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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입법회 보궐선거 개요 

 

투표일 및 시간 

 투표일: 2018 년 3 월 11 일 (일요일) 

 투표 시간: 오전 7 시 30 분 – 오후 10 시 30 분 

당선자 수 

 홍콩 섬, 서 구룡, 신계 동부 지역 선거구에서 각각 한 명 

 건축, 측량, 계획, 조경 직능 선거구에서 한 명 

후보 지명 기간 

 후보 지명 기간: 2018 년 1 월 16 일 - 29 일 

 홍콩 완차이 하버로드 25 하버센터 10 층, 또는 구룡 쿤통 쿤통로드 

392 밀레니엄시 6 23 층 유닛 2301-03 에 위치한 구청 사무실, 선거 

관리위원 사무실, 등록 및 선거 사무소(“REO”)에 지명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양식은 REO 웹사이트(www.reo.gov.hk) 

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 준비 

 2017 최종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홍콩 섬, 서구룡, 

신계 동부 지역 선거구와 건축, 측량, 계획, 조경 직능 선거구에 

등록된 선거인들은 보궐선거에서 자신의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각 선거인은 지정 투표소에 배정됩니다. 

 지정된 투표소가 표시된 선거 안내 용지가 투표 일 10 일전 각 

선거인들에게 발송됩니다. 

 배정된 투표소가 휠체어 사용자나 이동에 어려움을 가진 

선거인들이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곳인지가 선거 안내 용지에 

첨부된 지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나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선거인들과 지정된 투표소에 쉽게 갈 수 없는 

http://www.reo.gov.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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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들은 휠체어 사용자나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선거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별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2018 년 3 월 6 일 (화요일)까지 팩스 (2891 1180), 이메일 

(reoenq@reo.gov.hk), 전화 (2891 1001), 또는 우편(홍콩 완차이 

하버로드 25 하버센터 10 층, 등록 및 선거 사무소)으로 REO 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표 방법 

 홍콩 신분증 원본이나 명시된 기타 대체 문서를 지참하고 투표소에 

가서 투표 관리원에게 해당 문서를 제시합니다. 명시된 대체 문서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17 년 12 월 1 일 이후에 REO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에 따라 한 장 또는 두 장의 투표용지와 “"(체크) 도장이 있는 

보드지를 받습니다. 지역 선거구 투표용지는 투표 진행원이 미리 

접어 놓았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에 표시할 때에는 반드시 

제공된 도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후보자 이름 맞은 편 동그라미 안에 

““(체크)를 찍을 때에는 반드시 카드 보드지에 달려 있는 도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각 투표 용지에는 각 후보자 한 명에게만 

투표해야 합니다. 투표 용지에 도장을 찍을 때 실수를 하거나 

일부러 투표 용지를 못쓰게 만든 경우, 현장에 있는 선거 

관리원에게 투표 용지를 반납하고 새 투표 용지로 교환 받으십시오. 

 투표 용지에 표기한 후: 

(a) 지역 선거구 선거인은 선거 관리원이 사전에 접었던 대로 투표 

용지를 한 번 접어서 파란색 투표함에 넣기 전에 ""(체크) 

표기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합니다.  

(b) 건축, 측량, 계획 및 조경 직능 선거구 선거인은 투표 용지를 

접으면 안됩니다. 투표 용지 앞면을 아래 쪽으로 향하게 하여 

빨간색 투표함에 넣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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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선거 

반부패 독립 위원회가 제정한 선거(부패 및 불법 행위) 조례(Cap. 554)에 

의거하여 선거인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도록, 또는 특정 후보자를 찍거나 찍지 

않는 대가로, 누구로부터든 어떠한 이익(금전, 선물 등을 포함하여), 

식사, 술, 접대를 요청하거나 수락하는 행위;  

 타인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무력이나 협박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투표 자격이 되지 않음을 알고도 투표하는 행위; 또는 선거 사무소 

직원에게 의도적으로 무모하게 거짓 또는 허위 정보(예. 허위 

주소)를 제공하고 투표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