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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조사란?

미국헌법은 연방정부가 국가에 살고 있는 모든 개인의 계수를 적어도 
10년에 1회씩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계수, 또는 인구조사는 
나이 또는 이민자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을 포함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 인구조사를 2020년 3월 중순에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인구조사에 응답해야 하는 이유는?

문구:

모든 개인이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와 함께 인구조사에 응답하는 것은 
몹시 중요합니다. 정확한 인구조사 데이터는 일상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예시적으로:

• 인구조사 데이터는 의회에 각 주가 받는 대표자 수와 주 및 지방 
정부에 각 지역사회가 받는 대표자 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귀하는 공정한 대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인구조사 데이터는 지역사회가 헬스케어, 주택, 교육 및 교통을 
위해 받는 연방 자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귀하의 지역사회는 학교, 병원 및 고속도로를 위해 꼭 필요한 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개인 및 비즈니스는 지방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인구조사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사용합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귀하의 지역사회는 경제 기회를 잃게 됩니다.

또한 모든 개인은 법률에 따라 인구조사에 최대한 정확한 응답을 
제공해야 합니다.

인구조사에 포함된 질문은?  

인구조사 질문사항은 가구 내 각 개인의 기본 정보만을 요구합니다. 
여기엔 각 개인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인종, 가구 타 구성원과의 관계 
및 해당 개인이 히스패닉 기원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됩니다. 
인구조사 질문사항은 또한 각 가구에 대해 적어도 하나의 전화번호를 
요구합니다. 

인구조사에 시민권 또는 이민자 신분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인구조사 질문사항에는 가구 내 개인의 시민권 또는 이민자 
신분에 대한 어떠한 질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U.S. Census Bureau가 절대 묻지 않을 질문 몇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정보 중 어떤 것이든 제공하도록 요구를 받으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귀하의 사회보장번호
• 돈 또는 기부
• 귀하의 은행 또는 신용카드 계좌번호
• 귀하 어머니의 결혼 전 성
• 비밀번호
• 귀하의 지지 정당 또는 후보자 

또한 U.S. Census Bureau는 결코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을 
체포한다거나 귀하가 받는 혜택을 중단한다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인구조사 응답 방법은?

3월 중순에 U.S. Census Bureau는 미국의 모든 집, 아파트 또는 
기타 거주지에 우편엽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이 문서는 인구조사를 
온라인으로 응답하거나 서면 설문조사를 요청하기 위한 지시사항을 
제공하게 됩니다. 대안으로, 누구든 인구조사에 전화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응답하는 자세한 사항은 Census Bureau 웹사이트 주소, 
2020census.gov를 방문하십시오.  

제 응답은 기밀로 유지되나요?

그렇습니다. 인구조사의 모든 응답은 기밀이며 연방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인구조사 동안 수집한 어떠한 개인의 정보라도 공개하는 
Census Bureau 고용인은 5년의 징역 또는 $250,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엔 Census Bureau 공무원 및 계수인이 
포함됩니다.

연방법은 또한 법원 또는 기타 연방 및 주 기관으로의 공개를 금하고 
있습니다. 분명코 DHS, ICE, FBI, CIA 또는 주 또는 지방 경찰을 
포함한 어떠한 법집행 기관도 귀하께서 Census Bureau와 공유하는 
개인정보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Census Bureau는 기밀성을 중대하게 
다루며, 각 개인의 데이터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중요 보안 프로그램을 
적용해 왔습니다.  

인구조사에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0년 5월을 기점으로 Census Bureau는 인구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각 가구에 계수인을 보낼 것입니다. 이 계수인들은 질문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만을 수집하게 될 Census Bureau 고용자입니다. 
인구조사 방문의 진위성을 확인하려면 본 발행물의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방문자가 Census Bureau 직원임을 확인하려면:

Census National Processing Center 전화, (800) 923-8282번 또는 
New York Regional Census Office 전화, (800) 262-4236번으로 
연락하십시오.

사칭하는 사람을 주의하십시오 — Census Bureau 현장 담당자는 ID 
배지(이름, 사진, Department of Commerce 워터마크 및 유효일 
기재)를 보일 것이며; 설문조사 수행을 위해 Census Bureau 로고가 
있는 공식 가방이나 랩탑을 들고 있을 것이며 귀하에게 방문 이유를 
명시한 공식 양식으로 된 서신을 제공할 것입니다.

인구조사 우편:

진짜처럼 보이는 우편을 주의하십시오 - 대부분의 인구조사 및 
설문조사 관련 자료는 Census Bureau의 National Processing 
Center 주소, 1201 East 10th St. in Jeffersonville, IN에서 발송되어 
환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위성 확인을 위해 위에 게시된 Census National Processing 
Center로 연락하십시오. 절대 귀하께서 수신한 서식에 제공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지 마십시오. 

인구조사 설문조사/전화통화 

10년에 한 번 진행하는 인구 계수와 더불어, Census Bureau는 매년 
130개의 설문조사를 수행합니다.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공식 Census 
고용자는 자신과 설문조사의 명칭을 밝힙니다. 만약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이들은 귀하의 설문조사 관련 케이스 ID와 함께 메시지를 
남길 것입니다. 

사기에 주의하십시오. 발신자가 귀하께 제공한 전화번호로 전화하지 
마십시오. 발신자 ID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사기꾼들은 전화가 정부 
또는 Census Bureau로부터 온 것처럼 보이도록 도용한 발신자 ID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U.S. Census Bureau 주소, 
2020census.gov으로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