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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매 10년마다 헌법에 따라 

Census(센서스)라고 하는 인구 조사를 통해 

인구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해당 인구 조사는 

1790년 이래로 매 10년에 한 번씩 시행되어 

왔습니다. 2020년 Census는 연령, 인종, 민족, 

시민권 및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일은 정부가 

인구 조사 데이터를 다음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 각 주에 할당될 미 하원의 의석 수 결정. 필요에 

따라 연방, 주 및 지방의 입법 지구 변경  

• 학교, 보건, 도로, 직업 훈련 등과 같은 서비스와 

인프라를 위해 주 및 지방에 연간 연방 

기금으로 1.5조 달러 이상을 배당  

• 비상 사태 준비 및 대응, 보조금 및 대출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필요 평가 및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는 연구 수행 

왜 참여해야 할까요? 
정확하게 인구 수가 집계되지 않은 지역 사회는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은 

과소 집계의 위험성이 심각한 주 중 하나입니다. 

과소 집계는 일부의 사람들에게 특히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구 조사국은 유색 인종, 

이민자, 빈곤층 또는 임시 주택에 거주하거나, 어린 

자녀가 있거나, 영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가 

집계가 어려운 커뮤니티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CUNY Center for Urban 

Research(큐니 도시 연구 센터)는 뉴욕 주 

전역에서 36% 이상의 인구가 집계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해당 지역은 

응답률이 낮으며, 저조한 집계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뉴욕 주는 모든 뉴욕 주민을 집계하기 위해 홍보 

활동에 7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집계가 

어려운 지역은 뉴욕 시에 많이 있으므로, 뉴욕 시 

또한 지원 활동을 위해 4천만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뉴욕 주와 뉴욕 시의 이러한 노력은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지역 사회 단체들과의 협력을 

포함합니다. 주요 협력 단체에는 Catholic Charities 

of New York(뉴욕 카톨릭 자선 단체), Chinese-

American Planning Council(중미 기획 위원회), 

Hispanic Federation(히스패닉 연합), Jewish 

Community Relations Council of New York(뉴욕 

유대인 공동체 관계 협의회),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유색 인종 

지위 향상 협회), 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뉴욕 이민자 연맹), 그리고 Rural and 

Migrant Ministry(농촌 이민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보는 보호됩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법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며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인구 조사국은 사법 기관, 

지주, 그리고 국세청 또는 국토안보부와 같은 정부 

기관(또는 이민 및 관세 집행에 관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을 포함한 그 누구와도 여러분의 식별 

정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참여 방법 
2020년 3월, 대부분의 가구는 온라인, 전화 또는 

우편으로(모든 가구가 종이 설문지를 받지는 않음) 

인구 조사 작성법에 대한 지침을 받게 됩니다. 종이 

설문지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여러분은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해 영어 외의 12개 언어로 

조사에 응답할 수 있으며, 지원 안내는 60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인구 조사관은 최초 공지에 답하지 

않은 가구를 방문할 것입니다. 

인구 조사에 참여하고 주변 사람들도 참여하게 

장려하십시오. 친구, 가족, 이웃에게 이 설문 조사 

참여가 얼마나 쉽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 

주십시오. 이 기회는 10년에 한 번 뿐이며 그 

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2020census.gov를 

방문하거나, 800-923-8282로 전화하거나, 

@uscensusbureau를 팔로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ensus 2020: 여러분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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