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들을 위한
2020 인구조사 가이드

census.lacity.org

만약 인구조사 질문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쁜 것 인가요? 
 
만 약 LA 에 있 는 젊은 청 소 년 들 의 숫 자 가 
적게 집 계 되면 칼 과 팰 수여 금(Cal and Pell 
Grants)을 위 한 연 방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 도시 내에서 고등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인구조사에 답해야 
하나요? 

예! 유학생과 대학생을 포함하여 미국에서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10년 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유학생은(시민권 
소유 여부와 상관 없이) 반드시 2020년 4월 1일
(인구조사 일)이나 그 전까지 주 로 거주한 곳을 
기준으로 집계에 참여해야 합니다.  

반드시 숫자에 포함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만약 자신의 거주지가 (공식 기숙사 이외에) 있다면 
자신의가구/가족숫자에포함 되어야합니다. 각 
가구마다 한개의 설문지만 제출할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1일(인구조사 일)이나 그 전까지 주로 
거주한 곳을 기준으로 집계에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기숙사에 거주한다면 반드시 해당 대학교의 
인구조사 숫자에(방학이나휴가라고 할지라도) 
포함 되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과 거주한다면 부모님의 설문지에 반
드시 귀하를 포함하도록 하십시오.

배우자. 참여하자. 포함되자.

#2020Census

Los Angeles 시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평등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편의 신청을 위하여 장애인 부서 DOD.Contact@lacity.org로 또는 (213) 202-5668로 영업일 기준 5일 또는 그전에 연락 하십시오. 

https://census.lacity.org/korean/home


가족을 위한 
2020 인구조사 가이드

census.lacity.org

만약 인구조사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쁜것인가요?  
 
매년 1150억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결정되어 캘리포니아의 학교, 의료, 
주거지, 교통 및 기타 중요한 프로그램에 사용이 
됩니다.

2010년도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7만 4
천 여명의 아동들이 숫자에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부정확한 집계는 조기 교육, 아동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추가 영양 보조 프로그램
(SNAP  푸드 스탬프)과 전국 급식 프로그램과 
같은 어린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의 행동이 자녀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해야 할 임무를 감당하여 
반드시가족이숫자에 포함되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숫자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나이와 상관없이주소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주거지 내에 있는 차고나 
캠핑카 포함)  집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020
년 4월 1일(인구조사 일)을 기준으로 아직 병원에 
있다 하더라도, 영아와 신생아를 포함하여 모든 
아동을 포함하십시오. 일 년 동안 두 개의 다른 
가구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동들은 2020년 4월 1
일을 기준으로 거주하는 곳의 숫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아동의 숫자를 포함하도록 귀하의 
가구에서 인구조사 설문지를 기입하는 사람에게 
상기하십시오. 

어떤 질문이 인구조사에나오나요? 
 
인구조사는 각 개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물어볼 것입니다: 

• 나이
• 생년월일
• 히스패닉 또는 라티노 출신
• 인종
• 호주와의 관계
• 성별
• 세입자 또는 집주인
• 기타 질문(각 사람의 이름과 가구의 전화번호와
같은) 

인구조사 질문에 답하려면 약 10분 정도 
소요되지만 만약 가구에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더 길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구의 그 누구에게도 소셜 시큐리티 
번호 또는 이민 신분 상태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Los Angeles 시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에 대하
여 평등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편의 신청을 위하여 장애인 부서 DOD.Contact@lacity.org로 또는 
(213) 202-5668로 영업일 기준 5일 또는 그전에 연락 하십시오. 

배우자. 참여하자. 포함되자.

#2020Census

https://census.lacity.org/korean/home


이민자를 위한 
2020 인구조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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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조사가 나와 내 가족에게 어떻게 
영향을미치나요? 
 
로스앤젤레스 시에는 150만만 명의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민자들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으면 조기 교육,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
(CHIP), 추가 영양 보조 프로그램(SNAP 푸드 
스탬프)과 전국 급식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많은 
이민 가족들이 의지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자금을 LA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0 인구조사 정보는 보호됩니다.  
 
2020 인구조사를 위해 연방 인구조사국은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작성하도록 장려합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든 인쇄된 설문지를 
작성하든 의신상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법에 의하면 의신상 정보는 
에게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으며 연방 인구조사국은 
인구조사 과정의 각 단계마다 안전을 보호하는 
조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상 정보는안전할것인가요? 이런 
정보가 내게 또는내 가족에게 
불리하게사용될수있나요? 
 
2015년 연방 사이버 보안법에 의하면신상정보와 
자료는외부 사이버 보안 위험으로부터 
보호됩니다. 귀하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는 
공개되거나 출판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연방 
인구조사국은 제공된정보를불리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 연방법 Title 13은 연방 
인구조사국이 개인 신상관련 정보를 모든 
다른 정부기관이나 공무원들(이민관이나 모든 
경찰 기관을 포함하여), 외부 회사 또는 법정과 
공유하는 것을 어떠한 이유로든 금하고 있습니다.

Los Angeles 시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평등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편의 신청을 위하여 장애인 부서 DOD.Contact@lacity.org로 또는 (213) 202-5668로 영업일 기준 5일 또는 그전에 연락 하십시오. 

배우자. 참여하자. 포함되자.

#2020Census

https://census.lacity.org/korean/home
https://census.lacity.org/sites/g/files/wph1201/f/5.30.19_la%20city%20estimate%20immigrants.pdf 


LAUSD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2020 인구조사 가이드

census.lacity.org

모국어로 인구조사 설문지에 답할 수 
있나요?
 
인구조사 설문지(및 수신자 요금부담 전화 선택)는 
온라인에서 영어 및 12개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스패니시, 중국어, 베트남어, 한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타갈로그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아이티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일본어) 인쇄된 설문서는 
영어와 스패니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인구조사국은 설문지의 용어해설 및 가이드를59
개의 외국어로 사용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로 부터 
인구조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받을수있나요? 
 
2019년 LAUSD는 “우리는 하나된 LAUSD: 
이민자 가족들과 함께”라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족들에게 인구조사에 관한 워크숍을 
제공합니다. LAUSD교육구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기존 프로그램의 일부 중 여러 개의 언어로 
된 인구조사 관련 정보를 통합할 것입니다.  

본 인구조사가 LAUSD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어떻게 영향을미치나요? 
 
LA 통합 교육구(LAUSD)는 약 694,096명의  유아, 
K-12학생 및 성인 학생들을 포함하는 전국에서 두 
번 째로 큰 교육구입니다. Los Angeles 시가 조기 
교육, 특수 교육, 저소득 커뮤니티에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Title 1 수여금과 학교 급식과 같은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연방자금의 정확한 
할당액을 받기 위하여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숫자에 포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구조사 설문서에 언제 그리고 
어떻게답하나요? 
 
2020년도 초에 인구조사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어떻게 기입하는지에 관한 정보와 함께 통지서가 
거주지로 우송됩니다. 인구조사 일은 2020년 4월 
1일입니다. 인구조사 설문지를 수신자 요금부담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기입하거나, 온라인으로 
답하지 않은 가구에 보내는 인쇄된 인구조사 
설문지를 우편으로 받아 기입하거나 인구조사 
집계인이가구에 직접 방문하는 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만약 가구에 인터넷 접속이안 된다면 LA
시와 카운티 전역에 위치한 학교 및 기타 장소에 
마련한 수 백 개의 인구조사 실시 키오스크에서 
기입할 수 있습니다. 

Los Angeles 시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평등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편의 신청을 위하여 장애인 부서 DOD.Contact@lacity.org로 또는 (213) 202-5668로 영업일 기준 5일 또는 그전에 연락 하십시오. 

배우자. 참여하자. 포함되자.

#2020Census

https://census.lacity.org/korean/home
https://achieve.lausd.net/site/handlers/filedownload.ashx?moduleinstanceid=47248&dataid=68431&FileName=Fingertip%20Facts2018-19_EnglishFinalDS.pdf
https://2020census.gov/en/contact-us.html
https://2020census.gov/en/contact-us.html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위한 
2020 인구조사 가이드

census.lacity.org

왜 인구조사에 참여해야하나요? 
 
Los Angeles 는 가장 높은퍼센트의성소수자 
커뮤니티 중 하나입니다.만약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으면 커뮤니티 
보건소, 위탁 서비스 및 노숙자 서비스를 
포함하여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집계되어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인구조사 설문지에 서성별 및 
성지향에 대해 무엇을 묻나요? 
 
인구조사 설문지에는 가족 각 개인의 성별을 
밝히는질문이 포함되어 있지만 성별 인식이나 
성 지향에 대한 질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설문지에서는 비로소 처음으로 같은 주거지에 
거하는 커플에게 “동성” 또는 “이성” 결혼 또는 
미혼 배우자/파트너인지를 질문합니다. 

누가 숫자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나이, 관계 또는 시민권, 이민 상태에 상관 없이 
동성이나 이성 파트너, 위탁 아동, 입양 아동을 
포함하여 2020년 4월 1일(인구조사 일)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가구에 거주하였던 
모든 사람들은 숫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구조사 설문지의 질문 모두를 
대답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구조사 질문 모두를 대답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여도 숫자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료가 틀림이 없도록최대한 정확하고 많은 
질문에 답하도록 하십시오. 만약 질문이 답변이 
안된 상태로 남아있으면 연방 인구조사국은 두 
번째 행정 자료 또는 세 번째 자료를 통해 빠진 
내용을 대신 작성 하도록 할 것입니다.

Los Angeles 시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평등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편의 신청을 위하여 장애인 부서 DOD.Contact@lacity.org로 또는 (213) 202-5668로 영업일 기준 5일 또는 그전에 연락 하십시오. 

배우자. 참여하자. 포함되자.

#2020Census

https://census.lacity.org/korean/home
https://news.gallup.com/poll/182051/san-francisco-metro-area-ranks-highest-lgbt-percentage.aspx


세입자를 위한 
2020 인구조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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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인구조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세입자들은 집계가 어려운 인구 중 하나로 
고려됩니다. Los Angeles 시에서만 약 400만 
주민의 반 이상 (63%)이세입자가 거주하는 유닛에 
사는사람들입니다. Los Angeles 시에 거주하는 
모든 세입자들을 집계에 포함하는 것은 섹션 8 
거주지선택 지원 및 보조프로그램 (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s), 추가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보건소를 
포함하여 세입자들에게 혜택이 되는 프로그램을 
위한 연방자금의 정당한 할당액을 받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인구조사 집계인에게 세입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권한이 집 주인에게 
있나요? 
 
만약 인구조사 집계인이 설문 답변을 받지 
못한다면 집계인은 집 주인이나 세입 부동산의 
매니저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 주인이 자신이 세를 놓은 
부동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가족의 정확한 
숫자를 알지못해 적은 숫자가 집계될수있습니다.

가구에서 집계되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2020년 4월1일을기준으로주소지(아파트나 
집안에, 차고, 주택에 위치한 캠핑카를 포함해서) 
에거주하는모든사람들이 숫자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영아, 아동, 성인, 노인을 
포함하며 친인척 이아니어도 해당됩니다. 연방 
인구조사국은 각 가구당 하나의 설문지만 받아 
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 
숫자에 포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방 정부에 속한 직원이 집에 올 
것인가요? 
 
2020년 4월 말까지 인구조사 설문지에 귀하의 
가구에서 아무도 답하지 않을 경우에만 인구 
집계인이집을 방문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인구 
집계인은 귀하가 설문지에 직접 답변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 집계인은 보통 
아파트 건물에 출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세입자가 숫자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귀하의 가구에 찾아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우편으로 통지를 받는 즉시 인구조사 
설문지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Los Angeles 시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평등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편의 신청을 위하여 장애인 부서 DOD.Contact@lacity.org로 또는 (213) 202-5668로 영업일 기준 5일 또는 그전에 연락 하십시오. 

배우자. 참여하자. 포함되자.

#2020Census

https://census.lacity.org/korean/home
https://census.lacity.org/sites/g/files/wph1201/f/5.30.19_renters%20in%20la.pdf 


노숙자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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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조사가 노숙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Los Angeles 노숙자 서비스 당국이 실시한 2018
년 Los Angeles 와 교외를 포함하는 지역의 
노숙자 집계에 따르면 Los Angeles 시에는 
약 36,000 명 이상의 노숙자와 노숙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런 개인들의 숫자가 더 적게 집계되는 
것은 섹션 8 거주지 선택 지원 프로그램 (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s Program), 
노숙자를 위한 의료보험 프로그램, 노숙 청소년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한 수십억 달러의 연방자금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숙자 서비스 제공자는 정확한 
집계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나요? 
 
LA의 노숙자 인구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되는 것은 
중요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위한 자금의 정당한 
할당액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의 
완전 계수 위원회 및 연방 인구조사국 사무실과 
협력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웃리치 전략을 
개발하고 이들이 살고 있는 장소들을 파악하도록 
하십시오.  

연방 인구조사국은 노숙을 
경험하는 개인들을 어떻게 집계할 
것인가요? 
 
서비스를 근거로 한 숫자 집계
(2020년 3월 30일 - 4월 1일)
그들이 서비스를 받는 곳이나(보호소나 무료 
급식소를 포함) 텐트를 세워 놓은 야외 공간에서 
집계합니다. 

임시 거주 장소에서 집계
(2020년 4월 9일 - 5월 4일)
확정된 거주지가 없는 사람들은 호텔이나 모텔과 
같은 임시 거주 장소에서 집계합니다. 

인구조사 설문지 질문
인구조사 답변인에게 자신의 집에 임시로 
거주하며 가구의 일원으로서 이미 집계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요청합니다. 

Los Angeles 시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평등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편의 신청을 위하여 장애인 부서 DOD.Contact@lacity.org로 또는 (213) 202-5668로 영업일 기준 5일 또는 그전에 연락 하십시오. 

배우자. 참여하자. 포함되자.

#2020Census

https://census.lacity.org/korean/home
https://www.lahsa.org/documents?id=3421-2019-greater-los-angeles-homeless-count-city-of-los-angel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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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조사와 사업주와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5년 마다 한 번씩 연방 인구조사국은 경제 
인구조사 (Economic Census) 를 실시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주가 
사업체를 어디에 개업하거나, 사업체 확장이나 
종업원들에게 얼마의 월급을 주는지 까지 모든 
것에 관한 결정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지역 정부 
기관들이 지역의 경제 실적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구조사는 경제발전과 삶의 질에 관련된 
연방 자금 사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공공기반 
시설 개발 및 교통 프로젝트와 같이 사업체와 
직장들이 어디에 세워지는가에 영향을 줍니다. 
 
인구조사에 관해 내 직원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나요?
 
귀하의 직원들이 인구조사 설문지를 기입하여 
집계에 참여하도록 장려하십시오. 만약 참여하지 
않으면 중요한 정보와 연방정부 자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어디에 사업체를 열어야 
하는지 또는 잠재적 소비자들의 인구 분석에 
관하여 결정할 때 정확한 자료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지역 정부기관은 지역 경제가 어떤지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연방정부는 귀하의 커뮤니티를 향상시키는 작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체, 상공 위원회 및 기타 
단체들이 인구조사 아웃리치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있나요?
 
인구조사 친선대사 (Census Goodwill 
Ambassador) 가 되어 인구조사 참여의 중요성을 
상공 위원회 멤버나 소비자들에게 알리십시오. 
사무실이나 직원 휴게실에 인터넷 접속이 없는 
직원들을 위한 인구조사 실시 키오스크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인구 조사 2020
에 관한 메시지를 프로그램, 서비스, 뉴스레터, 
웹사이트에 포함하십시오.

Los Angeles 시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평등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편의 신청을 위하여 장애인 부서 DOD.Contact@lacity.org로 또는 (213) 202-5668로 영업일 기준 5일 또는 그전에 연락 하십시오. 

배우자. 참여하자. 포함되자.

#2020Census

https://census.lacity.org/korean/home
https://www.census.gov/ec17faqs#par_textimage_0
https://www.census.gov/ec17faqs#par_textimage_0


장애인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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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조사가 장애인에게 왜 
중요한가요? 
 
연방 인구조사국의 2018년 인구 추정에 의하면 
2013년과 2017년도 사이에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6.3%가 65세 이하의 
장애인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청각 장애인 또는 듣는 것이 어려운 개인, 시각 
장애인이나 지적 장애를 가진 개인들은 반드시 
숫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애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부정확한 인구 집계를 통해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료제도 및 안전망 프로그램, 대의 정치 
제도를 위한 연방 자금을 위태롭게 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인구조사 
설문지에 답할 수 있나요?
 
인구조사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구조사 핫라인으로 전화하여 질문에 
답하거나 인구조사 집계인으로 부터 인쇄된 
설문지를 받아서 기입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인구조사 친선대사 그리고 완전 계수 위원회가 
지역사회에 기반한 단체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통하여 말하기, 언어, 시각 또는 기타 장애가 있는 
개인들과 답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개인들을 
돕기 위해 활동할 것입니다. 인구조사국은 미식 
수화, 점자, 큰 활자 인쇄를 포함하여 59개의 
외국어 용어 해설과 비디오 또는 인쇄된 가이드를 
제공할 것입니다.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구조사 설문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예. 온라인 설문 조사서는 12개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스패니시, 중국어(간체자), 베트남어, 
한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타갈로그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아이티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인구조사 핫라인도 상기 언어로 
지원하며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전화 통신 장비도 
제공할 것입니다. 

인쇄된 설문지는 영어와 스패니시로 되어 
있습니다.

Los Angeles 시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평등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편의 신청을 위하여 장애인 부서 DOD.Contact@lacity.org로 또는 (213) 202-5668로 영업일 기준 5일 또는 그전에 연락 하십시오. 

https://census.lacity.org/korean/home
https://census.lacity.org/sites/g/files/wph1201/f/5.14.19_LA%20city%20census%20data%202018%20estimates.pdf
https://www.census.gov/quickfacts/fact/note/US/DIS010217
https://www2.census.gov/programs-surveys/decennial/2020/program-management/memo-series/2020-memo-2018_06.pdf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2020 인구조사 가이드

census.lacity.org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인구조사는 
왜중요한가요? 
 
병원, 건강보험 회사, 지역 정부, 대학 등은 
인구조사 자료에 의지하여 정책, 지역사회 필요 
평가 및 기타 더 많은 것에 관해 정보를 통한 
결정을 내립니다. 

연방 인구조사국의 2018년 인구 추정에 의하면 
Los Angeles 의 주민 중 17.2%가 65세 이하이며 
건강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인구조사 자료를 통한 
정보는 메디케이드 (Medicaid), 메디케어 파트 B 
(Medicare Part B) , 여성, 유아, 아동을 위한 추가 
영양 프로그램(WIC),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
(CHIP), 보건소 및 기타와 같은 중요한 프로그램에 
자금을 투자하도록 돕습니다. 캘리포니아(2010 
인구조사 자료 “카운팅 포 달러스2020”에 의하면)  
에서는 550억달러가 메디케이드 하나에만 할당 
되었습니다. 
 
종합 병원이나 양로원의 환자들은 
어떻게 집계되나요? 
 
모든 사람들은 2020년 4월 1일(인구조사 일)
과 그 전을 기준으로 자신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잠을 자는 곳에서 집계되어야 합니다. 대학 병원과 
양로원은 공동 숙소로 분류됩니다. 2020 년 초에 
귀하의 시설이 연방 인구조사국으로 직접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또는 지명된 직원이 환자들로 부터 
인구조사 설문지를 수집할 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연방 인구조사국  직원이 귀하의 관리 

사무실에 연락할 것입니다.
설문지는 영어를 구사하지 않는 
환자들도 사용할 수 있나요?
 
예. 온라인 설문 조사서는 12개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스패니시, 중국어(간체자), 베트남어, 
한국어, 러시아어, 아라비아어, 타갈로그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아이티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인구조사 핫라인도 
상기 언어로 지원하며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전화 
통신 장비도 준비될 것입니다. 

인쇄된 설문지는 영어와 스패니시로 되어 
있습니다.

미식 수화, 점자, 큰 활자를 포함하여 59개의 
외국어 용어 해설과 비디오 또는 인쇄된 가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os Angeles 시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평등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편의 신청을 위하여 장애인 부서 DOD.Contact@lacity.org로 또는 (213) 202-5668로 영업일 기준 5일 또는 그전에 연락 하십시오. 

배우자. 참여하자. 포함되자.

#2020Census

https://census.lacity.org/sites/g/files/wph1201/f/5.14.19_LA%20city%20census%20data%202018%20estimates.pdf
http://civilrightsdocs.info/pdf/census/2020/Census-Health-Care-Factsheet.pdf
https://gwipp.gwu.edu/sites/g/files/zaxdzs2181/f/downloads/IPP-1819-3%20CountingforDollars_CA.pdf
https://www.census.gov/2018censustest/gq
https://www2.census.gov/programs-surveys/decennial/2020/program-management/memo-series/2020-memo-2018_06.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