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통계조사 개요 
 

질문이 있으신가요? 인구통계조사 핫라인 844-2020-API 에 전화하셔서 영어나 다른 언어로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www.CountUsIn2020.org/hotline 에 방문하십시오. 
 

미국 정부는 10 년마다 인구통계조사를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수를 집계합니다.  

인구통계조사는 귀하의 세대 정보 및 동거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묻는 간단한 설문 

조사입니다.  귀하가 조사에 응답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비밀로 유지됩니다. 
 

인구통계조사는 2020년 1월 알래스카 외곽 지역부터 시작되었으며 대부분의 가구는 2020년 

3월에 응답 초대를 받습니다. 다음 인구통계조사는 2020년 3월에 실시됩니다.  자원의 공정한 

분배 및 이익 대변을위해 귀하의 정보가 집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인구통계조사 집계에 포함되는 것은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게 도움이됩니다. 

•  인구통계조사 데이터는 $1.5조 달러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학교, 도서관, 

식품구입권 및 건강 보험과 같은 주요 국민복지에 할당하는데 활용됩니다.  

• 인구통계조사 데이터는 또한 의회 의석수 배정에 활용됩니다; 귀하의 거주 

지역 인구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의회 의석수가 배정됩니다.  
 

인구통계조사 응답 내용은 비밀로 유지됩니다.         

2020년 인구통계조사는 귀하의 개인 정보를 다른 정부 기관, 이민국 관리들, 또는 일반 

대중과 공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이 유출되는 것은 법으로 강력히 

금지됩니다.  인구통계조사 응답 내용은 통계 목적으로만 활용될수 있습니다.  
 

인구통계조사 참여는 빠르고 간단합니다. 

• 온라인상에서 응답이 가능합니다.  인구통계조사국은 2020년 3월 중반에 설문 조사 

안내 지침을 발송해 드립니다.  공식 인구통계조사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세대 ID를 

입력한 후, 질문에 대답하시면 됩니다.  

• 전화상으로 응답이 가능합니다.   인구통계조사국으로 전화하여 전화상으로 응답 할 수 

있으며, 인구통계조사에 관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http://www.countusin2020.org/hotline


• 온라인상이나 전화상으로 인구통계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인구통계조사국은 

인쇄물로 된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귀하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2020년 5월부터 인구통계조사원이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직접 

가정 방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7월까지는 온라인상이나 전화상으로 설문 조사 

응답이 가능합니다. 
 

일부 언어에 대한 언어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상 설문 조사 및 전화 설문 조사 지원은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한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타갈로그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아이티 크리올어, 포르투갈어 및 일본어로 

제공됩니다. 인구통계조사국은 59개 언어로 비영어권 국가 언어로 된 용어해설집, 언어 식별 

카드 및 안내서를 제작하고 있으며, www.2020census.gov/en/languages.html에서 제공됩니다. 

 

인구통계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CountUsIn2020.org/resources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2020census.gov/en/languages.html
http://www.countusin2020.org/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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