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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미국 인구조사 완료를 48시간 앞두고 뉴욕 주민의 참여 독려

뉴욕 주민은 자택에서 수 분만에 인구조사 참여 가능 온라인, 전화 또는 우편
남은 시간은 48시간, 인구조사 참여 마감은 동부표준시 기준 10월 16일 오전 6시
지침을 준수하며 #GetCountedNY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모든 뉴욕 주민에게 지금 인구조사(Census)에
참여하라고 독려헀습니다. 인구조사 참여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10분 이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미국 통계청(US Census Bureau)은 최근
인구조사 마감 기한이 동부 표준시 기준 10월 16일 금요일 오전 6시라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구 조사는 10년에 한 번 실시하며, 워싱턴에서
뉴욕주가 필요로 하는 대표성과 지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 주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에게 지금 당장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뉴욕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방 정부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지금은 뉴욕이
인구조사에 참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10년에 한 번, 국가는 시민권 상태와 관계없이 인구조사를 실시하며, 이것은 헌법에 따라
모든 미국인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의료보험, 교육, 응급 계획, 주택, 경제
발전 및 운송, 연방 정부에서의 대표성 확보 등에 필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정당한 연방
자금을 뉴욕 주민이 확보하는 것은 모두 인구조사가 정확하고 완전히 실시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Rossana Rosado 뉴욕주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에게
10분의 시간을 내어 즉시 인구조사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구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안전하고 쉽습니다.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기밀로 취급됩니다. 모든 뉴욕 주민이
인구조사에 참여하여 뉴욕이 정당한 연방 자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은 인구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뉴욕 주민이 참여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
정보입니다.

4가지 참여 방법. 2020 인구조사에 참여하는 4가지 방법: 온라인, 전화, 우편 또는
대면(인구조사원이 아직 참여하지 않는 가정에 방문). 온라인 https://my2020census.gov/
방문 또는 1-844-330-2020으로 전화하여 인구조사에 참여하십시오.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추가 전화번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월에 수령한 양식을
통계청으로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조사 문항. 인구조사는 2020년 4월 1일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몇 명이 거주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인구조사에서는 10개의 기본 문항을 묻습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거주하거나 머물고 있는 사람의 수, 주택 소유 혹은 임대 여부, 전화번호(공식 통계청
목적에 한하여 사용), 성별, 나이, 생년월일, 히스패닉 여부, 인종, 다른 가구 구성원과의
관계.
인구조사 참여 시,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중단, 원거리 수업 등으로 인해 집으로
돌아갔을 지라도 2020년 4월 1일부터 머물렀던 대학생 역시 포함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구조사는 시민권 또는 이민자 신분, 사회 보장 번호, 돈이나 기부금, 정당 또는 은행
또는 신용 카드, 계좌 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미국 인구조사원 방문. 2020 인구조사 결과를 수집하기 위해 동네에 대한 조사원, 또는
인구조사원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구조사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 기타 보건
및 안전 프로토콜에 대한 가상 코로나19 교육을 이수했으며 동네 방문 시 질병 예방
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 및 현지 공중 보건 지침을 준수합니다. 모든
인구조사원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하며 손 살균제 및 장갑도 착용합니다.
인구조사원은 해당 지역에서 고용되며, 2020 인구조사에서 귀하 및 자택 모든 구성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택을 방문한 인구조사원과 언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조사원의 재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원 방문
시 자택에 아무도 없을 경우, 인구조사 담당자는 온라인, 전화 또는 우편으로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함께 방문 통지를 남깁니다.
다음은 인구조사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
•
•

인구조사원 및 현장 담당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까지 근무합니다.
모든 인구조사원 또는 현장 담당자는 이름, 사진,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인장 및 만료일이 포함된 신분증 배지를 제시할 것입니다.
모든 인구조사 참가자 또는 현장 담당자는 마스크를 착용할 뿐만 아니라 통계청
인장이 부착된 노트북 또는 스마트폰과 같은 통계청 소유 전자 장치를 사용하고
2020 통계 인구조사 배치를 착용합니다. 차량에는 "공무 수행"이라는 공지가 붙어
있습니다.

•

•
•

공식 인구조사원은 절대로 자택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절대 돈을
요구하거나 구금 또는 추방으로 위협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공식
인구조사 문항에 대해서만 질문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인구조사원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원의 신원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844-330-2020번으로 전화하여
현지 통계청 대표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미국 통계청 이메일 통계청은 아직 인구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가정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응답률이 낮은 지역의 모든 가구에 이메일을 전송했으며, 이미 참여한
가구에도 전성되었습니다. 이메일 메시지는 2020census@subscriptions.census.gov에서
전송했으며 인구조사 참여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 보호. 미국 통계청은 법에 따라 귀하의 답변을 보호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제로 모든 직원은 평생 개인 정보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합니다. 미국법(U.S. Code)
제13장에 따라 통계청은 사법 기관에 귀하, 귀하의 자택 또는 귀하의 이민자 신분 등에
대한 식별 가능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귀하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며,
귀하의 답변이 정부 기관이나 법원에서 귀하에 불리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참가자가 제공한 정보는 오직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온라인 사기 예방: 미국 통계청과 제휴를 맺었다고 하는 모든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트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소에 ".gov"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미국 및 주 정부 웹 사이트만 ".gov"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 정부 서비스 제공자라고 밝히는 사기성 사이트는 개인 정보를 도용할
수 있습니다.
사기 관련 신고: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844-330-2020번으로 전화하여 현지 통계청
대표와 상담하십시오. 자택 방문자가 통계청 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
공식 인구조사 정보는 미국 통계청 웹사이트 및 뉴욕주 인구조사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주무부(Department of State)는 또한 뉴욕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 핫라인 1-800-566-7636: 이주자 지원국 무료
핫라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200개 이상의
언어로 이주자를 지원합니다. 이주자 지원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ewamericans.ny.gov/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이주자 지원국은 또한
트위터(Twitter) @NYSConsumer나 페이스북(Facebook)
https://www.facebook.com/NYSNewAmericans을 통해서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국(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 DCP) 소비자 지원전화 1-800-697-1220: DCP

소비자 지원전화(Consumer Helpline)는 시장에서 부당한 대웅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뉴욕 주민에게 안전하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인구조사 사기 등이
의심되는 경우, DCP 소비자 지원전화 800-697-1220번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30-오후 4:30로 전화하시거나 DCP 웹사이트 www.dos.ny.gov/consumerprotection를
방문해 주십시오. 소비자 보호국에 또한 트위터 @NYSConsumer 또는 페이스북
www.facebook.com/nysconsumer을 통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