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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총조사
자주 하는 질문
미국에서는 10년마다 국내 인구 총조사를 통해 미국 내에 사는 모든 사람을 집계합니다. 그 결과를 통해 다음 10년간 학교, 저렴한 주택,
병원, 대중교통 등에 대해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파악합니다. 또한 이 집계를 통해 의회에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의석수가 결정됩니다.

인구 총조사란 무엇인가요?

인구 총조사는 언제 시행되나요?

인구 총조사란 이민 상태와 관계없이 미국 내에 사는

3월 12일부터 인구 총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모든 거주자를 집계하는 방식입니다.

담긴 서신이 우송됩니다. 7월 31일까지 인구 총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거나 도움이

시민권에 대한 질문이 있나요?

필요한 경우, 커뮤니티 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요. 인구 총조사에는 시민권이나 이민 상태에 대한

마련돼있습니다.

질문이 없습니다.
집계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인구 집계가 정부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0년 4월 1일 현재 귀하의 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정부는 이를 통해 병원, 학교, 저렴한 주택, 교통 등에 있어

사람이 인구 총조사 양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금이 필요한 곳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조사를

이민 상태와 관계없이 아동과 4월 1일 현재 태어난 아기,

통해 의회에서 워싱턴주를 대표할 의석수가 결정됩니다.

노인, 친척, 친척이 아닌 사람이 모두 포함됩니다. 가구
구성원 중 한 명이 한 곳 이상의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인구 총조사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우, 대부분의 시간 동안 생활하고 잠을 자는 곳에서

인구 총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예산을 지원받는 방식과

집계되어야 합니다.

대표 방식을 결정하는 데이터에 우리 커뮤니티가 온전히
반영되게 할 수 있습니다. 참여는 귀하가 낸 세금이

인구 총조사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커뮤니티로 돌아오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구 총조사에 참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2020census.gov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전화나 서류 작성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알 수 있나요?
2020census.gov에 방문하거나 뒷장에 나열된 Census
Bureau의 무료 상담 서비스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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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를 확인합니다.
우리 지역의 인구를
집계합니다.

3월 1일 이후, 다음 번호로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언어 지원

무료 전화번호

English

844-330-2020

Spanish

Español

Chinese (Mandarin)

普通话

844-391-2020

Chinese (Cantonese)

广东话

844-398-2020

Vietnamese

Tiếng Việt

844-461-2020

Korean

한국어

844-392-2020

Russian

Русский

844-417-2020

Arabic

844-468-2020

844-416-2020

Tagalog

Wikang Tagalog

844-478-2020

Polish

Język Polski

844-479-2020

French

Français

844-494-2020

Haitian Creole

Kreyòl Ayisyen

844-477-2020

Portuguese

Português

844-474-2020

Japanese

日本語

844-460-2020

English(Puerto Rico)
Spanish(Puerto Rico)

844-418-2020
Español (Puerto Rico)

Telephone Display Device (TDD)

844-426-2020
844-467-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