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선거일정
공표일: 2018년 3월 13일
연방 예비선거
6월26일
주/지역구 예비선거
9월 13일*

총선거를 위한 주/지역구
유권자 등록
10월12일 우편 등록: 총선거를 위해서 신청서에
우편소인이 찍혀야할 마지막 날짜이며,선관위가
접수해야할 마감일은 10월 17일 입니다.
§5-210(3)
10월12일 직접 등록: 총선거에 투표할 자격을 얻기위해
선관위가 반드시 신청서를 접수해야할 마감일
입니다. 만일 군에서 명예 제대를 했거나 10월
12일 이후에 미국 귀화 시민이됐다면 10월 27일
까지 직접 선관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210, 5-211, 5-212
10월17일 주소 변경: 이날짜까지 접수된것은 반드시
처리되야 합니다. §5-208(3)
10월12일 정당 가입 변경: 정당 변경 마감일 입니다.
§5-304(3)

(*2018년 법 3장에 의거하여)

***부재자 투표***
연방 예비선거를 위한 부재자 투표
6월19일

총 선거
11월 6일
연방 선거 -유권자 등록
연방 예비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
6월 1일
6월 6일
6월 1일

6월 6일

연방예비선거를 위한 우편 등록: 등록신청서에
우편소인이 찍혀야할 마지막 날짜이며, 선관위가
접수해야할 마감일은 6월6일 입니다 . §5-210(3)

6월25일

7월3일
6월26일

주소 변경: 연방예비선거를 위해서
이날짜까지 접수된것은 반드시 처리되야
합니다. §5-208(3)
§5-208(3)

주/지역구 예비선거를 위한 우편 등록:
등록신청서에 우편소인이 찍혀야할 마지막
날짜이며, 선관위가 접수해야할 마감일은
8월24일 입니다. . §5-210(3)

8월 19일

주/지역구 예비선거를 위한 직접등록:
예비선거에 투표할 자격을 얻기위해 반드시
선관위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해야할 마감일
입니다.§5-210, 5-211, 5-212

8월 24일

주소 변경 주/지역구 예비선거를 위해서
이날짜까지 접수된것은 반드시 처리되야
합니다.
§5-208(3)

§§5-210, 5-211, 5-212

합니다.§8-412(1)

9월6일

주/지역구 예비선거 투표용지를 위한 등록 신청서에
우편소인이 찍혀야할 마감일 입니다. §8-400(2)(c)

9월12일

주/지역구 예비선거 투표용지를 직접 신청할수 있는
마감일 입니다.§8-400(2)(c)
주/지역구 투표용지에 우편소인이 찍혀야할
마감일 입니다. 카운티 보드가 9월20일까지

9월12일

9월13일

예비선거를 위한
주/지역구 군/ 특수 연방 유권자
8월12일
8월20일

9월6일

9월12일

9월12일

연방 예비선거를 위한 군/특수 연방 유권자
5월12일

6월1일

6월19일

6월25일

군/특수 연방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보내야 할
날짜입니다. (5/12 토요일) §10-108(1) §11204(4)
선관위가 예비선거를 위한 군/특수 연방 신규
유권자들의 투표용지 신청서를 접수하는 마감일
입니다. §10-106(5) §11-202
선관위가 예비선거를 위한 등록된 군/특수연방
유권자들의 투표용지 신청서를 접수하는 마감일
입니다. §10-106(5) §11-204(4)
§10-106(5)
등록된 유권자가 예비선거를 위해 군 투표용지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마감일 입니다. §10-106(5)

6월25일
7월3일

예비선거를 위한 군/특수 연방 유권자들의
투표용지에 우편소인이 찍혀야 할 마감일이며
선관위가 반드시 접수해야 할 마감일은 7월3일
입니다. §10-114(1) & §11-212

접수해야 합니다.§8-412(1)
주/지역구 예비선거 투표용지를 카운티 보드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마감일 입니다. 투표소
폐장전까지§8-412(1)

카운티 보드에 연방 예비선거 투표용지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마감일 입니다. 투표소
폐장전까지§8-412(1)

연방예비선거를 위한 직접 등록: 예비선거에
투표할 자격을 얻기위해 반드시 선관위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해야할 마감일 입니다.
§§5-210, 5-211, 5-212

***유권자 등록***
예비선거를 위한 주/지역구
유권자등록
8월 19일

6월25일

연방예비선거 투표용지를 위한 등록 신청서에
우편소인이 찍혀야할 마감일 입니다. §8-400(2)(c)
연방예비선거 투표용지를 직접 신청할수 있는
마감일 입니다.§8-400(2)(c)
투표용지에 우편소인이 찍혀야할 마감일
입니다. 카운티 보드가 7월3일까지 접수해야

***부재자 투표***
예비선거를 위한 주/지역구
부재자 투표

군/특수 연방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보내야 할
날짜입니다. §10-108(1)
선관위가 주/지역구 예비선거를 위한 군 신규
유권자들의 투표용지 신청서를 접수하는 마감일
입니다. §10-106(5)
선관위가 주/지역구 예비선거를 위한 등록된 군
유권자들의 투표용지 신청서를 접수하는 마감일
입니다. §10-106(5)
§10-106(5)
등록된 유권자가 주/지역구가 예비선거를 위해 군
투표용지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마감일 입니다.
§10-106(5)
주/지역구 예비선거를 위한 군 투표용지에
우편소인이 찍혀야 할 마감일이며 선관위가 반드시
접수해야 할 마감일은 9월 20일 입니다.
§10-114(1)

총선거를 위한 부재자 투표
10월30일 총선거를 위한 등록 신청서 나 투표용지 신청
서신에 우편소인이 찍혀야 할 마감일 입니다.
§8-400(2)(c)
11월5일
11월5일

11월6일

총선거 투표용지를 직접 신청 할수 있는 마감일
입니다.§8-400(2)(c)
총선거 투표용지에 우편소인이 찍혀야 할 마감일
입니다. 카운티 보드가 11월13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8-412(1)
카운티 보드에 총선거 투표용지를 직접 전달 할수
있는 마감일 입니다. 선거일 투표소 폐장전까지.
§8-412(1)

총선거를 위한 군/특수 연방 유권자
9월22일
10월5일
10월12일

10월27일

10월30일

10월30일

11월5일
11월5일

군/특수 연방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보내야 할
날짜입니다. §10-108(1) §11-204(4)
연방 법원 명령에 의거하여 주/ 지역구 사무실이 군
유권자의 부재자 투표용지를 보내야할 날짜입니다.
선관위가 특수 연방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서를 신규
유권자들로 부터 접수하는 마감일 입니다.
§11-202(1)
선관위가 군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서를 신규
유권자들로 부터 접수하는 마감일 입니다.
§10-106(5)
선관위가 군 부재자 신청서를 등록된
유권자들로 부터 우편으로 접수하는 마감일
입니다. §10-106(5)
선관위가 특수 연방 부재자 신청서를 등록된
유권자들로 부터 접수하는 마감일 입니다.
§11-204(4)
등록된 유권자가 직접 군 투표 용지를
신청할수 있는 마감일 입니다. §10-106(5)
군/특수 연방 투표용지에 우편소인이 찍혀야 할
마감일이며 11월 19일은 선관위가 반드시
투표용지를 접수해야 할 마감일 입니다.
§10-114(1) & 1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