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인구 조사

풀턴의 인구 조사에 참여합시다!

인구 조사란 무엇입니까?

미국 헌법에 따라 미국은 10년마다 전체 인구를 집계하는 “
인구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누가 집계됩니까?

인구 조사는 이민 또는 시민권 상태에 상관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인구를 집계합니다.
귀하가 여기에 거주하신다면 집계됩니다!

2020년 인구 조사는 쉽고 안전하며 중요합니다

쉽습니다

2020년 인구 조사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온라인 인구 조사가 될
것입니다.

중요

안전합니다

다른 기관과 인구 조사의 개인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구 조사 정보는 처벌 가능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연방 교도소에서 최대 5년의 수감형 및/
또는 250,000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미국 법전
표제 13의 법률로 보호됩니다.

조지아주의 경우 280억 달러 이상의 연방 자금이 걸려 있습니다. 인구 조사
데이터는 여성,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WIC),
메디케이드, 어린이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P), 무상 장학금(Pell Grants),
고속도로 및 교통 프로젝트와 같은 중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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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일까지 모든 가계는 2020년 인구 조사에 참여하라는
초대를 받게 됩니다. 초대장이 도착하면 온라인, 전화 또는 우편 등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귀 가정에 대한 인구 조사에 응답해야 합니다.
인구 조사 일정

3월 12일~21일: 가계가 2020년 인구 조사에 온라인으로 응답하라는
초대를 받습니다. 일부 가계는 서류 형태의 설문지 또한 받게 됩니다.
3월 16일~24일: 알림 서신이 발송됩니다.

3월 26일~4월 3일: 알림 엽서가 발송됩니다.

4월 8일~16일 알림 서신과 설문지가 발송됩니다.
4월 20일~27일 최종 알림 엽서가 발송됩니다.

2020년 5월: 인구 조사국(Census Bureau)이 응답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후속 조치를 시작합니다.
2020년 12월: 인구 조사국이 각 주의 총 인구 수를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합니다.
서약하기

2020년 인구 조사 집계에 대해 서약하고 중요한 참여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인구 조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때 가계 인구 조사 설문지를 작성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중요한
2020년 인구 조사 정보 또한 최신 상태로 유지됩니다.
(귀하의 정보는 가입 환경 설정에 따라 사용되며, 안전하게 보안이
유지되고, 외부에 공유되지 않습니다.)
서약을 하고 추가 정보를 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로 이동하십시오.
www.FultonCountyGA.gov/2020Census

미국 인구 조사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www.2020census.gov를
방문하거나 Atlanta Partnership Staff (atlanta.rcc.partnership@census.
gov) 에게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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