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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년에 한 번씩 캘리포니아와 미전역의 모든 주민들은 미국 내
정확한 인구수 파악을 위한 센서스(인구조사) 양식을 작성합니다.
인구조사는 우리 가족을 지원하는 중요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위한
캘리포니아가 받게 될 연방 재정을 배정하고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DC
에서 대표권의 공정한 몫을 결정합니다.

4. 다음 인구조사는 2020년 봄에 실시됩니다.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께서는 이 모든 재원이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구조사를 위한 설문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중순부터 각 가정은 안내문을 우송 받을 것입니다. 이
안내문은 인구조사 설문 작성을 위한 방법들을 설명합니다. 이 편지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도 온라인이나 전화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귀하의 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2020년 인구조사 참여요청을 위한 초청장 발송
알림 서신 발송
알림 엽서 발송

인구조사일!

2차 알림편지 및 종이 설문지 발송

방문 조사 전 마지막 안내 엽서 발송

모든
캘리포니아
시민들이
인구조사에
참여해야 하는
까닭

작성 방법

인구조사는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됩니다. 인구조사는
캘리포니아가 주요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집행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 양식을 완성하시면 귀하의 커뮤니티가 공정한 몫의 예산을
배정받는 데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도로 정비 및 학교 발전

노인,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기금 마련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 개선
2020 인구조사의 일환으로 수집된 정보는 다른 정부 기관과
공유되거나 귀하의 이익에 반하여 활용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다르고 다양합니다. 모든 캘리포니아인들이 중요합니다. 인구조사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은 2020 인구조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세 가지의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편 영어 또는 스페인어로 인쇄된 인구조사 양식을
요청하십시오. 작성 후 우편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전화 이번 인구조사는 전화를 통해 13개 언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상 최초로 온라인에서 13개 언어의 인구조사
양식이 제공됩니다.

동영상 및 인쇄본 안내서가 영어가 아닌 59개의 언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 수화 동영상 및 점자 인쇄본 안내서도 제공됩니다.
어떤 양식을 선택하시든 꼭 작성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