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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입법회 선거위원회 직능별 보궐선거 

보궐선거 지침서 

 

 

2022 입법회 선거위원회 직능별 보궐선거 투표 안내 

보궐선거 

 

 투표 날짜: 2022년 12 월 18 일 (일요일)  

 투표 시간: 오전 9 시부터 오전 11 시 30 분 (교도소에 설치되는 전용 투표소(설치될 시) 및 페니즈베이 

투표소의 투표 시간: 오전 9시부터 오전 10 시 30 분)   

 

후보 추천 기간 

 후보 추천 기간: 2022 년 11월 1 일부터 11 월 14 일 

 후보 추천 문서는 선거 사무처(“REO”) 웹사이트 (www.reo.gov.hk) 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다음의 

장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음: 

o 각 지역 민정사무처  

o 민정자문센터 

o 선거주임 사무실 (13/F, East Wing, Central Government Offices, 2 Tim Mei Avenue, 

Tamar, Hong Kong) 

o 선거사무처 사무실 (10/F, Harbour Centre, 25 Harbour Road, Wan Chai, Hong Kong or 

Unit 2301-03, 23/F, Millennium City 6, 392 Kwun Tong Road, Kwun Tong, Kowloon) 

 

선출 예정 의원 수  

 선거위원회 직능별(“ECC”) 의원 4 명  

 

후보 추천과 입후보 

 

 후보자는 만21세 이상으로 지역 직선 선거구의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입법회 조례»(542장) 

제 39 조에 의하여 선출 자격을 상실하지 않았어야 하고, 후보 추천 전 3 년간 통상적으로 홍콩에서 

거주했어야 하며, 홍콩 영주권자 중 중국공민이어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외 다른 국가에서의 거주권이 

없어야 함. 후보자는 선거위원회(“EC”) 의원이 아니어도 됨. 

 각 후보자는 선거위원회 5 개 분야의 각 분야당 2 명 이상 4 명 이하 선거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전체 

10 명 이상 20 명 이하 선거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야 함.  

 각 선거위원회 위원은 1 명의 후보자만 추천 가능함.  

 

투표 

 각 선거위원회 위원은 추천된 명단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며, 각 투표용지 상 선출 의원 수가 

선출 예정 의원 수와 같아야 유효함. 득표수가 가장 많은 후보자 4 명은 보궐선거에서 당선됨.  

 

투표 자격 

 

 선거위원회 공식 위원 등록부에 기재된 위원만 후보 추천 및 투표가 가능함. 

 

투표 장소 

 

 선거사무처는 선거위원회 직능별 유권자의 투표를 위한 선거위원회 직능별 투표소를 설치할 것임. 

 구금중인 유권자는 교도소 혹은 경찰서에 설치된 전용 투표소에 배정되어 투표를 진행함. 

http://www.reo.gov.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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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위원회는 투표 당일에 격리 조치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페니즈베이 투표소를 설치할 것임. 

 유권자는 투표일 최소 10 일 전에 투표안내카드를 수령해 배정된 지정투표소 관련 정보를 받게 될 것임. 

 모든 투표소에는 특별 지원 필요자(휠체어 사용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자)의 출입을 위한 편리시설이 

갖추어져 있음. 

 유권자가 투표 정보 관련 번역 지원이 필요할 경우, 소수민족지원서비스센터(CHEER)로 전화해 지원 

요청이 가능함. 

 

언어 핫라인 전화번호 

인도네시아어 3755 6811 

힌디어 3755 6877 

네팔어 3755 6822 

펀자브어 3755 6844 

타갈로그어 3755 6855 

타이어 3755 6866 

우르두어 3755 6833 

베트남어 3755 6888 

 

투표 방법 

 

 2022 년 12 월 18 일(일) 투표 시간 내(오전 9 시부터 오전 11 시 30 분) (교도소에 설치되는 전용 

투표소(설치될 시) 및 페니즈베이 투표소의 투표 시간: 오전 9 시부터 오전 10 시 30 분) 홍콩 

신분증(“HKID card”) 원본 또는 지정된 대체서류(자세한 내용은 아래 ‘투표용지 수령을 위해 필요한 

서류’ 참조)를 가지고 투표안내카드 상 지정된 투표소에 방문하여 투표소 직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시하고, 투표소 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지시에 따라 잠시 마스크 벗어야 함. 투표소 직원은 

전자유권자등록부 시스템을 탑재한 태블릿으로 유권자의 홍콩 신분증을 스캔하여 선거위원회 직능별 

유권자 자격을 확인할 것임. 투표소 직원은 유권자의 자격 확인 후 유권자에 투표용지를 발급할 것이며 

전자유권자등록부 시스템도 유권자에 투표용지를 발급한 것을 기록할 것임.  

 유권자는 검정색 펜을 받은 후 즉시 기표소로 이동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해야 함.  

 투표소 직원, 투표용지 및 기표소 내 안내에 따라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작성해야 함.  

 유권자는 투표용지 상 정확히 4 명의 후보를 선택해야 함. 투표소에서 제공한 검정색 펜으로 선택한 

후보자 이름 옆 타원형을 채워야 함.  

 각 기표소는 동 시간 내 한 명의 유권자만 이용 가능. 투표 자율성 및 비밀 유지의 원칙을 기반으로, 

법에 따라 누구도(유권자의 친척 및 친구 포함) 유권자와 동행하거나 유권자의 투표를 협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유권자가 직접 투표용지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투표소 

주임(“PRO”) 또는 보조주임이 투표소 직원 한 명의 입회 하 유권자의 투표 의사에 따라 대신 

작성하도록 요청 가능. 투표용지는 접지 않아야 함. 투표용지 작성 후 투표소에 설치된 광학표시판독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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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선거위원회 직능별 투표용지에서 정확히 4 명의 후보가 선택되었는지 확인 가능함. 투표소 내 

광학표시판독기는 투표용지 상 선택을 기록하지 않을 것임.  

 유권자는 작성된 투표용지를 투표소에서 제공하는 봉투에 넣은 후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투표함에 

넣어야 함.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실수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 동 투표용지를 투표소 

주임에게 반환하여 새로운 투표용지로 교체 요청 가능함.  

 

투표용지 수령을 위해 필요한 서류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유권자는 투표용지 수령 시 본인의 홍콩 신분증 원본 또는 아래와 같은 

대체서류 중의 하나를 제공해야 함: 

o 유효한 홍콩특별행정구 여권의 원본 

o «등록면제증명서»의 원본 

o «홍콩신분증신청영수증»의 원본 

o 유효한 선원 신분증의 원본 

o 유효한 비자 목적용 신분증명서의 원본 

o 경찰에 홍콩신분증 / 등록면제증명서 / 홍콩신분증신청영수증 분실 또는 훼손 신고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속칭 ‘a memo of lost property’) 및 동 유권자의 성함과 사진이 

기재된 유효한 여권*이나 유사한 여행증명서(예: 홍콩특별행정구 이외 여권이나 회향증)의 원본 

        *영국 해외 시민 여권(BNO)은 유효한 여행증명서 및 신분증명서가 아님.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선거 절차) (입법회) 규정» (541D 장) 제50조 참조. 

 

특별 지원 필요 유권자를 위한 대기 줄 

 

 유권자만 투표소 입장 가능 

 공정과 평등의 원칙 하, 유권자는 대기 줄에서 대기한 후 투표소에 입장해 투표해야 함. 투표소 주임은 

투표소에 도착했거나 투표소 내에서 투표하는 어느 유권자가 아래 설명에 부합한다고 간주될 시, 해당 

유권자에게 지정된 장소 또는 지정된 장소 대기 줄의 끝으로 이동하여 투표용지를 수령할 것을 지시할 

것임.  

o 만 70 세 이상* 

o 임산부 

o 아래 설명에 부합하는 자: 질병, 상해, 장애 또는 보행보조기구에 의존해야 함으로 인해 장시간 

대기 줄에서 대기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도 포함 :  

o 투표용지 수령 시 제시한 서류에 출생 월일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출생 연도가 투표일 해당 

연도 기준 70 년 이전인 경우 

o 투표용지 수령 시 제시한 서류에 출생일자는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동 서류에 표기된 출생 

연도가 투표일 해당 연도 기준 70 년 이전으로 표기되어 있고, 출생 월은 투표일 기준 동월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투표소 주임은 상기 유권자가 필요 시 앉아서 휴식 취할 수 있도록 투표소 내 좌석을 설치할 것이며, 

상기 유권자는 휴식을 취한 후 특별 대기 줄에 이동하여 지시에 따라 투표용지 발행 데스크로 이동해 

투표용지를 수령할 수 있음.  



2022 LC ECC By-election - Korean 

 투표 자율성 및 비밀 유지의 원칙으로 관련 법에 따라 누구도(유권자의 친척이나 친구 포함) 유권자와 

동행하거나 유권자의 투표를 협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유권자가 직접 투표용지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투표소 주임 또는 보조주임이 투표소 직원 한 명의 입회 하 유권자의 투표 

의사에 따라 대신 작성하도록 요청이 가능함. 투표소 주임은 상황에 따라 타인이 동행할 필요가 있는 

유권자와 동 동행자가 함께 특별 대기 줄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 행사 가능함. 

 

 

유권자를 위한 주의 사항 

 

 염정공서(ICAC)에 의해 집행되는 선거 조례(《 부패와 위법 행위 》(554 조항))에 따라 유권자는 홍콩 

내에서나 타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 

o 선거 기간 내 공개적인 행위를 통해 타인이 투표하지 않도록 하거나 백지투표나 무효한 투표를 

하도록 선동  

o 의도적으로 타인이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지 

o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후보자나 후보자들에 투표, 또는 투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누군가가 제공하는 이익 (금전, 선물 등 포함), 음식, 음료, 유흥을 요구하거나 수령 

o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후보자나 후보자들에 투표, 또는 투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이익 (금전, 선물 등 포함), 음식, 음료, 유흥 제공 

o 선거에서 투표, 또는 투표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후보자나 후보자들에 투표, 또는 투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무력이나 협박수단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 

o 속임수를 통해 누군가가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나 후보자들에 투표, 또는 투표하지 않도록 

하거나,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도록 하거나 투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지   

o 자신이 투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선거에서 투표 

o 고의로 또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선거사무주임에게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예: 

허위 주소)를 제공하고 선거에서 투표 

 

 다음의 행위들도 투표소에서 금지됨. 

 

o 투표 용지 상 본인의 선택을 보여주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기타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소통하는 것 포함, 다른 유권자와 의사소통 

o 동영상 촬영, 사진 촬영, 녹음, 또는 녹화  

o 다른 유권자에게 본인의 투표 용지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 

- 필요한 경우, 유권자는 법률에 따라 투표소 직원 한 명의 입회 하 투표소 주임이 투표 

용지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 가능함. 

o 투표 중인 다른 유권자 방해 

 

ICAC 는 청렴한 선거 관련 자료(중영문)를 제공하기 위해 부패방지 선거 홈페이지를 설립함. 

www.icac.org.hk/elecions 참고 바람. 

 

투표소와 중앙 개표소에서 COVID-19 에 대응하는 방역 조치  

 

 COVID-19 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사무처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시행할 것임.   

 

투표소 

 

http://www.icac.org.hk/elec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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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선거 의원회 선거구 투표소의 모든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투표 용지 발행 데스크, 투표소 

주임 데스크 등에 투명 칸막이를 설치해 직원과 유권자를 분리하도록 함. 

o 유권자가 소속된 지역구에 따라 5 개의 다른 시간대에 투표하도록 제안할 것임. 

o 유권자, 후보자 및 대리인은 선거 위원회 선거구의 투표소에 입장하기 전에 본인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 출입구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을 닦아야 함. 

o 유권자, 후보자 및 대리인이 투표소에 도착해 체온을 측정할 수 있도록 모든 투표소에 전자 체온계가 

설치될 것임. 

o 모든 투표소 직원은 투표 당일 아침에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하고 음성 결과를 받은 

후에 투표소에 출입해 근무할 수 있음. 발열 또는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거나 갑작스런 미각/후각 상실 

증상이 있는 투표소 직원은 선거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발열 또는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거나 

갑작스런 미각/후각 상실 증상이 있는 후보자/대리인은 투표소에 들어올 수 없으나, 후보자는 다른 

대리인을 지명해 투표를 관찰하도록 할 수 있음.  

o 발열 또는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거나 갑작스런 미각/후각 상실 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투표소내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하도록 배치될 것임. 

o 유권자에게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권고하는 피켓과 안내판이 투표소에 게시될 것임. 

 

중앙 개표소1 

 

o 중앙 개표소의 모든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체온을 측정해야 함. 중앙 개표소 내 등록과 및 

문의 데스크에도 호흡기 비말 전파 차단용 투명 보호 스크린이 설치될 것임. 또한, 선거 사무처는 대중 

좌석에 상한을 두는 것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엄격하게 시행할 것임. 

o 특별히 의료 면제 증명서를 가지고 있거나 기타 다른 면제를 받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중앙 개표소에 들어가거나 머무는 모든 사람들은 (선거의원회 

의원들도 포함) 적어도 3 번의 Covid-19 백신의 접종을 완료해야만 하고 관련된 

“백신 패스”에 준수해야한다. 

o 모든 개표인원은 투표 당일 아침에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하고 

음성 결과를 받은 후에 개표소에 출입해 근무할 수 있음. 발열 또는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거나 갑작스런 미각/후각 상실 증상이 있는 개표소 직원은 개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o 후보자, 대리인, 언론 및 대중들이 중앙 개표소에 도착해 체온을 측정할 수 있도록 중앙 개표소에 전자 

체온계가 설치될 것임. 발열 또는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거나 갑작스런 미각/후각 상실 증상이 있는 

어느 누구라도 (후보자와 대리인 포함) 중앙 개표소에 출입할 수 없음. 만일 후보자나 대리인이 발열 

또는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거나 갑작스런 미각/후각 상실 증상이 있다면 후보자는 다른 대리인을 

지명해 개표를 관찰하도록 할 수 있음. 

o 중앙 개표소 내부에는 손 소독제가 제공될 것임. 

o 선거사무처는 중앙 개표소 개방 전, 중앙 개표소 내의 비금속 가구 표면 (예: 개표 데스크, 안내 데스크 

의자 등)을 희석된 표백제를 사용하여 소독하기 위해 현장인원을 파견할 것임. 

 
1관련 안전 조치들은 미디어 센터에도 적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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