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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조사원 교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앞으로 배우실 내용입니다. 

 

 인구조사원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 인구조사원은 도구를 이용해 인구조사와 그것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해당 지역사회를 교육시킬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메신저입니다. 

● 사람들은 정부나 다른 공적 기관보다도 자신들의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인구조사원인 여러분은 신뢰할 만한 인적 자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막강한 책임을 지닌 엘리트 팀의 

일원이 됩니다. 인구조사원은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중, 이웃 간 접근방식을 통해 대중들에게 

인구조사에 대해 알릴 것입니다. 

 

섹션 I – 인구조사 소개: 알아둬야 할 사항 
 

1. 인구조사란 무엇입니까?      
 

● 미국 인구조사(United States Census)는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이 인구수를 집계하기 

위해 10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조사입니다.  

● 미국 인구조사국은 197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짧은 양식과 긴 양식으로 된 두 개의 설문지를 

사용했습니다.  

● 과거는 이제 그만 잊어 버리죠! 2020년 인구조사 설문지는 9개의 질문만 있는 짧은 양식입니다. 

● 헌법은 전국 인구조사에 따라 10년마다 모든 사람 수가 집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 미국 인구조사국은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인구와 경제에 관한 양질의 자료를 국가에 제공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 Philly Counts는 인구조사를 실시하거나 인구조사 업무에 관한 채용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인구조사국이 이미 계획한 일을 지원하고 진행합니다. 

● 10년마다 하는 인구조사는 1790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 2020년 인구조사는 미국에서 실시되는 24번째 인구조사입니다.  

● 인구조사 작성은 법적 의무입니다. 

● 2020년 인구조사의 목표는 모든 사람을 적절한 곳에서 딱 한 번만 집계하는 것입니다. 

2. 왜 인구조사가 중요한가요? 인구조사 결과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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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조사는 단지 인구수를 집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10년간 필라델피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인구조사 데이터는 의회에서 대의권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필라델피아는 매년 30억 달러 이상의 연방 기금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와 사회의 필수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 실제보다 적은 집계는 다음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Medical Assistance Program(의료지원 프로그램) 

○ Medicare Part B(메디케어 파트 B). 

○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 

○ 학교 급식 프로그램. 

○ 특수 교육 보조금. 

○  고속도로 계획 및 건설 자금 지원. 필라델피아에서는 I-76, I-95, I-476, I-676 등의 주요 

고속도로의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 섹션 8 주택 공급. 

○ 특히 Federal Pell grants(연방펠 보조금). 

● 데이터는 또한 연구, 추세 분석 및 예측에도 사용됩니다. 이는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체 

개업 위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출처: Counting for Dollars 2020. 고속도로 계획 및 건설 

https://gwipp.gwu.edu/sites/g/files/zaxdzs2181/f/downloads/Highways%20CFD%2008-18-17.pdf  

 

3. 인구조사가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 인구조사 데이터는 국가의 변화상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주민, 사업체, 지방 정부 및 도시 

계획가 등의 모든 집단의 주요 정보원입니다. 

● 인구조사가 제대로 모든 사람을 집계해야 지역사회가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방 기금, 

보조금 및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은 다른 요인들 중에서도 성별, 연령, 인종별 분류 및 인구 총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https://gwipp.gwu.edu/sites/g/files/zaxdzs2181/f/downloads/Highways%20CFD%2008-18-17.pdf
https://gwipp.gwu.edu/sites/g/files/zaxdzs2181/f/downloads/Highways%20CFD%2008-18-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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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은 인구조사를 이용해 법률 제정, 삶의 질 및 소비자 옹호와 관련된 지역사회 이니셔티브를 

지원합니다. 

● 사업체는 인구조사국 데이터를 이용해 어디에 새로운 매장, 공장 및 사무실을 열 것인지를 결정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 지방 정부 공무원은 인구조사를 이용해 공공안전을 보장하고 새로운 학교와 병원 설립을 계획합니다. 

● 부동산 개발업자와 도시 계획가는 인구조사를 이용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근 편의시설을 

조성합니다. 

 

4. 언제 2020년 인구조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까?  
 

● 미국 인구조사국은 3월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2020년 7월에 마칩니다. 

● 인구조사일은 4월 1일입니다. 이것은 2020년 인구조사 응답에 대한 기준일입니다.  

 

5. 2020년 인구조사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나요? 
 

● 2020년 4월 1일까지 모든 가구는 미국 우편으로 인구조사에 참여하라는 초대장을 받습니다.   

● 2020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인구조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 또는 전화, 설문지(우편 발송됨) 또는 직접 조사원을 통해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 우편 또는 전화로 인구조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조사원들이 가구를 방문합니다. 여러분이 

인구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인구조사원들이 도울 것입니다.  

  

6. 인구조사에 몇 개 언어가 사용되나요? 
 

● 영어가 안 될 경우, 다음의 12개 언어로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해 인구조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한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타갈로그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아이티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일본어. 

● 본 설문지는 영어 및 이중 언어 양식인 영어-스페인어로 제공될 것입니다. 스페인어로만 된 설문지는 

푸에르토리코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우편으로 무엇을 받게 되나요? 
 

● 우편으로 초대장/엽서를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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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우편을 통해 2020년 인구조사를 온라인으로 마치라는 초대장을 

받을 것입니다. 

● 2020년 3월 16일부터 24일까지 알림 편지를 받을 것입니다. 

● 2020년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추가 알림 편지를 받을 것입니다.  

(아직 응답하지 않은 경우) 

● 4월 8일부터 4월 16일까지 종이 설문지와 함께 알림 편지를 받을 것입니다. 

(아직 응답하지 않은 경우) 

●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조사원이 방문하기 전에 알림 편지를 받을 것입니다.  

(아직 응답하지 않은 경우) 

● 다섯 번째로 마지막 우편이 온 후에는 조사원이 귀하의 집을 방문하여 도와줄 것입니다.  

 

8. 인구조사에 질문이 몇 개나 되나요? 
 

● 2020년 인구조사 설문지에는 9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 인구조사는 귀하의 가구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할 것입니다. 

○ 2020년 4월 1일 기준 귀하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 수. 

○ 귀하의 집이 소유인지 임대인지 여부. 

○ 성별, 인종, 연령, 민족, 관계.  

● 인구조사 설문지는 각 가구 구성원들이 한 번만 집계되도록 거주자의 이름을 묻습니다. 설문지에 나와 

있는 다른 정보와 함께, 이름은 두 번 이상 집계된 사람의 추가 기록을 삭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설문지를 마치는데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9. 모든 인구조사 질문에 대답해야 하나요?  

 

●  인구조사 설문지를 다 작성하실 것을 권합니다. 귀하가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더라도 작성하신 설문지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누락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인구조사원이 귀하의 집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10. 2020년 인구조사에 시민권 신분에 대한 질문이 있나요? 
 

● 아니요. 시민권 신분과 관련된 질문은 2020년 인구조사에 있지 않습니다. 

 

 

 



 

인구조사원 교육 | Philly Counts 2020        8 

 

섹션 II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보호 및 기밀성 
 

    11. 내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나요? 
 

● 예. 귀하의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 인구조사에 대한 응답은 기밀로 보장됩니다. 

● 귀하의 정보는 미국 헌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 인구조사 참여를 요구하는 법률 13장에 따르면, 인구조사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익명으로 유지되며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정부 기관이나 법원에서 귀하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12.  미국 인구조사국은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 인구조사 데이터는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가구 집단별 응답은 지역사회의 인구 통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 인구조사 데이터는 연방법 13장에 따라 보호됩니다. 

● 또한 모든 정부 기관이나 법원에서 모든 사람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어느 누구도 개별 응답을 볼 수 없습니다. 즉, 모든 법 집행기관(DHS, ICE, FBI 또는 CIA 포함)조차도 

수집된 정보에 접속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3. 미국 인구조사국이 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나요? 
 

● 미국 인구조사국은 72년 동안 귀하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 여기에는 72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미국 정부는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에서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한 후 72년 동안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 72년이 지나면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이 해당 기록을 일반에게 

공개합니다. 예를 들면, 1940년 기록은 2012년 4월 2일에 공개되었습니다. 1950년 인구조사 기록은 

2022년에 공개될 것입니다.  

 

    14. 누가 인구조사 데이터를 볼 수 있나요? 
 

● 미국 인구조사국이 총 인구조사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 미국 인구조사국의 모든 직원들은 인구조사 데이터를 평생 동안 기밀로 유지한다는 선서를 합니다. 

데이터를 잘못 취급할 경우 최고 $250,000의 벌금과 5년간 연방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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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인구조사국은 2020년 인구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요약 보고서를 제작할 것입니다.  개별 

가구는 본 보고서에서 인구조사에 대한 응답에 따라 식별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15. 어떻게 조사원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 미국 인구조사국 직원들은 인구조사국 소속임을 보여주는 배지와 서류 가방을 갖고 다닐 것입니다.  

● 직원들은 인구조사국 직원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공식 정부 신분증을 보여주고, 방문 목적을 말할 

것입니다. 

● 주민들은 조사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출처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인구조사국은 절대 귀하의 집 이외의 장소로 나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 미국 인구조사국 직원의 신원을 확인하려면 이 링크를 활용하세요. https://www.census.gov/cgi-

bin/main/email.cgi 

   16. 사기 조심하세요!  
 

● 미국 인구조사국은 결코 귀하의 사회보장번호, 돈, 기부금, 은행 및 신용카드 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 미국 인구조사국은 인구조사를 마치라는 초대장을 이메일로 보내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낯선 사람과 기밀 정보/민감한 정보를 공유하지 마세요.  

● '피싱'이나 다른 사기행위가 의심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수상하다고 의심되면 꼭 

신고하세요!  

● 사기를 신고하려면 215-717-1800 또는1-800-262-4236으로 전화하거나 

Philadelphia.Regional.Office@census.gov로 이메일을 보내세요. 

● 311번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섹션 III - 인구조사가 어떤 식으로 인구를 집계하나요?  
 

인구조사국은 주택(주택, 아파트, 이동식 주택, 셋방)에 거주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공동숙소에 

기거하는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형태의 공동숙소가 있습니다. 

 

● 보호시설: 

○ 교도소. 

○ 양로원. 

○ 정신병원. 

https://www.census.gov/cgi-bin/main/email.cgi
https://www.census.gov/cgi-bin/main/email.cgi
https://www.census.gov/cgi-bin/main/email.cgi
https://www.census.gov/cgi-bin/main/email.cgi
mailto:Philadelphia.Regional.Office@census.gov
mailto:Philadelphia.Regional.Office@censu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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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보호시설: 

○ 대학 기숙사. 

○ 병영생활관. 

○ 수용시설. 

○ 파견지 또는 쉼터. 

 

공동숙소 집계는 2020년 2월에 시작됩니다. 

 

17.  대학생들은 어디에서 집계되나요? 학교인가요 아니면 집인가요?   
 

● 학생들은 대학 주소지에서 집계됩니다.  

 

18. 수감된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집계되나요?  
 

● 2020년 4월 1일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집계하지 마세요. 그들은 인구조사일에 해당 구치소에서 

집계됩니다.  

● 구치소는 자가 조사 공동숙소(Group Quarters, GQ)로 간주됩니다.  

● 인구조사 현장 감독자는 데이터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사를 수행하는 공동숙소 직원의 인구조사 

선서를 관리합니다.  

 

    19.  아기와 5세 미만의 아동도 집계되나요?    
 

2010년 인구조사에서는 5세 미만 아동의 약 5%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략 100만 명이며, 

모든 연령대 그룹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 아기들을 빠뜨리지 마세요! 4월 1일에 귀하의 신생아가 아직 병원에 있더라도 인구조사 양식에 

포함시키세요. 

● 아기와 5세 미만의 아동도 집계되어야 합니다. 동거 형태가 일시적이거나 아동의 부모가 그 집에 살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시간을 귀하의 집에서 살고 자는 아동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 인구조사는 Supplemental Nutritional Assistance Program(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학교 급식 프로그램) 

등 아동과 아직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자금 지원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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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아기가 2020년 4월 1일 이후에 태어난다면, 그 아기를 인구조사에서 가구 구성원으로 포함시키지 

마세요. 

 

    20. 미국 시민이 아니더라도 2020년 인구조사에 응답해야 하나요?  
 

● 예.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인구조사에 응답해야 합니다.  

● 인구조사에 집계되는 사람들:  시민, 비시민, 법적 거주자, 장기 방문자, 허가증이 없는 이민자.  

 

    21. 노숙자들도 집계됩니다. (*)   

 

● 노숙자들은 서비스 기반 집계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장소, 예를 들면 쉼터 및 급식소에서 집계됩니다.  

● 안정된 집이 없는 사람들이나 노숙자들은 임시 거주지(호텔, 모텔, 야영지)에서 서류 양식을 이용해 

집계될 수 있습니다.   

 

(*) 출처: 노숙자들도 집계됩니다 http://www.georgetownpoverty.org/wp-

content/uploads/2018/09/GCPI-ESOI-Counting-People-Experiencing-Homelessness-20180904.pdf 

 

    22. 어떤 사람들이 그 집계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나요?  
 

● 역사적으로, 집계에 빠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은 이민자, 유색인종, 5세 미만 아동, 저소득층 가구, 

시골 가구, 노숙자 등이 있습니다. (*)  

● 실제보다 적은 집계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라틴 아메리카인, 아시아인, 태평양섬 주민, 원주민을 포함한 

많은 유색인종 공동체에서 거듭되고 있습니다. 

● 필라델피아에서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약 3분의 1이 통계상 집계되기 어렵습니다. 

● 빠뜨리고 집계하면 안 됩니다. 인구조사에 집계되지 않은 모든 사람은 향후 10년간 매년 $2,100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집계에 누락된 사람당 $21,000가 필라델피아 자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출처: Keystone Counts: 집계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  

      https://www.keystonecounts.org/who-might-be-missed  

 

 

 

 

 

http://www.georgetownpoverty.org/wp-content/uploads/2018/09/GCPI-ESOI-Counting-People-Experiencing-Homelessness-20180904.pdf
http://www.georgetownpoverty.org/wp-content/uploads/2018/09/GCPI-ESOI-Counting-People-Experiencing-Homelessness-20180904.pdf
http://www.georgetownpoverty.org/wp-content/uploads/2018/09/GCPI-ESOI-Counting-People-Experiencing-Homelessness-20180904.pdf
http://www.georgetownpoverty.org/wp-content/uploads/2018/09/GCPI-ESOI-Counting-People-Experiencing-Homelessness-20180904.pdf
https://www.keystonecounts.org/who-might-be-missed
https://www.keystonecounts.org/who-might-be-mi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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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IV - 디지털 이해능력  

 

23. 2020년 인구조사가 온라인에서 시행된다고 들었어요. 온라인으로만 가능한가요?  
 

● 2020년 미국 인구조사국은 처음으로 자가 응답 방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터넷 응답 옵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나 설문지를 통해 인구조사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24.  인터넷이 없는 경우, 어떻게 응답하면 되나요? 공용 컴퓨터를 사용해도 되나요? 

  

● 지역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공용 컴퓨터를 사용해 응답할 수 있으나 우편으로 초대장을 받은 

후에 온라인으로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습니다. 

 

   25.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인구조사에 응답할 수 있나요?  
 

● 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해 응답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인구조사 설문지는 모바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26. 인구조사를 마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미국 인구조사국에 연락해야 합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인구조사에 관한 질문과 정보를 제공하는 담당 

기관입니다. 

● 미국 인구조사국은 응답자들이 2020년 인구조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영어 외에 59개 언어로 된 

가이드를 제공할 것입니다.  

● 유의하세요! 언어 가이드는 인구조사 양식이 아닙니다.  

● 언어 가이드는 미국 수화(점자) 및 대형 활자로도 제공됩니다. 

● 지원을 받으려면 Philley311에 문의하세요.  

 

Philly Counts는 디지털 인구조사 센터를 열기 위해 지역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0년에 

이 정보를 널리 공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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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V - 참여하기  

 

    27.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귀하는 필라델피아 사람으로서 몇 가지 행동을 통해 이 역사적인 이벤트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 Philly Counts에서 자원봉사하세요! 오늘 배운 지식을 활용해 인구조사에 대해 알리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세요. 

● 소셜미디어에서 @PhiladelphiaGov 및 #PhillyCounts를 팔로우하세요.  

● 비영리 기관: 필라델피아 카운트 액션 펀드(Philly Counts Action Fund)에 지원하세요.  

● 2019년 11월 9일 인구조사 액션 리더 회의(Census Action Leaders Summit)에 참석하세요. 

 

    28. 나는 미국 인구조사국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인구조사 일자리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나요?  
 

미국 인구조사국은 필라델피아에서 3,000명 이상의 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입니다. 야간과 주말 

근무 등 탄력적인 근무 시간을 이용해 사무, 관리, 기술 및 현장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웃 

사람들에게 인구조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설문지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사원으로 활동하면서 시간당 

$21를 벌 수 있습니다. 

 

● 채용 절차는 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이뤄집니다. 지원자는 온라인으로 일자리를 신청해야 하며, 뽑힐 

경우,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작동되는 스피커와 헤드폰을 갖춘 컴퓨터(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이 아님)를 통해 마쳐야 합니다.  

● 지원자는 18세 이상으로 유효한 사회보장번호를 가진 미국 시민이어야 합니다. 

● 영어와 다른 언어로 2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지원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용인들은 영어로 말하고, 읽고, 쓸 수 있어야 합니다. 

● 여기에서 신청하세요.  2020census.gov/jobs  

 

    29. 인구조사원들은 어떻게 할당되나요?  
 

● 인구조사원은 거주 지역 우편 번호에 따라 할당되므로 해당 지역과 지역사회에 익숙합니다.  

 

    30. 어디에서 인구조사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https://2020census.gov/jobs
https://2020census.gov/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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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완벽하고 정확하게 집계하려는 시의 정책과 노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Philly311에 

연락하세요. 

● Philly Counts 웹사이트 방문하기: https://www.phila.gov/census. 

● 미국 인구조사국 웹사이트 방문하기: https://2020census.gov.  

 

섹션 VI –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비결 
 

Keystone Counts의 제휴 파트너는 인구조사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2020년 인구조사를 

완료할 의사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인구조사 포커스 그룹을 주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10대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필라델피아 인구층을 대표했습니다. 

 

 

여기 귀하의 지역사회에서 인구조사와 교육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31.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인구조사 정보를 받길 원할까요?  
 

● 사람들은 직접 인구조사 정보를 받는 것을 선호하며 그 다음으로 인쇄물, 디지털, 그리고 마지막이 

전화통화입니다.  

● 마주보고 하는 대화는 지역사회 구성원을 교육하고 참여시키는데 중요합니다. 신뢰할 만한 메신저인 

여러분은 인구조사와 그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귀하는 우리 

시의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32. 어떤 식의 응답 모드를 선호할까요? 

 

● 선호하는 응답 모드에는 온라인, 종이 설문지, 전화통화가 있습니다. 

● 고령자는 우편으로 양식을 제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 종이 양식은 안전한 응답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 젊은이들은 온라인에서 인구조사 양식을 작성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 온라인에서 인구조사를 작성하는 것은 편리합니다.  

 

     33.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인구조사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는 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제를 이용하세요.  

 

● 우리는 필라델피아의 모든 사람 수를 집계해야 합니다.  

https://www.phila.gov/census
https://2020censu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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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금을 받기 위해. 

○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이것은 공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 인구조사는 우리 시민의 본분이기 때문에.  

 

● 공정성은 2020년에 매우 중요합니다. 

○ 숫자는 중요합니다. 인구조사에 집계되지 않는은 모든 사람은 향후 10년간 $21,000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 어려움에 처한 지역사회는 필요한 자원을 받아야 합니다. 

○ 인구조사에 포함되면 정치적 대의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회에서 현재 의석수를 

고수해야 합니다.  

 

● 인구조사 양식 작성은 우리의 자녀와 지역사회에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합니다. 필라델피아의 더 나은 

미래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