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인구조사통계가 귀하의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현재를 보호하고 미래에 투자하십시오.
인구통계조사 데이터는 $8,000 억 달러 이상의 연방 기금이 매년 지역 공동체에 할당되는 데에
있어, 귀하의 가족과 지역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지역 공동체에 어떤 혜택을 제공합니까?
메디케이드 및
메디캐어

고속도로 지원금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

Headstart/헤드스타트

8 구역 주택(저소득층
제공 주택) 임대권
특수 교육 지원금

프로그램(SNAP)
보육 및

도서관 및 병원

그리고 더 많은 혜택!

개발지역보조금

귀하의 지역 공동체를 위한 혜택을 받으십시오.
귀하의 지역 공동체로 집계된 인구 수는 연방 지원금이 증액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인구통계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개인은 매년 지역 공동체에 수 천 달러의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셈 입니다. 인구통계조사는 10 년에 한 번씩 집계되므로, 이러한 손실은 2030 년까지 매 년 발생
할 것이며, 상당한 자원의 손실을 초래하게 결과로 이어집니다.
인구통계조사에 참여함으로써 귀하가 거주중인 지역공동체는 공정한 연방기금을 할당 받게
됩니다. 귀하의 지역 공동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귀하의 지역 공동체의 존재를 확실히 알리십시오.
인구통계조사 데이터는 연방기금 분배 결정에 활용될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자가 자원을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인구 데이터는 계획 및 투자에 영향을 주므로,
귀하의 지역 공동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확한 집계가 이루어 질 때,
• 지역 교육부는 신설 학교 건축 지역 또는 기존 학교 확장 지역을 결정하게 됩니다.
• 지방 정부는 주택 수요 공급 방안을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인근 지역 인구에 따른 우선적인 보험 제공 유형을 알게 됩니다.
• 사업체들은 신규 매장 및 서비스 개설 위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

인권 옹호자들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됩니다.

지역 선거구에 귀하의 목소리를 높일수 있습니다.
인구통계조사 데이터는 정부가 귀하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활용됩니다:
• 하원에서 차지하는 의석 수를 결정하게 되며, 이는 귀하의 공동체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게됩니다.
• 범 정부 차원의 정치적 지역 경계를 재편하게 됩니다.
• 유권자가 인종에 근거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 사법 관할 지역에서 유권자에게 언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모든 응답 내용은 귀하의 지역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지역 공동체는 특히 "집계가 어려운" 지역으로 구분되며, 다시 말해, 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인구통계조사에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는
인구통계조사에서 불균형한 미집계 상황--- 즉, 인구통계조사 결과가 실제 지역 공동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적은 지역으로 기록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집계가 어려운 지역 공동체일수록 구성원들이 소수 인종이거나 소수 민족인 경우, 그리고
임차인들, 영어 사용이 제한적인 사람들, 이민자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 인구통계조사에서 미집계 위험이 있는 AANHPI 지역공동체

5명중
집계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미국인들

3명중
1명

집계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하와이 원주민 및 태평양 섬 주민들 지역 지

집계가 어려운 곳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그리고 태평양 섬 주민들은
빈곤층이거나 실업률이 높으며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택을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으며, 교육
수준이 낮은데다 언어 장벽이 높은 계층이
많습니다. 미집계된 인구 수는 아시아계 미국인,
1명
하와이 원주민 및 태평양 섬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연방 기금 지원 기회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인구통계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지역 공동체가 2020 년 조사에서 명확히
집계됨으로써, 향후 10 년 동안 공정한 연방기금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구통계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countusin2020.org/resources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