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는 
소중합니다.  

함께 할 때 잘 살 
수 있습니다!

2020census.gov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세요?
2020census.gov를 방문하세요.
벨뷰 시청, Crossroads Bellevue의 
미니 시청(Mini-City Hall) 또는 
킹 카운티 도서관을 방문하세요.

모든 가구는 온라인, 전화 또는 우편 중 선택하여 응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전화 설문은 영어와 12개의 외국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전화 응답

3월 12일-20일 응답할 초대장이 우편 발송됩니다. 

인구조사의 날 – 4월 1일, 우리 모두를 집계합니다!

아직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

4월 8일-16일 종이 설문지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5월 - 7월 말
온라인, 전화, 우편으로 아직 응답하지 않은 경우 
인구조사 담당원이 직접 확인 연락을 드립니다.

대체 형식, 통역사 또는 적절한 편의사항 요청은 최소 48시간 전에 425-452-2743(음성)번으로 전화하거나 grousseau@
bellevuewa.gov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편의사항에 대한 불만은 전화 425-452-6168(음성)번이나 이메일 ADATitleVI@
bellevuewa.gov로 벨뷰시 ADA/제6편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각 장애인인 경우 711번을 누르세요. 모든 
회의는 휠체어를 이용하여 참석이 가능합니다. CDD_19_5083

우편으로 초대장이 
발송됩니다



벨뷰가 얻는 혜택
인구조사 결과는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 방향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2010년 인구조사의 결과를 통해 
지난 10년간 벨뷰가 받은 연방 및 주 자금의 예입니다.

예상 가능한 사항
인구조사 설문의 질문 내용:
1. 2020년 4월 1일부로 귀하의 집에 살고 있거나 살게 될 예정이거나 머물고 있는 사람의 수 
2. 함께 지내는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

3. 자택 또는 임대 여부 
4. 전화번호 
5. 이름

6. 성별 
7. 나이/생년월일 
8. 히스패닉, 라틴계, 스페인 출신 여부

9. 인종

10. 양식을 작성하는 사람과 다른 가구 내 거주자의 관계

지역사회에 대한 10년 투자의 틀을 마련하는 10가지 질문에 
답하는 데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2020년 4월 1일은 인구조사의 날입니다

4월 1일 현재, 대부분의 시간을 생활하고 잠을 자는 곳을 기준으로 자신을 
집계하세요.

4월 1일, 신생아를 포함하여 가구 내 모든 사람의 수를 집계하세요. 가구에는 
귀하와의 관계에 상관없이 집에 살고 있거나 머물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분  
가지  
질문 년

$7,620만
교통 계획 및 건설

$1억 1,220만
벨뷰 교육청

$580만
지역사회 개발구역 보조금

$409만
워싱턴 주 세금 분배

귀하의 개인정보는 법에 의해 비밀을 보장받습니다. 인구 조사국은 FBI, ICE, 
국토안보부를 포함한 법정이나 다른 정부 기관과 귀하의 답변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답변은 정부 기관이나 법정에서 귀하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