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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N LUTHER KING JR.의 날, CUOMO 주지사, MARTIN LUTHER KING JR 3세, 

LUCY LIU 및 LIN-MANUEL MIRANDA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인구 조사 협회 설립을 

발표  

  

인구 조사 협회, 다가오는 2020년 인구 조사에 모든 뉴욕 주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주 

정부를 지휘할 것  

  

주지사, 전체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집계하기 위해 추가로 천만 달러를 제안할 

예정  

  

협회, 향후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인식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  

  

  

Martin Luther King Jr.의 날인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2020년의 인구 

조사(2020 Census)에 모든 뉴욕 주민을 집계할 수 있도록 Martin Luther King 3세, Lucy 

Liu, Lin-Manuel Miranda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인구 조사 협회(Census Council)의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주 정부의 전체 집계 위원회(Complete Count 

Commission)에서 알아낸 정보와 주 정부, 지역 및 재단 자금 지원을 사용하여 전체 인구 

조사 집계를 달성하기 위해 주 정부의 조정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전체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집계하기 위해 올해 예산으로 천만 달러를 추가로 제안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 자금을 통해 2020년 인구 조사에 대한 최대 7천만 달러의 주 정부 

재정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이러한 새 협회가 인구 조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모든 뉴욕 주민이 인구 

조사에 집계되도록 가능한 한 많은 옹호자, 지역 사회 기반 단체, 지역 사회 지도자 및 

지역 공무원을 참여시키기 위해 콘퍼런스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새 협회는 

전체 집계 위원회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이러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노력을 

조정하고 가용 자원을 배치하며 도달하기 어려운 지역 사회의 지원 활동을 감독하여 

집계가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계속해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권리를 

박탈하고 올해 인구 조사 설문지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함에 

따라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 각 개인이 집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협회에서 이를 지휘함으로써 이해관계자를 조정하여 우리는 가장 

집계가 어려운 지역 사회를 포함하고, 뉴욕의 인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고 마땅히 받아야 하는 연방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Martin Luther King 3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 과정에서 시민 행동에 

있어서 인구 조사 집계는 선거권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행히도 유색 인종 

주민은 가장 자주 적게 집계되어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저는 Cuomo 

주지사와 협력하여 모든 뉴욕 주민과 심지어 집계가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2020년의 

인구 조사에서 집계할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Lucy Liu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 Lin Manuel Miranda, Martin Luther 

King 3세와 함께 인구 조사 협회의 일원이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협회는 모든 

지역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모든 뉴욕 주민이 2020년 인구 조사에 참여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인구 조사는 10년마다 이루어지며, 모든 뉴욕 주민이 집계되고 우리 주 정부가 

연방 수준에서 공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Lin-Manuel Miranda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은 우리 모든 

지역 사회에 재정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인구 조사 협회를 설립해 

주신 Cuomo 주지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동 의장으로서 저는 이웃들이 

일어서서 집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더불어 전국의 모든 국민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10년의 시작 지점에 있으며 정확한 인구 조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뉴욕주 전체 집계 위원회는 2020년 인구 조사에 대한 주 정부의 노력을 알리고 지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체 집계 위원회는 기존 인구 조사에 잡히지 않은 인구 수 현황을 

분석하고, 2020년 인구 조사에 모든 뉴욕 주민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미 올해 뉴욕주에서 전체 인구 조사 집계를 지원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인구 조사의 일환으로 모든 뉴욕 주민의 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및 교육 활동을 위해 2020년 회계 연도 예산(FY 2020 Budget)에서 최대 2,000만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2020년 회계 연도 예산의 2,000만 달러 중 1,500만 달러가 버펄로, 

로체스터, 시러큐스, 용커스 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62개 카운티에 분배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4일에 발표된 관심 표현을 위한 요청(Request for Expressions of 

Interest)에 응답하는 각 지역에서는 자금 사용 계획을 설명하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1월 

말에 재정 지원이 승인될 것입니다. 나머지 5백만 달러는 2020년 인구 조사 설문지 제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추가 지원이 필요한 특정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내년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opens-applications-2020-census-outreach-funding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opens-applications-2020-census-outreach-funding


 

 

또한 수십 개의 다른 주 기관 및 당국, 뉴욕 시립 대학교(CUNY) 및 뉴욕 주립 

대학교(SUNY)는 자원과 대중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사용하여 주민들이 기존 자원을 

사용하여 인구 조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최대 4천만 달러를 개발 및 활용합니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차량 관리부(Motor Vehicles), 농업 시장부(Agriculture and 

Markets), 정신 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Alcohol 

and Substance Abuse) 및 발달 장애인 사무국(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보훈국(Division of Veterans 

Affairs) 등 주 기관은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대중과의 수많은 접촉을 통해 인구 조사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 기관이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의 예시는 다음과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미국 인구 조사 통계청(U.S. Census Bureau)은 뉴욕주에서 사용되는 일부 언어에 

대해서만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랭귀지 라인(Language Line)을 

사용하도록 이미 교육을 받은 뉴욕주 직원들은 200개 이상의 언어에 대한 스폿 

번역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 9백만 명 이상의 근로자, 55만 개 기업과 접촉하고 50만 명 이상의 뉴욕 주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는 96개의 모든 커리어 센터(Career Centers)를 

인구 조사 지원 센터로 개설하여 일반 주민이 2020년 인구 조사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커리어 센터에서는 대기실의 TV 

모니터에 인구 조사 정보를 표시하거나, 여러 언어로 표기된 포스터 및 유인물을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부는 또한 이미 주의 모든 지역에서 개최되는 100개 

이상의 직업 박람회 및 기타 채용 이벤트에서 인구 조사 통계청 일자리를 

홍보했습니다.  

• 모든 뉴욕 주민은 뉴욕 주립 대학교의 64개 캠퍼스 중 한 곳에서 30마일 이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여기에 뉴욕 시립 대학교는 뉴욕시 5개 자치구 전체에 25개의 

캠퍼스를 추가하며, 이 모든 캠퍼스는 지원 활동과 자원을 결합한 교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칼리지를 포함한 두 개의 대학 시스템은 또한 

뉴욕주와 협력하여 약 70만 명의 학생들을 집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엠파이어 스테이트 칼리지(Empire State College)는 주 전역에 수십 개의 컴퓨터 

랩을 열어 주민이 인구 조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캠퍼스를 활용하여 인구 

조사 통계청에서 인구 조사 직원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 차량 관리부는 주 전역에 27개의 주 운영 지구 사무소, 94개의 카운티 운영 

사무소가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1,200만 명의 고객에게 접촉하고 웹 사이트로 

1,950만 명과 연결합니다. 인구 조사 정보는 모든 장소에서 전시 및 배포되며, 

직원들은 모든 방문객과 이야기하며 인구 조사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 주소 약 4백만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합니다.  

  

주 정부는 또한 인구 조사 통계청의 마스터 주소 파일에 225,000개 이상의 주소를 

추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뉴욕주의 지도하에 지방 정부는 수십만 개의 주소를 



 

 

추가하고 수정했습니다. 이러한 다층, 다년간의 노력은 국가 선도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민간 부문의 14억 달러를 활용하기 위해 5억 달러를 

투자하여 모든 뉴욕 주민이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확장하는 데 기금의 

거의 90%를 사용했습니다.  

  

인구 조사 집계에 대한 뉴욕주의 지원은 뉴욕주 전체 집계 위원회가 지난 10월에 발표한 

연구 결과 및 권고 사항을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위원회는 10회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수백 건의 의견, 전문가 증언 및 이전 인구 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을 

검토했습니다. 위원회는 2020년 인구 조사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으로 인구 조사는 온라인을 주로 실시되며, 비록 Trump 행정부가 

인구 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포함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시도는 이민자 지역 사회에 

두려움을 퍼뜨립니다. Trump 행정부와 의회는 2020년까지 인구 조사 운영에 온전히 

자금을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실패로 인해 인구 조사 통계청은 비용을 절감해야 

했고, 2020년 인구 조사 참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현장 작업에 대한 책임을 연방 

정부에서 주 및 지방 파트너로 옮겨졌습니다. 뉴욕에 있는 미국 인구 조사 통계청 현장 

사무소의 수는 2010년 35개에서 2020년에는 21개로 줄었습니다. 새로 형성된 인구 조사 

협회는 연방 삭감 및 활동의 부재로 인한 격차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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