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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스 조사 자금 조달 기회 
신청서는 반드시 영어로 제출 

 

Washington Census Equity Fund(워싱턴 인구조사 형평성 

펀드)는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활동을 지원해 주 전역에서 

강력하고 정확한 인구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선기금  

성격의 공동 조성 자금으로 Philanthropy Northwest에서 

관리합니다. 

 

Regional Census Fund(지역 인구조사 자금)는 킹 카운티 전역에 

걸쳐 강력하고 정확한 인구조사를 목표로 하는 Seattle 

Foundation, 시애틀시 및 킹카운티 간의 파트너십입니다. 이 

자금은 Seattle Foundation에서 관리합니다. 

 

인구조사란? 

미국 헌법에 따라 10년에 한 번씩 미 전국의 인구조사를 통해 

비시민권자와 서류미비 이민자를 포함해 모든 주민의 수를 

조사해야 합니다. 10년 주기로 실시되는 이번 센서스 조사의 

목표는 202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미국 내 전체 주민의 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연방 지원자금을 주와 지방에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정확한 인구조사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인구조사 

데이터가 말해주는 커뮤니티의 인구 통계적 특성, 요구, 자산에 

따라 지역에  연방 지원금이 배분됩니다. 워싱턴주가 정당한 몫의 

지원을 받으려면, 센서스 사무국에서 우리 주의 역동적이고 

다양한 인구를 정확히 조사하는 까다로운 작업을 제대로 

수행해야만 합니다. 

 

우선 고려 대상  : 

• 커뮤니티 기반 및 풀뿌리 비영리 단체의 신청서 

• 커뮤니티 또는 문화단체의 개인 봉사자들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직원들이 운영하는 단체의 신청서  

• 해당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접촉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서  

• 전통적으로 과소 집계된 커뮤니티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이 포함된 신청서 

2020년 센서스  조사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사항들 

현재 2020년 인구조사는 조사의 정확성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두 가지 

장애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방 인구조사 예산 삭감 –  2020년 센서스 조사는 

역사상 가장 적은 예산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커뮤니티 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연방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약 정보 

공고일:  2019년 4월 15일 

마감시한:  2019년 5월 15일  

2차 자금 조성은 2019년 가을 예정  

전체 운용 가능액:  

주 전체 자금: 보조금으로 800,000달러 조성 

예정(보조금 금액은 상이하며 Philanthropy 

Northwest에서 배분 예정) 

지역 자금: 보조금으로 700,000달러 조성 

예정(보조금 금액은 상이하며 Seattle 

Foundation에서 배분 예정)  

설명: 자금 조성을 통해,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전반에 걸쳐 집계가 어려운 

커뮤니티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대민 관계, 1대 1 기술 지원 및 기타 모임 

또는 행사 등 계획이나 참여 유도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유형: 관련 단체는 인구조사 전반에 

걸쳐 업무 지원을 위해 최대 

50,000달러까지 보조금을 

신청하십시오(향후 보조금 주기에서는 

인구조사 기간 동안 대민 관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다 소규모의 유연한 자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격 조건: 501c3 단체(또는 501c3 재정 

후원자가 있는 단체). 

영어로 진행되는 정보 세션: “Census 

Friday” 콜 예정일:  4월 26일, 4월 19일과 

16일 그리고 5월 3일 오전 10시  

▲컨퍼런스 전화: (267)930-4000 

▲참여자 코드: 329-70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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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제약– 2020년 센서스 조사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첫번째 인구조사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연방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이전에 계획된 테스트가 아직 완료되지 못했고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온라인 

형식은 특히 어려운 장애요인이 될 것입니다.  

"집계가 어려운" 인구란?  

역사적으로 인구조사에서는 저소득, 원주민, 이민자, 인종 및 민족적 소수계,  청년, 이동성이 높은 인구(노숙자 및 

세입자 등) 및 농촌 지역 거주 인구 등이 대량으로 누락돼 왔습니다.  

• 5세 미만 어린이 6명 가운데 1명이 집계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합니다. 

 

워싱턴주 내 우선 자금 지원 대상 계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색인종 커뮤니티  

• 원주민 

• 이민자 및 난민 커뮤니티 

• 저소득 계층 

• 노숙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인 

• 영어가 아닌 외국어 사용자 

• LGBTQIA 인구 

• 청년층 

• 원거리 지역(예: 농촌) 

제안서 제출에 관한 추가 문의 이메일 발송처: 

WASHINGTON CENSUS EQUITY FUND(주 전체): 

 LESLIE SILVERMAN: CENSUSEQUITY@PHILANTHROPYNW.ORG   

 REGIONAL CENSUS FUND(킹 카운티):  

BAO-TRAM DO: B.DO@SEATTLEFOUNDATION.ORG  

당국 웹사이트에서 최신 업데이트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WASHINGTON CENSUS EQUITY FUND(주 전체): HTTPS://PHILANTHROPYNW.ORG/WASHINGTON-

CENSUS-EQUITY-FUND  

REGIONAL CENSUS FUND(킹 카운티): 

HTTPS://WWW.SEATTLEFOUNDATION.ORG/NONPROFITS/NONPROFITGRANT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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