 무소속 후보:
제출할 필요 없음.

입후보 선언서
유자격
(Declaration of Candidacy) 유권자의
청원(Petitions of
Qualified

3a
§§ 24.2-505, 24.2-507,
24.2-520, 및 24.2-522

Voters)(3c) 및
해당되는 경우
예비 선거 접수
수수료

예비 후보:

예비 후보: 2022년

제출처:

3월 21일 월요일,

2022년 4월 7일 목요일

하원의원

낮 12시

오후 5시

선거구의 정당
의장(Political
Party Chairman
of the
Congressional
District).

주요 정당이 아닌 당의 후보: 제출할 필요
없음.

영수증(3b)을
제출.

기타 모든 후보:
선거관리부에
제출.

무소속 후보:
2022년 1월 3일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월요일.

오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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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제출 시작일

예비 선거 접수 수수료

제출처:

예비 후보: 2022년

영수증

하원의원

제출 마감일

기타 정보

3b

선거구의 정당

3월 21일 월요일,

2022년 4월 7일 목요일

낮 12시

오후 5시

의장(Political
Party Chairman
of the
Congressional
District).

§§ 24.2-522, 24.2-523, 및
24.2-524

주요 정당이 아닌 당의 후보 및 무소속 후보:
제출할 필요 없음.

3c

유자격 유권자의

입후보

예비 후보:

청원

선언서(3a) 및

제출처:

해당되는 경우

하원의원

예비 선거 접수

선거구의 정당

수수료

의장(Political
Party Chairman
of the
Congressional
District).

§§ 24.2-505(D), 24.2-506,
24.2-507, 24.2-521, 및
24.2-522
행정법률 1 VAC 20-50-20 및
1 VAC 20-50-30

영수증(3b)을
제출.
무소속 후보자는

예비 후보:
2022년 3월 21일

2022년 4월 7일 목요일

월요일, 낮 12시

오후 5시

주요 정당이 아닌 당의 후보: 제출할 필요
없음.

무소속 후보:

모든 서명

기타 모든 후보:

2022년 1월 3일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페이지를 한 번에

선거관리부에

월요일.

오후 7시

제출할 필요

제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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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를 접수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후보자 자격 증명서 – 연방 공직(ELECT-501(FED)) 작성 및 제출.
참조: 버지니아 법률 §§ 24.2-501, 24.2-503, 및 미국 헌법, 1조, 2절, 2항.

예비 후보
접수 시작일 2022년 1월 3일.
접수 마감일 2022년 4월 7일 오후 5시.

주요 정당이 아닌 당의 후보 및 무소속 후보
접수 시작일 2023년 1월 3일.
접수 마감일 2022년 6월 21일 오후 7시.
모든 후보는 마감일까지 이 양식을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선거관리부에서
접수받습니다.
다음을 따르십시오.
•

우편요금을 지불하고 등기 또는 인증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

기한 내에 우편으로 이 양식을 보냈다는 증거를 선거관리부에서 요청할
경우를 대비해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이 양식을 선거관리부(주소: Department of Elections, 1100 Bank Street, 1st Floor,
Richmond, 23219)로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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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선거 접수 수수료 및 영수증 제출.
참조: 버지니아 법률 §§ 24.2-523 및 24.2-524. 2022년 미국 하원 의원의 연봉은
$174,000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의 예비 선거 접수 수수료는 $3,480입니다. 예비
선거 접수 수수료는 지불 보증 수표로(Certified Check)만 선거관리부로 발송하거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편환(Money Order) 지불도 허용됩니다. 현금 송금은 하실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부는 예비 선거 접수 수수료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수표의 수취인은 Treasurer of
Virginia이어야 합니다.
지불 시작일은 2022년 1월 3일부터입니다.
2022년 4월 7일 오후 5시 이전에 지불을 마쳐야 합니다
예비 선거 접수 수수료 영수증(Filing Fee Receipt), 입후보 선언서(Declaration of
Candidacy), 청원 서명(Petition Signatures)을 2022년 3월 21일과 2022년 4월 7일
사이에 제출하십시오.
주요 정당이 아닌 당의 후보 및 무소속 후보는 접수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음.

지불은 선거관리부(Department of Elections)에 하시면 됩니다. 선거관리부는 예비
선거 접수 수수료를 지불한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지불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입후보 선언서 및 청원 서명과 함께 지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이 불충분하거나, 반대 없이 경선되거나, 사퇴할 경우 예비 선거 접수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자격이 불충분하거나 예비 선거에서 반대 없이 경선되는 경우, 예비 선거 접수 수수료를
환불받습니다.

사퇴하는 경우, 하원 의장이 유자격 예비 후보자 증명서 양식을 제출하기 전에 총선
등록기관(General Registrar)에서 귀하의 사퇴 통지를 받을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 의장의 제출 마감일은 2022년 4월 12일이지만 더 빨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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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 입후보 선언서 (SBE-505/520) 작성 및 제출.
3b
참조: 버지니아 법률 §§ 24.2-505, 24.2-507, 24.2-520, 및 24.2-522.

예비 후보
접수 시작일 2022년 3월 21일 낮 12시
접수 마감일 2022년 4월 7일 오후 5시

무소속 후보
접수 시작일 2022년 1월 3일.
접수 마감일 2022년 6월 21일 오후 7시
선거관리부는 위에 언급된 마감일까지 이 양식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인 또는 기타
우편 서비스 타임 스탬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식 제출 시 다음을 동봉하십시오.
•

유자격 유권자의 청원 및

•

예비 선거 접수 수수료( 필요한 경우)
제출처:

•

예비 후보: 하원의원 선거구의 정당 의장

•

기타 모든 후보: 선거관리부.

예비 선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천된 정당 후보의 경우, 자신의 정당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입후보 선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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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서명 확보 및 유자격 유권자의 청원(SBE-506/521) 제출 .
참조: 버지니아 법률 §§ 24.2-505(D), 24.2-506, 24.2-507, 24.2-521, 및 24.2-522.
참조: 1 VAC 20-50-20 및 1 VAC 20-50-30.

예비 후보

주요 정당이 아닌

무소속 후보

당의 후보
서명 확보:
2022년 1월 3일 월요일 –
2022년 4월 7일 목요일.

이 양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명 확보:
2022년 1월 3일 월요일 –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접수 시작일: 2022년 3월

접수 시작일:

21일 낮 12시

2022년 1월 3일.

접수 마감일: 2022년 4월

접수 마감일:
2022년 6월 21일 오후 7시

7일 오후 5시
이 양식을 해당 하원의원

이 양식을 선거관리부에

선거구의 정당 의장에게

제출하십시오.

제출하십시오.

무소속 후보가 처음으로 선거관리부에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입후보
선언서(Declaration of Candidacy)를 첨부해야 합니다.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청원을 두 번 이상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명인 수는 11페이지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무소속 후보의 경우, 청원을 접수한 순서, 즉 무소속 후보가 요구되는 수의 청원
서명을 제출한 시간 순으로 투표용지에 표시됩니다.
접수 시, 접수 마감일 이전에 정정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원할 경우 서면 요청서를 작성해 선거관리부 커미셔너에게
보내십시오. 커미셔너가 귀하에게 연락할 수는 있으나 적시에 응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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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 수가 충분하지 않아 후보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청원 서명과 관련한
이의를 선거관리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격 통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 전에 유자격 유권자의 정확한 서명인 수를 증빙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1 VAC 20-50-30.

청원 관련 기억해야 할 사항:
청원 페이지는...
•

선거관리부에서 사용하는 양식이어야 하며 어떤 식으로든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서한 또는 법률 용지 크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둘 다 선거관리부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

앞면과 뒷면에 한 페이지씩 인쇄됩니다. 필요한 만큼 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

각 유자격 유권자들의 서명, 정자체로 작성된 이름, 그리고 각 주소 및 유권자가
서명한 날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자격 유권자의 사회보장번호 마지막
4자리는 도움이 되지만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청원 배포자는…
•

미국의 합법적인 거주자여야 하며 공증인 앞에서 각 페이지마다 서명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는 될 수 없습니다.

•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의 경우에는 투표권이 회복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자신이 서명한 청원 페이지의 배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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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페이지 제출 시...
•

각 페이지에는 한 지역의 서명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역별로 서명을 추적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해당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

원활한 처리를 위해 지역별 오름차순으로 페이지를 철해서 제출하십시오.

•

미국 하원 예비 선거에 대한 청원을 자신의 정당 하원의원 선거구
의장(Congressional District Chairman)에게 전달하십시오.

•

미국 하원 11월 총선에 대한 청원을 선거관리부에 전달하십시오. 선거관리부는
해당 페이지를 배포된 관할권 내의 지방 총선 등록기관에 발송하여 확인을 받을
것입니다.

청원 서명 확보 시 다음 사항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후보 청원에 서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최소 1,500명의 서명을 모으는 것을 권장합니다.

•

1VAC20-50-20에 청원 서명 및 페이지의 누락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청원에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페이지 또는 서명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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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서명 요구조항

출마하는 공직

서명 자격

필요한 청원 서명인 수

미국 하원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를 원하는

1,000 명의 서명

하원의원 선거구의 유자격 유권자

후보를 사퇴할 수 있습니까?
참조: 버지니아 법률 § 24.2-612.2. ELECT는 후보의 사퇴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ELECT-612.2를 제안합니다.
사퇴한 후보자는 부재자 투표가 시작되기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퇴 통지서를
제출하여 투표용지에서 자신의 이름이 삭제되도록 해야 합니다.
귀하의 지역 투표용지가 인쇄된 후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 투표용지에 귀하의
이름은 나와 있지만 더 이상 후보자가 아닙니다.
서면 사퇴서를해당 총선 등록기관(General Registrar)에 제출하십시오. 서명된
사퇴 통지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투표용지에서 삭제되려면 선거에서 사퇴한다는 의사를 천명하는 서명된 서면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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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에 제3자 ID를 사용하고자 하는 유자격 무소속 후보자.
참조: 버지니아 법률 § 24.2-613.
접수 시작일 2022년 1월 3일.
접수 마감일 2022년 6월 27일 오후 11시 59분
이 표에서 무엇을,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십시오.

1.

제출 서류

제출처

제출 시작일

제출 마감일

주 의장(State Chair)의 서명이 있는 다음

제출처:

2022년 1월 3일

2022년 6월

내용의 서한:

선거관리부.

월요일.

27일 월요일

•

이 그룹은 후보 등록 이전에

오후 11시 59분

적어도 6개월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

이 그룹에는 후보 등록 전 6개월
동안 버지니아주 11개 각
하원의원 선거구에 등록된
유권자로 구성된 주 중앙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이 그룹에는 정당 계획과 조례가
있습니다.

2.

주 의장의 서명과 후보의 서명이 있는

제출처:

2022년 1월 3일

2022년 6월

다음 내용의 서한:

선거관리부.

월요일.

27일 월요일

•

의장은 후보가 정당의

오후 11시 59분

후보자임을 확인합니다.
•

후보자는 정당의 공천을
수락합니다.
선거관리부에 이 서한을 제출합니다. 이 서한의 전자 제출이 허용됩니다
(ea@elections.virginia.gov).
선거관리부는 무소속 후보가 이 정보를 자신의 당의 주 의장에게 전달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에 따라 정당은 적절한 마감 기한까지 선거관리부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를 후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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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운동 재정 계정 및 보고.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는 연방 선거 운동 공개법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연방법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 운동 영수증 및 지출을 등록 및 공개하고 특정 기부금 한도 및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십시오(1050 First Street,
NE, Washington, D.C. 20463, 또는 www.fec.gov).

일반 면책조항
이 후보자 게시판의 전자 버전은 선거관리부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elections.virginia.gov/candidatepac-info/candidate-bulletins/index.html
후보자는 모든 지역, 주 및 연방의 현행 관련 법 및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후보자 게시판은 버지니아 선거 요구조항에 관한 개요만 제공합니다. 이것은 법적 조언이나 공식 정책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진술을 제공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후보 게시판은 버지니아 법률에 나와 있는 선거법을 설명하는 취지입니다. 해당
법률과 규정은 그 내용 및 해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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