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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0년 인구 조사 지원 기금(2020 CENSUS OUTREACH FUNDING) 

신청 접수 시작  

  

 뉴욕주의 6천만 달러의 뉴욕주 2020년 인구 조사 지원 기금(2020 Census Outreach 

Efforts)의 일부인 2020년 회계 연도 예산 2천만 달러 중 지원금 신청을 위해 지방 정부에 

계획서 제출 요청  

  

지방 정부에 대한 계획서 제출 요청 서신은 여기에서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지방 정부가 2020년 회계 연도 주 예산(FY 2020 State 

Budget)에서 사용할 수 있는 2천만 달러의 자금에서 각 지방 정부의 몫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금은 곧 있을 2020년도 미국 인구 조사(2020 

U.S. Census)에서 모든 뉴욕 주민을 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배정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수십 개의 주 기관 및 공공 당국의 지원 능력을 활용하는 기존 자원 최대 4천만 

달러를 포함하는 주 정부의 6천만 달러 지원 기금의 일부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이민자들이 인구 조사 설문지를 

작성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로 이민자 지역 사회에 두려움을 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에 대응해 모든 뉴욕 주민을 인구 조사에서 계수할 수 있도록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 정부에서 이러한 기금을 사용해 가장 인구 조사가 어려운 지역 

사회와 연결하고 연방 차원에서 뉴욕을 적절하게 나타내는 데 필요한 현장 전문 지식을 

갖춘 지역 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 집계에 대한 뉴욕주의 지원은 뉴욕주 전체 인구 조사 위원회(New York State 

Complete Commission)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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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2020 Census)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것을 알아냈습니다. 사상 최초로 인구 

조사는 주로 온라인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비록 Trump 행정부가 인구 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포함하지는 못했지만, 그 시도는 이민자 지역 사회에 두려움을 퍼뜨렸습니다.  

  

 행정부와 의회는 2020년까지Trump 인구 조사 운영에 대해 전적인 재정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실패로 인해 통계청(Census Bureau)은 2020년 인구 조사 참여를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CensusRFEILetter12219withESDeditsclean.pdf


 

 

촉진하는 데 필요한 현장 작업에 대한 책임을 연방 정부에서 주 및 지방 파트너들로 

옮기면서 비용을 절감해야 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미국 통계청 현장 사무소의 수는 

2010년 35개에서 2020년에는 21개로 감소했습니다.  

  

2020년 회계 연도 예산의 2천만 달러 중 1천 5백만 달러가 버펄로, 로체스터, 시러큐스, 

용커스 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62개 카운티에 분배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관심 

표현에 대한 요청(Request for Expressions of Interest)에 응답하는 각 지역에서는 자금 

사용 계획을 설명하는 계획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나머지 5백만 달러는 2020년 인구 

조사 설문지 제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추가 지원이 필요한 특정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내년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1천 5백만 달러는 록펠러 연구소(Rockefeller Institute)의 앳리스크 커뮤니티 지수(At-

Risk Community Index)를 기반으로 하는 공식을 근거로 지방 자치 단체에 분배됩니다. 

이 지수는 데이터 기반의 언더카운트 위험을 측정하는 것으로 인구 밀도의 차이와 지원 

실행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카운티와 도시에 대한 자금 할당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추가 지침이 가까운 시일 내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카운티와 도시는 최종 계획을 제출하기 위해 30일의 기간이 있으며, 기금 

지원은 1월 말에 승인됩니다.  

  

2020년 회계 연도 예산의 2천만 달러는 주 전역 인구 조사 인식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 개의 국가 기관 및 당국에 걸쳐 배치된 최대 4천만 달러의 기존 자원에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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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ices)은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대중과의 수많은 접촉을 통해 인구 조사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국 통계청은 뉴욕주에서 사용되는 일부 언어에 대해서만 번역을 

제공하지만, 뉴욕주 직원들은 이미 200개 이상의 언어에 대한 스폿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랭귀지 라인(Language Line)을 사용하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주 

기관들이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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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는 96개의 커리어 센터(Career 

Centers)를 인구 조사 지원 센터로 개설하여 대중이 2020년 인구 조사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커리어 센터에서는 대기실의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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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Allocation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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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직업 박람회 및 기타 채용 이벤트에서 통계청 일자리를 홍보했습니다.  

  

• 모든 뉴욕 주민은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64개 캠퍼스 중 한 곳에서 30마일 

이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여기에 뉴욕 시립 대학교(CUNY)는 뉴욕시 5개 자치구 

전체에 25개의 캠퍼스가 있어 이 모든 캠퍼스는 지원 활동과 자원을 결합한 

중심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칼리지를 포함한 이 두 대학 시스템은 

뉴욕주와 협력하여 약 70만 명의 학생들을 집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엠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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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전 주민이 인구 조사를 완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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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가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1,200만 명의 고객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인구 조사 정보는 모든 장소에서 게시 및 배포되며, 직원들은 모든 

방문객과 이야기하며 인구 조사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 주소 약 4백만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통계청(Census Bureau)의 마스터 주소(Master Address) 파일에 

225,000개 이상의 주소를 직접 추가한 뉴욕주의 활동을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뉴욕주의 

지도력에 따라 지방 정부는 수십만 개의 주소를 추가하고 수정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다년간의 노력은 국가 선도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민간 

부문에서 14억 달러를 활용하기 위해 5억 달러를 투자하여 모든 뉴욕 주민들의 초고속 

인터넷 사용을 확장하는 데 기금의 90%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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