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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주 여러분께,
미국 인구조사국은 매우 중요한 설문 조사인 SIPP(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 귀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몇 주 이내에 인구조사국 현장 담당자가 이 설문 조사와 관련하여 귀하의 가정에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 설문 조사 참여는 매우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이 설문 조사를 통해 미국 수백만 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 프로그램의 결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정책 입안자들은 설문 조사 결를 
사용해 사회보장 시스템의 향후 요구 사항,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 변 
효, 의료 비용 및 건강보험 변 사항에 대한 영향을 평가합니다. 여러분이 선출한 
공직자들에게 정확한 최신 제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소득 수준의 국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인구 조사국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을 보장하려면 여러분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귀하의 
주소는 귀하와 같은 수천여 개의 다른 가구를 대표하도록 학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한다고 해서 생기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답변하지 않았을 우 결의 정확성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 인구 조사국은 법률에 따라 귀하의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인구 조사국은 개인 
또는 가구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귀하의 답변을 외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 설문 조사를 미국 연방법 Title 13, United State Code, Section 141 및 
182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은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답변은 비밀로 
보관합니다.(Title 13, United State Code, Section 9). 2015년의 연방 사이버 보안 
강화법(Federal Cybersecurity Enhancement Act)에 따라 귀하의 데이터는 전송 
시스템의 심사를 통해 사이버 보안 위험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은 이 서신의 뒷면에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www.census.gov/sipp 에 방문하거나 다음 주소로 US 인구 조사국에 연락해 주십시오.

중요한 설문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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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들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시행하지만 일부 정보는 더 자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설문
조사는 중요한 문제, 예를 들어, 직장에서 체험한 변화, 건강보험 보장 범위, 의료비
지출, 아동과 성인의 복지, 육아 및 아동 지원 상태, 퇴직과 연금 계획, 정부 프로그램의
참여 및 기타 정보에 관한 최신 자료를 제공합니다. 본 설문 조사의 결과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되려면 귀하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입니다.

인구 조사국이 이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구 조사국이 이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구 조사국은 법률에 따라 귀하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인구 조사국은 개인
또는 가구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귀하의 응답을 외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여러분의 응답은 통계 작성만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인구 조사국은 제공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나요?

인구 조사국은 여러분이 제공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의 정보와 결합하여 통계를
산출합니다. 효율적으로 인구 조사국은 귀하가 타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타
기관에 제공했을 수 있는 정보를 얻으려고 시도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여러분의 자료가
완전한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 설문 조사의 질문 수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1974년 개인 정보 보호법(U.S.C. Section 552a)에 따르면 인구 조사국 직원은 여러분이
제공하는 정보를 기록통보 시스템 COMMERCE/Census-3, 인구통계 조사집(인구
조사국 샘플링 프레임)에 명시된 직무관련 목적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설문
조사 답변을 보호하는 동일한 비밀보장 법은 당사가 수집하는 모든 추가 정보도
보호합니다. 인구 조사국이 이 자료를 귀하의 설문 조사 응답과 결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인터넷 웹 사이트(https://census.gov/about/what/admin-data.html)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설문 조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설문 조사는 정보 수집까지 한 명당 약 63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침을 검토하고 답변을 작성 및 검토하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이 부담을 
줄이는 제안을 포함하여 본 자료 수집 프로세스의 시간 추정 또는 기타 측면에 대한 
의이 있으면 Demo Survey Comments Project 0607-1000, U.S Census Bureau, 
4600 Silver Hill Road, ADDP-8H590, Washington, DC 20233으로 의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DEMO.PAPERWORK@census.gov으로 이메일을 보내셔도 됩니다. 제목에 
"Demo Survey Comments Project 0607-1000"을 기재해주십시오.

이 설문 조사는 유효한 OMB 통제 번호 없이 수행될 수 없습니다. 미국 연방
관리예산국이 이 설문 조사를 승인했으며 통제 번호 0607-1000을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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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주 여러분께,
미국 인구조사국은 매우 중요한 설문 조사인 SIPP(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 귀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몇 주 이내에 인구조사국 현장 담당자가 이 설문 조사와 관련하여 귀하의 가정에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 설문 조사 참여는 매우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이 설문 조사를 통해 미국 수백만 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 프로그램의 결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정책 입안자들은 설문 조사 결를 
사용해 사회보장 시스템의 향후 요구 사항,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 변 
효, 의료 비용 및 건강보험 변 사항에 대한 영향을 평가합니다. 여러분이 선출한 
공직자들에게 정확한 최신 제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소득 수준의 국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인구 조사국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을 보장하려면 여러분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귀하의 
주소는 귀하와 같은 수천여 개의 다른 가구를 대표하도록 학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한다고 해서 생기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답변하지 않았을 우 결의 정확성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 인구 조사국은 법률에 따라 귀하의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인구 조사국은 개인 
또는 가구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귀하의 답변을 외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 설문 조사를 미국 연방법 Title 13, United State Code, Section 141 및 
182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은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답변은 비밀로 
보관합니다.(Title 13, United State Code, Section 9). 2015년의 연방 사이버 보안 
강화법(Federal Cybersecurity Enhancement Act)에 따라 귀하의 데이터는 전송 
시스템의 심사를 통해 사이버 보안 위험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은 이 서신의 뒷면에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www.census.gov/sipp 에 방문하거나 다음 주소로 US 인구 조사국에 연락해 주십시오.

중요한 설문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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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들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시행하지만 일부 정보는 더 자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설문
조사는 중요한 문제, 예를 들어, 직장에서 체험한 변화, 건강보험 보장 범위, 의료비
지출, 아동과 성인의 복지, 육아 및 아동 지원 상태, 퇴직과 연금 계획, 정부 프로그램의
참여 및 기타 정보에 관한 최신 자료를 제공합니다. 본 설문 조사의 결과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되려면 귀하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입니다.

인구 조사국이 이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구 조사국이 이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구 조사국은 법률에 따라 귀하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인구 조사국은 개인
또는 가구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귀하의 응답을 외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여러분의 응답은 통계 작성만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인구 조사국은 제공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나요?

인구 조사국은 여러분이 제공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의 정보와 결합하여 통계를
산출합니다. 효율적으로 인구 조사국은 귀하가 타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타
기관에 제공했을 수 있는 정보를 얻으려고 시도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여러분의 자료가
완전한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 설문 조사의 질문 수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1974년 개인 정보 보호법(U.S.C. Section 552a)에 따르면 인구 조사국 직원은 여러분이
제공하는 정보를 기록통보 시스템 COMMERCE/Census-3, 인구통계 조사집(인구
조사국 샘플링 프레임)에 명시된 직무관련 목적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설문
조사 답변을 보호하는 동일한 비밀보장 법은 당사가 수집하는 모든 추가 정보도
보호합니다. 인구 조사국이 이 자료를 귀하의 설문 조사 응답과 결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인터넷 웹 사이트(https://census.gov/about/what/admin-data.html)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설문 조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설문 조사는 정보 수집까지 한 명당 약 63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침을 검토하고 답변을 작성 및 검토하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이 부담을 
줄이는 제안을 포함하여 본 자료 수집 프로세스의 시간 추정 또는 기타 측면에 대한 
의이 있으면 Demo Survey Comments Project 0607-1000, U.S Census Bureau, 
4600 Silver Hill Road, ADDP-8H590, Washington, DC 20233으로 의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DEMO.PAPERWORK@census.gov으로 이메일을 보내셔도 됩니다. 제목에 
"Demo Survey Comments Project 0607-1000"을 기재해주십시오.

이 설문 조사는 유효한 OMB 통제 번호 없이 수행될 수 없습니다. 미국 연방
관리예산국이 이 설문 조사를 승인했으며 통제 번호 0607-1000을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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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n D. Dillingham
국장

친애하는 주 여러분께,
미국 인구조사국은 매우 중요한 설문 조사인 SIPP(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 귀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몇 주 이내에 인구조사국 현장 담당자가 이 설문 조사와 관련하여 귀하의 가정에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 설문 조사 참여는 매우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이 설문 조사를 통해 미국 수백만 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 프로그램의 결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정책 입안자들은 설문 조사 결를 
사용해 사회보장 시스템의 향후 요구 사항,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 변 
효, 의료 비용 및 건강보험 변 사항에 대한 영향을 평가합니다. 여러분이 선출한 
공직자들에게 정확한 최신 제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소득 수준의 국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인구 조사국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을 보장하려면 여러분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귀하의 
주소는 귀하와 같은 수천여 개의 다른 가구를 대표하도록 학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한다고 해서 생기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답변하지 않았을 우 결의 정확성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 인구 조사국은 법률에 따라 귀하의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인구 조사국은 개인 
또는 가구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귀하의 답변을 외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 설문 조사를 미국 연방법 Title 13, United State Code, Section 141 및 
182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은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답변은 비밀로 
보관합니다.(Title 13, United State Code, Section 9). 2015년의 연방 사이버 보안 
강화법(Federal Cybersecurity Enhancement Act)에 따라 귀하의 데이터는 전송 
시스템의 심사를 통해 사이버 보안 위험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은 이 서신의 뒷면에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www.census.gov/sipp 에 방문하거나 다음 주소로 US 인구 조사국에 연락해 주십시오.

중요한 설문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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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들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시행하지만 일부 정보는 더 자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설문
조사는 중요한 문제, 예를 들어, 직장에서 체험한 변화, 건강보험 보장 범위, 의료비
지출, 아동과 성인의 복지, 육아 및 아동 지원 상태, 퇴직과 연금 계획, 정부 프로그램의
참여 및 기타 정보에 관한 최신 자료를 제공합니다. 본 설문 조사의 결과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되려면 귀하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입니다.

인구 조사국이 이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구 조사국이 이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구 조사국은 법률에 따라 귀하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인구 조사국은 개인
또는 가구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귀하의 응답을 외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여러분의 응답은 통계 작성만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인구 조사국은 제공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나요?

인구 조사국은 여러분이 제공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의 정보와 결합하여 통계를
산출합니다. 효율적으로 인구 조사국은 귀하가 타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타
기관에 제공했을 수 있는 정보를 얻으려고 시도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여러분의 자료가
완전한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 설문 조사의 질문 수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1974년 개인 정보 보호법(U.S.C. Section 552a)에 따르면 인구 조사국 직원은 여러분이
제공하는 정보를 기록통보 시스템 COMMERCE/Census-3, 인구통계 조사집(인구
조사국 샘플링 프레임)에 명시된 직무관련 목적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설문
조사 답변을 보호하는 동일한 비밀보장 법은 당사가 수집하는 모든 추가 정보도
보호합니다. 인구 조사국이 이 자료를 귀하의 설문 조사 응답과 결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인터넷 웹 사이트(https://census.gov/about/what/admin-data.html)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설문 조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설문 조사는 정보 수집까지 한 명당 약 63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침을 검토하고 답변을 작성 및 검토하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이 부담을 
줄이는 제안을 포함하여 본 자료 수집 프로세스의 시간 추정 또는 기타 측면에 대한 
의이 있으면 Demo Survey Comments Project 0607-1000, U.S Census Bureau, 
4600 Silver Hill Road, ADDP-8H590, Washington, DC 20233으로 의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DEMO.PAPERWORK@census.gov으로 이메일을 보내셔도 됩니다. 제목에 
"Demo Survey Comments Project 0607-1000"을 기재해주십시오.

이 설문 조사는 유효한 OMB 통제 번호 없이 수행될 수 없습니다. 미국 연방
관리예산국이 이 설문 조사를 승인했으며 통제 번호 0607-1000을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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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n D. Dillingham
국장

친애하는 주 여러분께,
미국 인구조사국은 매우 중요한 설문 조사인 SIPP(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 귀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몇 주 이내에 인구조사국 현장 담당자가 이 설문 조사와 관련하여 귀하의 가정에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 설문 조사 참여는 매우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이 설문 조사를 통해 미국 수백만 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 프로그램의 결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정책 입안자들은 설문 조사 결를 
사용해 사회보장 시스템의 향후 요구 사항,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 변 
효, 의료 비용 및 건강보험 변 사항에 대한 영향을 평가합니다. 여러분이 선출한 
공직자들에게 정확한 최신 제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소득 수준의 국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인구 조사국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을 보장하려면 여러분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귀하의 
주소는 귀하와 같은 수천여 개의 다른 가구를 대표하도록 학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한다고 해서 생기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답변하지 않았을 우 결의 정확성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 인구 조사국은 법률에 따라 귀하의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인구 조사국은 개인 
또는 가구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귀하의 답변을 외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 설문 조사를 미국 연방법 Title 13, United State Code, Section 141 및 
182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은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답변은 비밀로 
보관합니다.(Title 13, United State Code, Section 9). 2015년의 연방 사이버 보안 
강화법(Federal Cybersecurity Enhancement Act)에 따라 귀하의 데이터는 전송 
시스템의 심사를 통해 사이버 보안 위험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은 이 서신의 뒷면에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www.census.gov/sipp 에 방문하거나 다음 주소로 US 인구 조사국에 연락해 주십시오.

중요한 설문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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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들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시행하지만 일부 정보는 더 자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설문
조사는 중요한 문제, 예를 들어, 직장에서 체험한 변화, 건강보험 보장 범위, 의료비
지출, 아동과 성인의 복지, 육아 및 아동 지원 상태, 퇴직과 연금 계획, 정부 프로그램의
참여 및 기타 정보에 관한 최신 자료를 제공합니다. 본 설문 조사의 결과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되려면 귀하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입니다.

인구 조사국이 이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구 조사국이 이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구 조사국은 법률에 따라 귀하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인구 조사국은 개인
또는 가구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귀하의 응답을 외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여러분의 응답은 통계 작성만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인구 조사국은 제공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나요?

인구 조사국은 여러분이 제공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의 정보와 결합하여 통계를
산출합니다. 효율적으로 인구 조사국은 귀하가 타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타
기관에 제공했을 수 있는 정보를 얻으려고 시도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여러분의 자료가
완전한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 설문 조사의 질문 수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1974년 개인 정보 보호법(U.S.C. Section 552a)에 따르면 인구 조사국 직원은 여러분이
제공하는 정보를 기록통보 시스템 COMMERCE/Census-3, 인구통계 조사집(인구
조사국 샘플링 프레임)에 명시된 직무관련 목적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설문
조사 답변을 보호하는 동일한 비밀보장 법은 당사가 수집하는 모든 추가 정보도
보호합니다. 인구 조사국이 이 자료를 귀하의 설문 조사 응답과 결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인터넷 웹 사이트(https://census.gov/about/what/admin-data.html)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설문 조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설문 조사는 정보 수집까지 한 명당 약 63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침을 검토하고 답변을 작성 및 검토하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이 부담을 
줄이는 제안을 포함하여 본 자료 수집 프로세스의 시간 추정 또는 기타 측면에 대한 
의이 있으면 Demo Survey Comments Project 0607-1000, U.S Census Bureau, 
4600 Silver Hill Road, ADDP-8H590, Washington, DC 20233으로 의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DEMO.PAPERWORK@census.gov으로 이메일을 보내셔도 됩니다. 제목에 
"Demo Survey Comments Project 0607-1000"을 기재해주십시오.

이 설문 조사는 유효한 OMB 통제 번호 없이 수행될 수 없습니다. 미국 연방
관리예산국이 이 설문 조사를 승인했으며 통제 번호 0607-1000을 부여했습니다.



SIPP-508(L1)(W1) NY (12-2020) census.gov

Office of the Director
Washington, DC 20233
U.S. Census Bureau

DC

REGIONAL DIRECTOR
U.S. CENSUS BUREAU
32 OLD SLIP, 9TH FLOOR
NEW YORK, NY 10005-0114
전화번호: 1–800–991–2520

Steven D. Dillingham
국장

친애하는 주 여러분께,
미국 인구조사국은 매우 중요한 설문 조사인 SIPP(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 귀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몇 주 이내에 인구조사국 현장 담당자가 이 설문 조사와 관련하여 귀하의 가정에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 설문 조사 참여는 매우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이 설문 조사를 통해 미국 수백만 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 프로그램의 결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정책 입안자들은 설문 조사 결를 
사용해 사회보장 시스템의 향후 요구 사항,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 변 
효, 의료 비용 및 건강보험 변 사항에 대한 영향을 평가합니다. 여러분이 선출한 
공직자들에게 정확한 최신 제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소득 수준의 국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인구 조사국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을 보장하려면 여러분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귀하의 
주소는 귀하와 같은 수천여 개의 다른 가구를 대표하도록 학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한다고 해서 생기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답변하지 않았을 우 결의 정확성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 인구 조사국은 법률에 따라 귀하의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인구 조사국은 개인 
또는 가구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귀하의 답변을 외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 설문 조사를 미국 연방법 Title 13, United State Code, Section 141 및 
182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은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답변은 비밀로 
보관합니다.(Title 13, United State Code, Section 9). 2015년의 연방 사이버 보안 
강화법(Federal Cybersecurity Enhancement Act)에 따라 귀하의 데이터는 전송 
시스템의 심사를 통해 사이버 보안 위험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은 이 서신의 뒷면에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www.census.gov/sipp 에 방문하거나 다음 주소로 US 인구 조사국에 연락해 주십시오.

중요한 설문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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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들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시행하지만 일부 정보는 더 자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설문
조사는 중요한 문제, 예를 들어, 직장에서 체험한 변화, 건강보험 보장 범위, 의료비
지출, 아동과 성인의 복지, 육아 및 아동 지원 상태, 퇴직과 연금 계획, 정부 프로그램의
참여 및 기타 정보에 관한 최신 자료를 제공합니다. 본 설문 조사의 결과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되려면 귀하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입니다.

인구 조사국이 이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구 조사국이 이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구 조사국은 법률에 따라 귀하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인구 조사국은 개인
또는 가구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귀하의 응답을 외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여러분의 응답은 통계 작성만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인구 조사국은 제공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나요?

인구 조사국은 여러분이 제공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의 정보와 결합하여 통계를
산출합니다. 효율적으로 인구 조사국은 귀하가 타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타
기관에 제공했을 수 있는 정보를 얻으려고 시도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여러분의 자료가
완전한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 설문 조사의 질문 수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1974년 개인 정보 보호법(U.S.C. Section 552a)에 따르면 인구 조사국 직원은 여러분이
제공하는 정보를 기록통보 시스템 COMMERCE/Census-3, 인구통계 조사집(인구
조사국 샘플링 프레임)에 명시된 직무관련 목적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설문
조사 답변을 보호하는 동일한 비밀보장 법은 당사가 수집하는 모든 추가 정보도
보호합니다. 인구 조사국이 이 자료를 귀하의 설문 조사 응답과 결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인터넷 웹 사이트(https://census.gov/about/what/admin-data.html)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설문 조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설문 조사는 정보 수집까지 한 명당 약 63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침을 검토하고 답변을 작성 및 검토하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이 부담을 
줄이는 제안을 포함하여 본 자료 수집 프로세스의 시간 추정 또는 기타 측면에 대한 
의이 있으면 Demo Survey Comments Project 0607-1000, U.S Census Bureau, 
4600 Silver Hill Road, ADDP-8H590, Washington, DC 20233으로 의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DEMO.PAPERWORK@census.gov으로 이메일을 보내셔도 됩니다. 제목에 
"Demo Survey Comments Project 0607-1000"을 기재해주십시오.

이 설문 조사는 유효한 OMB 통제 번호 없이 수행될 수 없습니다. 미국 연방
관리예산국이 이 설문 조사를 승인했으며 통제 번호 0607-1000을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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