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주민투표안
인구조사 결과가 지연될 경우 선거구
재획정 일정을 변경하기 위한 헌법 수정안

네

연방 인구조사 결과가 지연될 경우 새 선거구 획정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 주
헌법을 수정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인구조사 자료 집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가 인구조사 결과를 적시에 받지 못할 경우 1로 끝나는 해에 실시될 주의회
선거에 맞춰 새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수정안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 일정을 변경하면 그 해에 기존의 선거구에서
의원들이 2년 임기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새 선거구는 주의회 의원 선출을 위해
다음으로 예정된 본선거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해석 설명

아니오

이 헌법 수정안은 연방 인구조사 결과가 지연될 경우 새 선거구 획정 일정을
변경하게 됩니다.
미국 헌법에 따라10년마다 미국의 인구 수를 집계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인구조사 결과는 주민들이 선출된 공무원들을 통해 동등한
대의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인구조사 자료 집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주에 결과 전달도 지연될 수 있고 새 선거구 획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 헌법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10년마다 연방 인구조사가 완료된 후에 새
선거구를 획정해야 합니다. 인구조사 결과가 지연되는 경우 선거 일정에 맞춰 새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헌법 수정안은 주지사가 1로 끝나는 해의 2월 15일 이후에 연방 인구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위원회가 새 선거구 획정을 연기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11월 본선거 후에 그리고 2로 끝나는 해의 3월 1일 이전에 새 선거구를
확정할 것입니다.
새 선거구는 3으로 끝나는 해의 의회 선거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연방 인구조사 후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시 새 선거구를 획정할 때까지
적용됩니다.
1로 끝나는 해에 실시되는 6월 예비선거와 11월 본선거에서는 상원의원 및
주의회 의원이 기존의 선거구에서 출마해 2년 임기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2로
끝나는 해에 다른 의회 선거가 실시될 경우에도 기존의 선거구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 수정안은 주지사가 인구조사 결과를 받으면 위원회가 업무를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11번째 위원은 주지사가 인구조사 결과를 받은 후 한달
안에 뉴저지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수정안은 인구조사가 실시된 해의 11월 15일이나 그 이전에 주 헌법 제4조
3절 1항에 의거하여 주 정당 의장들이 임명하고 그 해의 12월 1일이나 그 이전에 주
국무장관이 인증한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변경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