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 게시판 
2022년 선거 일정  

2022년 6월 21일 예비 선거 및  

2022년 11월 8일 총선 및 보궐 선거 

 2021년 12월 1일 개정 

 
 



2022 년 6 월 및 11 월 정당 게시판 1 페이지 

 

 2021년 12월 1일 개정 

선거 일정  

선거 유형 유권자 등록 마감일 부재자 신청 마감일 

예비 선거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 직접: 오후 5시 

• 온라인: 오후 11시 59분 

• 온라인, 팩스, 우편:  

2022년 6월 10일 금요일 오후 5시 

• 직접:  

2022년 6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 

총선 및 보궐 선거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 직접: 오후 5시 

• 온라인: 오후 11시 59분 

• 온라인, 팩스, 우편:  

2019년 10월 28일 금요일 오후 5시 

• 직접:  

2019년 11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 

 
 
 

 

 

 

 

 

 

 

 

 

 

   



2022 년 6 월 및 11 월 정당 게시판 2 페이지 

 

 2021년 12월 1일 개정 

정당은 무엇을, 어디에, 언제 제출합니까? 

제출 서류 제출처 제출 시작일 제출 마감일 

주, 입법 선거구, 

카운티 및 시 정당 

의장의 연락 정보 

제출처: 선거관리부. 
토요일, 

2022년 1월 1일 

연락 정보는 정기적으로 

선거관리부에 업데이트되어야 함. 

관련 법률: 버지니아 법률 § 24.2-516   

정당 지명 통지 

방법 
제출처: 선거관리부. 

수요일, 

2022년 2월 16일 
2022년 3월 8일 화요일 

관련 법률: 버지니아 법률 § 24.2- 516   

정당 예비 후보 

증명서 

• 주, 의회 및 총회 후보: 

선거관리부 제출 

• 기타 모든 후보: 선거관리부 및 

투표용지에 후보가 표시되는 각 

지역의 총선 등록기관.  

2022년 4월 7일 

목요일 오후 5시 

1분(예비 접수 

마감 후)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관련 법률: 버지니아 법률 § 24.2-527   

알림: 비예비 후보 지명 마감일: 

지명은 2022년 5월 

5일 목요일에 

시작할 수 있음 

지명은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까지 완료되어야 함 

관련 법률: 버지니아 법률 § 24.2-510   

정당 비예비 후보 

증명서 

• 주, 의회, 총회 및 공동 헌법적 

공직 후보: 선거관리부에 제출 

• 기타 모든 후보: 선거관리부 및 

투표용지에 후보가 표시되는 각 

지역의 총선 등록기관. 

정당이 후보를 

지명한 후, 하지만 

2022년 5월 5일 

목요일 이후. 

• 11월 정기 선거: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 총선과 동시에 실시되는 보궐 

선거: 

o 공석 후 첫 번째 11월 선거: 

2022년 9월 9일 금요일 

o 공석 후 2번째 11월 선거: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관련 법률: 버지니아 법률 § 24.2-511   

 

 

https://law.lis.virginia.gov/vacode/title24.2/chapter5/section24.2-516/
https://fs28.formsite.com/vaelect/ELECT516/index.html
https://fs28.formsite.com/vaelect/ELECT516/index.html
https://fs28.formsite.com/vaelect/ELECT516/index.html
https://law.lis.virginia.gov/vacode/title24.2/chapter5/section24.2-516/
https://www.elections.virginia.gov/FormsWarehouse/Files/Campaign%20Finance/2018/Candidates/ELECT-527%20Party%20Certification%20of%20Primary%20Candidates%20rev%2012-22-17.pdf
https://www.elections.virginia.gov/FormsWarehouse/Files/Campaign%20Finance/2018/Candidates/ELECT-527%20Party%20Certification%20of%20Primary%20Candidates%20rev%2012-22-17.pdf
https://www.elections.virginia.gov/FormsWarehouse/Files/Campaign%20Finance/2018/Candidates/ELECT-527%20Party%20Certification%20of%20Primary%20Candidates%20rev%2012-22-17.pdf
https://law.lis.virginia.gov/vacode/title24.2/chapter5/section24.2-527/
https://law.lis.virginia.gov/vacode/title24.2/chapter5/section24.2-510/
https://www.elections.virginia.gov/FormsWarehouse/Files/Campaign%20Finance/2018/Candidates/ELECT-511%20Party%20Certification%20of%20Non-Primary%20Candidate%20rev%201-9-18.pdf
https://www.elections.virginia.gov/FormsWarehouse/Files/Campaign%20Finance/2018/Candidates/ELECT-511%20Party%20Certification%20of%20Non-Primary%20Candidate%20rev%201-9-18.pdf
https://www.elections.virginia.gov/FormsWarehouse/Files/Campaign%20Finance/2018/Candidates/ELECT-511%20Party%20Certification%20of%20Non-Primary%20Candidate%20rev%201-9-18.pdf
https://law.lis.virginia.gov/vacode/title24.2/chapter5/section24.2-511/


2022 년 6 월 및 11 월 정당 게시판 3 페이지 

 

 2021년 12월 1일 개정 

일반 면책조항 

정당은 모든 현행 및 해당 규정 및 지역, 주, 연방 법률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문서는 다음 선거 연도 전체에 걸쳐 

선거관리부(Department of Elections) 또는 총선 등록기관(General Registrar)에 제출해야 할 특정 서류와 정보에 대한 간결한 

개요를 정당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문서는 법적 조언이나 공식 정책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진술을 제공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해당 법률과 규정은 그 내용 및 해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역 선거법 및 규정에 관한 안내와 정보에 대해 

법적 대리인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