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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인구조사



인구조사의 기본 사항들

Census 101



인구조사란 ?

인구조사는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것으로  헌법규정사항입니다

인종, 종교,신분적, 경제적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매 10년마다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누가 포함되어야 하나요 ? 

미국에 사는 모든사람들이 포함됨 ! 
2020년 4월1일에 살고 있는 곳에서 포함되어야함  (가구세대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든지 , 아니든지 ) 

포함되어야 할 사람들:

● 아기들과 어린이들 
● 위탁되어 있는 사람들
● 죄수들 
● 서류미비된 이민자들 
● 대학생들
● 양로원에 사는 분들



인구조사로 결정되는 것은 무엇인가?

$800 Billion 
연방정부의 
자금배분 
매년마다

WIC

저소득층 주택 제공

Head Start 안정된 수입
  

건강보험

교실크기

병원의 침대수

영양보조 프로그램

한국어 투표용지  

  안정된 식량 공급 
     

Americorps

무료 학교 급식



인구조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정치적 대표성
 

인구조사의 통계는

● 각 주의 인구숫자에 따라 

연방하원의원 의석 배분

● 연방의원석과 입법지역구 재조정



인구조사는 언제 하는가?

*인구조사요원이  귀하의 
가정방문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 
꼭 자가응답해야합니다 .

March 12, 2020 – 자가응답 우편물 발송                                  
April 1, 2020 – 인구조사의 날 Census Day
April 2020 –   일시적, 그룹 거주지 인구조사  
                  (호텔, 대학교들, 캠핑장, 보소호) 

May 2020 – 인구조사요원이 미응답 세대 가정방문하여  
                 개인 인터뷰 시작 
July 2020 – 자가응답과 미응답세대 방문 끝마침 
                         

December 2020 – 의회와 백악관에 공식 인구조사 결과 보고
                             



인구조사에 응답방법은?

자가응답 : 첫번째 우편물이 3월12부터 발송
● 인터넷 응답 3월12일 -7월
● 전화로 응답 3월 12일 -7월

● 4월8일-우편으로 인구조사 설문지 발송 

각 가정 방문 개인 인터뷰 

● 인구조사요원 거주지 방문하게되는데 : 5월- 7월
○ 자가응답했으나  질문을 완전히 끝마치지 않았을때 
○ 자가응답 하지않았을때  

 4월1일 부터 인구조사 직원들이 일시적인 거주지 방문 인구조사
    (호텔, 캠핑장, 피난처) 

* 한세대의 대표 한명이 
인구조사를 작성해야함 



인구조사 일정표



인구조사요원 식별하는 방법은?

인구조사국에서 파견된 인구조사요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 인구조사요원의 이름, 사진, 상공부의 워터마크와  근무 만료일이 포함된  
사진이 있는 배지를 확인.  

● 인구조사국의 공식 가방과 로고가 찍힌 개인용 컴퓨터나 핸드폰과 같은 
전자기구를  갖고 있는지 확인. 

●  인구조사요원들은 현지 시간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직무를 수행합니다. 



인구조사는 무엇을 묻는가?    샘플 질문들 

2020년 4월1일에 이집에 몇 사람이 
살거나 머물고 있습니까? 

거주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십니까?

각 가구성원의 성별, 나이, 생년월일과 
인종

각 가구성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배우자, 형제, 룸메이트)

https://www.census.gov/programs-surveys/decennial-census
/technical-documentation/questionnaires/2020.html



시민권 여부 질문은?

No. 아니요

6월27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시민권여부의 질문은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구조사와 조사요원들이 묻지 않는 것들은?

● 시민권자 여부

● 유권자 등록 상태 

● 정당가입 여부 

● 사회보장번호 

● 은행 구좌 정보 

● 직장 여부 

인구조사가 묻지 않을 것은:    



인구조사는 안전한가?

인구조사 응답 내용은 안전하고 비밀이 보안됨. 
응답내용은  다른 정부기관과  공유할 수 없음. 

미연방법 타이틀 13 (Title 13 of the U.S. Code)에 
따르면 인구조사는  오직 통계산출에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법원이나 정부기관이라  할지라도 당신을 
해치는데 사용할 수 없다.

미연방법 타이틀 44(Title 44 of the U.S. Code)
인구조사의  개인 정보는 72년동안 
공개 될수 없다. 

인구조사국 공무원들은 당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법적인 맹세를 했으며 만일 지키지 못할 경우에 25만불의 
벌금이나 5년징역을 가게 됨.



Myths



Myth 
미국시민이 아닌사람들은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Fact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사람들은 시민권의 
여부와 상관없이 인국조사에 참여해야합니다 



Myth
인구조사에 시민권여부를 묻습니다.

Fact
연방대법원에서 시민권질문을 
포함할수 없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Myth
인구조사 응답은 법집행기관과 공유하거나 나를 해롭게 
할수 있다.

Fact 
법집행 기관(not the DHS, ICE, FBI, or CIA)들이 
당신의정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수 없습니다. 당신의 
응답은 나라에서 쓰는 통계를 내는데만 사용됩니다. 



Myth 
인구조사는 우편으로만 응답할수 있습니다. 

Fact
80%가 3월12일을 시작해서 온라인으로 인구조사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전화상과 우편으로도 응답할수 있습니다. 



Myth
인구조사양식의 어떤 질문은 응답하지 않아도 괞찮습니다.

Fact
인구조사양식에 응답하지 않거나 완전히 대답하지 않으면 
인구조사요원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Myth
세대의 각자가 인구조사의 양식에 응답해야합니다

Fact
한세대의 대표 한명이 온 가족의 
인구조사를 작성해야함



Myth
어린아이들과 아기들은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아도 됩니다 

Fact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인구조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Myth
거주지에 사는 직계가족들만(biological family) 인구조사에 
포함되어야합니다.

Fact
세대주와의 관계와 상관없이(직계가족이 
아니어도) 거주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구조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구조사가 왜 믿음의 
문제가 되는가?

Why is this a faithful issue?



하나님이 우리를 세신것 같이

정부에도 우리를 포함시킵시다.



인구조사에 누락되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아래와 같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인구조사에서 누락되고 있다:

● 흑인, 아시안, 멕시칸, 미국원주민

● 저소득층

● 이민자들과 영어가 능통하지 못한 

사람들

● 세입자들 

● 비 전통적인 거주지에 사는 사람들

● 농촌에 사는 사람들

● 농사철에 따라 움직이는 계절 노동자들  

● 0-4세 어린아이들



2010년 인구조사에서 누락되었음

3,800,000 멕시칸들
3,700,000 흑인들
2,200,000 어린이들



왜 믿음의 문제이죠?         평등 

처음에는 정치력과 연방자금을 
불균등하고 불평등하게 분배할 도구로 
고안됨

우리는 인종, 연령, 이민자 신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사람들이  인구조사에  참여해서 
공정하고 정확한 인구조사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인구조사에 참여하고 우리지역사회가 
동참하도록 격려함으로 우리는 정당한 
대표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이웃과 
다음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문제이죠?                인간의 존엄성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인종, 종교, 이민자 신분의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의 존엄성이 
공평하게 인정 받기를 요구합니다 .

인구조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여기에 존재함을 
선언하는 것이며 우리 모두는 “우리 국민”의 한 
일부이며 여기에서 배제되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두려워 말라는  히브리어나 성경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로, 무려 36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이곳에서 당신의 
존재를 선언하는데 두려워 하지 마십시요.



왜 믿음의 문제이죠?                              공동체

우리 다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사람들이  인구조사에  참여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몫을 챙길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 

미국사회에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 공익을 위해 
여러분의 애씀과 공헌이 우리가 예배하는 곳의 

벽을 넘어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 여러분의 
지역사회, 학교,어린이들이  적당한 경제적 배분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구조사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믿음의 문제이죠?                          민주주의 

인구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더욱 든든하게 
하는데 기여합니다 . 인구조사에  누락되면 민주주의와  
권리를 위한 우리의 목소리를 빼았기는 것 입니다

 인구조사에  참여하고 우리지역사회가  동참하도록  
격려함으로  우리는 정당한 대표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이웃과  다음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민주주의 참여의 시작은  바로 
인구조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적극 동참합시다!



인구조사 명예대사!

믿음의 인구조사 명예대사들은 2020년 
인구조사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지역사회의 신뢰받는 대변인들입니다

인구조사 명예대사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Faith In public Life 와 직접 
일하게 되어 당신의 지역사회 인구조사 
참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실히 얻을 
수 있습니다. 

Sign up at 
www.faithinpubliclife.org/census

http://www.faithinpubliclife.org/census


질문 있어요?

Census2020@FaithinPublicLife.org
(202) 664-5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