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곧 있게 될 미국 인구 발표

산출물

2015–2019  
미국 지역사회 조사 

(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5-년 추산치

2020년 
 인구 통계 분석

빈티지 2020  
인구 추산치

연방 하원 의석수 
할당을 위한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집계

공개 시기 2020년 12월 10일  
(매체 엠바고 적용 가능).

2020년 12월 15일  
(매체 엠바고 없음).

2020년 12월 22일 
(매체 엠바고 없음).

가능한 한 2020년 
12월 31일 법정 기한 
이전 (매체 엠바고 
없음)에 공개.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서 
산출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 
지역사회 조사 (American 
Community Survey)는 
10년에 한 번 있는 센서스 
인구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인구 
통계 분석은 
센서스 인구조사와 
독립적으로 
산출됩니다.

아닙니다. 빈티지 
2020 추산치는 
201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목적 1년 동안의 국가의 상세한 
모습과 40개 이상의 
주제 대부분에 대한 지역 
통계를 제공하는 유일한 
출처입니다.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자금 지원 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미국 인구의 
최고, 중간 및 최저 
추산치를 제공하여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의 품질을 
평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지난 번 센서스 
인구조사 이후의 
인구 변화(출생, 
사망 및 이주)
를 계산하여 현재 
인구에 대한 
연간 추산치를 
제공합니다.

미국 연방 헌법 및 
정부법 제13편1에 
따라 미국 하원에서 
각 주(state)를 
대표하는 의석수를 
결정합니다.

대상 기간 2015년부터 2019년에 걸쳐 
추출된 데이터.

2020년 4월 1일. 2010년 4월 1일, 및 
2010년 7월 1일에서 
2020년까지.

2020년 4월 1일.

1 2021년에 추가로 공개될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는 또한 입법 지구를 재구획하고,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자금 배분을 위한 정보와, 향후 10년 
동안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미국 인구에 대한 네 가지 주요 통계를 연말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아래의 표는 이들 통계가 무엇에 
대한 것이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합니다. 인구조사국은 선거구 획정에 사용되는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서 산출한 
지역 인구 수 집계를 2021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산출물

2015–2019  
미국 지역사회 조사 

(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5-년 추산치

2020년 
 인구 통계 분석

빈티지 2020  
인구 추산치

연방 하원 의석수 
할당을 위한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집계

사용 가능한 
데이터

교육, 소득, 건강 보험 
혜택, 통근, 직업 및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포함하는 
40개 이상의 주제에 대한 
정보.

연령 및 성별에 따른 
3 인구 집단에 대한 
추산치.
• 흑인/비 흑인  

(연령 0–85세+).

• 흑인 또는 하나 
이상의 인종과의 
혼합/비흑인 
또는 하나 이상의 
인종과의 혼합 
(연령 0-85세+).

• 히스패닉/
비히스패닉 
(연령 0–29세).

총 인구 및 투표 
연령 (18세+) 인구. 
추가 상세 정보는 
2021년에 공개될 
예정임.

총 거주자 인구 및 
해외 거주자 수.2, 3 

사용 가능한 
지리적 수준

미국 전체, 주 (state)
카운티, 장소, 인구 조사
표준 지역 등.4

미국 전체.5 미국 전체, 주 
(state), 및 
컬럼비아 특별구 
(워싱턴 D.C.). 추가 
지리적 정보는 2021
년에 공개될 예정임.

미국 전체, 50개 
주 (state) 전체, 
컬럼비아 특별구
(워싱턴 D.C.) 및 
푸에르토리코.6 

데이터의 
출처

매월 수집된 샘플 설문 조사. 출생 및 사망 기록 
분석, 국제 이주에 
관한 데이터 그리고 
메디케어 기록.

출생, 사망 및 
이주에 대한 최신 
기록으로 업데이트 
된 이전 센서스 
인구조사.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2 여기에는 고용하고 있는 연방 기관에서 응답한대로 미국 내에서 거주했던 주(state)로 할당된 해외에 거주하는 미군 및 연방 민간인 직원(및 해외에서 함께 
거주하는 부양 가족)이 포함됩니다.

3 인구조사국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대통령 각서에 따라 비합법 이민자 수를 집계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4 ACS 5-년 공개를 포함한 지리적 수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census.gov/programs-surveys/acs/geography-acs/areas-published.html>에서 볼 

수 있습니다. 
5 인구조사국은 주(state) 및 카운티 수준에서 0~4세 인구에 대한 인구 통계 분석 추산치를 2022년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 추산치에는 현지 관할 구역에서는 

아직 제공되고 있지 않는 현재 출생 기록이 포함될 것입니다.
6 해외 집계에는 푸에르토리코는 제외됩니다. 참고로,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 D.C.) 및 푸에르토리코의 인구 수는 연방 하원 의석수 할당에 사용되거나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state) 수준 이하의 지역에 대한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는 2021년에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