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인구조사를 하는 동안 안전하게 지내십시오 

2020년 4월 1일은 인구조사일이지만 인구조사 활동은 0으로 끝나는 연도로 제한되지 않으며 

인구조사 사기도 아닙니다. 인구조사 사기꾼은 전화, 우편 또는 가정 방문을 통해 귀하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심지어 가짜 웹사이트로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미국 인구조사국은 10년에 한 번 진행되는 인구수 

조사와 더불어 매년 130회 이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가장 규모가 큰 미국 커뮤니티 

설문조사(ACS)는 매년 350만 이상의 가정으로 

보내집니다. ACS는 소득, 자산, 직업 상태, 가정 

편의시설, 심지어 출퇴근 등과 같은 것들에 대한 상세한 

질문으로 사기 의심이 들 수 있지만 이는 합법적이며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뒷면의 팁 참조). 

진짜 인구조사나 에이전트는 다음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사회 보장 번호, 은행, 신용 카드 또는 계좌 번호를 요구합니다. 

• 출퇴근 시간을 물어봅니다. 

• 돈이나 기부를 요구합니다. 

• 정당 지원을 요구합니다. 

•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인구조사원이 귀하의 신원, 돈 또는 소유물을 훔칠 방법을 찾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인구조사 사기는 집이나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인구조사국도 비즈니스 관련 설문조사를 

수행합니다). 실제로 인구조사국이 양식을 작성하라는 알림을 보내고 후속 조치로 응답하지 않은 

가구에 조사원을 보내는 2020년 초중반 봄에 특히 사기꾼을 조심하십시오. 

 

인구조사 사기 경고 신호 
인구조사국에서 보낸 것으로 주장하는 이메일을 받습니다. 가정 설문조사와 십년 

단위로 진행되는 인구조사의 경우, 에이전시가 거의 항상 우편으로 연락합니다. 

가짜 인구조사 에이전트는 귀하의 은행 계좌 번호 및 잔고와 같은 금융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인구조사국은 절대로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짜 인구조사원은 귀하에게 체포될 수 있다고 위협합니다. 인구조사 참여는 

법률에 의해 요구되지만, 귀하를 구금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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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조사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팁 
 

 

 

인구조사원이 합법적인지 확인하십시오. 모두 인구조사국 사진이 부착된 ID 

배지(상무부 워터마크와 만료일이 있음)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 커뮤니티 설문조사 또는 기타 인구조사 커뮤니케이션의 유효성을 

확인하려면 인구조사국의 국가 처리 센터(National Processing Center) 또는 지역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인구조사 우편물에 국가 처리 센터의 사이트인 Jeffersonville, IN의 반송 주소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른 곳에서 왔다면 사기입니다. 

해당 인구조사 웹사이트의 웹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주소에 census.gov가 

있는지 확인하고 브라우저 창에서 https:// 또는 자물쇠 기호를 찾으십시오. 

 

인구조사국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누군가에게 사회 보장 번호, 어머니의 결혼 

전 이름 또는 은행 또는 신용 카드 번호를 알려주지 마십시오. 

 

의심스러운 인구조사 이메일에 회신하거나 링크를 클릭하거나 첨부 파일을 열지 

마십시오. 

 

발신자 ID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사기꾼은 '스푸핑' 도구를 사용하여 실제 

인구조사국 번호로 전화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800-523-3205,  

800-642-0469 or 800-877-8339 (TDD/TTY) 번으로 국가 처리 센터에 전화하여 

전화 설문조사가 합법적인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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