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니

모든

동이 포함됩
아

2

02

0년 도 센 서

스

2020년도 센서스
미국의 헌법은 매 10년마다
체류신분에 관계 없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에 제출된 정보는
엄격히 비밀이 보장되며,
여러분이 한 응답들은 다른
어떤 정부 기관과도 공유되지
않습니다.
센서스국은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나?
• 각 주의 연방 의원 수를
결정하는데 사용합니다.
• 막대한 연방 정부 자원을
해마다 어떻게 배분할지를
결정하는데 사용합니다.
• 여러분 커뮤니티의 교육, 보건
및 사회 보장 프로그램 자금을
제공하는데 사용합니다.
• 여러분 커뮤니티 내 유아 보육
및 미취학 아동 대상 프로그램
지원 자금을 늘리는데
사용합니다.

어려운 점
• 라틴계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늘 실제보다
적게 집계됩니다.
• 0~5세 아동들도 센서스에서
흔히 누락됩니다.
• 각 커뮤니티에는 누락된
사람 1인당 보건 및 후생
프로그램에서만 연간 1,091
달러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합니다 (Reamer, 2018).

왜 센서스에 참여해야 하나?
• 여러분 커뮤니티의 영유아
보육과 취학 전 프로그램을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해
2020년도 센서스에
참여하십시오.
• 여러분 커뮤니티가 교육,
보건과 사회 보장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사업체들은 센서스를
이용하여 어디에 매장을
열고 투자할 지를
결정하므로 센서스 자료는
각 지역의 일자리로
연결됩니다.

실행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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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센서스 양식을 받자마자
작성하십시오.

만일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십시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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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아동을 포함하여
당신과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을
보고하십시오.

센서스 담당 직원에게
협조하십시오.

3
센서스 참여의 중요성에
관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 하십시오.

직원의 방문 시 집에들이기
전에 먼저 신분 확인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우면로스앤젤레
스 지역
사무소(1-800-992-3530)로
전화해 확인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근무시간:
월~금요일 오전 8시~오후
4시30분)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캘리포니아 센서스
https://census.ca.gov/
NALEO(전국 라틴계 선출직 공직자 협회)
http://www.naleo.org/census
로스앤젤레스 지역 센서스 사무실
로스앤젤레스 지역 사무실은 현재 서비스 지역
안에서의 모든 자료 수집, 자료 배포 및 지리적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문의 및 확인을
위한 로스앤젤레스 지역 사무소 전화 번호는
1-800-992-3530입니다.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부시간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30
분까지입니다.

“우리 아기는 얼마 전에
태어나 1살도 안 됐는데도
센서스 양식에 보고해야
할까요?”
네, 한 가구 내의 아기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나이는 0
세로 보고하십시오).
“저는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막 캘리포니아로
이사했는데 저희도 센서스에
참여해야 하나요?”
네, 아이들을 포함하여
미국에 사는 사람은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집은 어른이 5명,
아이가 4명이 사는데 센서스
용지에 모두 적을 만큼 칸이
넉넉할까요?”
6명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또 다른 6명에 관해서는
간단하게 정보를 쓰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조부모로
손주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센서스 양식에 손주들도
보고해야 할까요?”
네, 함께 사는 아이들은
자신과 가족 관계가
아니어도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제 친구와 그 가족도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저는
그들도 센서스에 보고해야
할까요?”
네, 귀하와 함께 사는 사람은
가족 관계가 아니어도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제 아이는 일정 기간은 저와,
나머지는 다른부모와 함께
삽니다. 그 아이는 어느 쪽에
보고해야합니까?
아이가 주로 거주하고 잠을
자는 쪽에 보고돼야 합니다.
양쪽 집에 똑같은 시간을
머문다면 어느 쪽에
보고할지 부모가 결정해야
합니다.

센서스 현장 파견 직원
연방 센서스 국의 현장 파견 직원이확실한지
식별하는 요령이 몇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방문할 때 이 직원들은 반드시 아래와
같이 해야 합니다.
• 현장 파견 직원의 사진, 연방 상무부의
직인 워터마크와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 확인을 요청하면 자신의 상사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정보 및 지역 사무소 전화번호를
제공합니다.
• 연방 센서스국 공용 편지지에 작성된
센서스 국장의 편지를 제공합니다.
• 센서스 국의 로고가 찍힌 가방이나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후원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