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인구조사: 진행 일정
인구통계조사국 주요 단계

통계 조사(GOTC) 지원방법

2019 년 여름 - 2020 년 3 월 --- 알림 및 교육
2019 년
1월–

인구통계조사국 오픈 > 200 지역 인구통계
사무소

9월

알림 및 교육 캠페인 개시: 귀하의
지역 공동체에 인구통계 조사에
대해 알리고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십시오!
귀하의 지역 공동체와 2020 년
인구통계 조사 관련 고용 기회
정보를 공유하고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2019 년
9 월 이후

인구통계조사국 지역 사무소 임시 직원 모집
및 고용.

알림 및 교육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합니다.
고용 기회 정보 공유 및
지원자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2020 년
1월

인구통계조사 설문 지원 수신자부담 전화
개통.
전화 지원은 영어 및 12 개 비영어권 국가
언어로 제공되며, 중국어(만다린어와
광둥어), 일본어, 한국어, 타갈로그어와
베트남어가 포함됩니다.

알림 및 교육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합니다:
• GOTC 메시지와 자료표를
공유합니다.
• 미디어에 연락하고,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게시물을
공유합니다.
• 지역주민 지원 행사 활동을
기획하고 주최합니다.
• 여론조사를 기획합니다.
• 인구통계조사 진행 절차 및
참여자들이 응답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3 월에 실시되는 다음 GOTC 를 위한
귀하의 지역 주민 지원 행사 및
여론조사 활동을 기획합니다 –
사람들이 인구통계조사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0 년 3 월 – 4 월 --- 인구통계 조사 국민 응답
2020 년
3 월 12 20 일

2020 년
3 월 16 24
2020 년
3월

인구통계조사국은 온라인(세대별 고유 ID
제공 포함) 응답 방법 및 언어 지원 정보
자료를 모든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온라인 응답 플랫폼은 첫 번째 우편물
발송과 함께 시작됩니다. 아울러, 조사국은
인터넷 접속 수준이 가장 낮다고 간주되는
20%에 해당하는 가정에는 인쇄물 형태의
설문 양식을 발송합니다.

사람들이 인구통계조사에
응답하도록 독려 합니다:
• 귀하의 지역공동체에
인구통계 조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 전단지를 배포하고 자료표를
공유하십시오.
•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 게시물
게재 캠페인을 지속하십시오.
• 집계가 어려운 지역의 의견
조사를 실시하십시오.

인구통계조사국은 미응답 세대들을
대상으로 참여권장 우편을 발송합니다.

사람들에게 응답에 필요한 정보 및
도움을 주십시오.
• 지역공동체 지원 행사를
주최하십시오.
• 인구통계조사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 게시물
게재 캠페인을 지속하십시오.

인구통계조사국은 미응답 세대들을
대상으로 참여권장 엽서를 발송합니다.

26 일 –
4월3일
2020 년

공식 2020 년 인구통계조사일 입니다!

4월1일
2020 년
4월8–

인구통계조사국은 참여 확인 우편과 문서
양식을 발송합니다.

16 일
2020 년
4 월 20 –
27 일

인구통계조사국은 최종 참여확인 엽서를
발송합니다.

집계가 어려운 지역은 가정 방문,
전화 안내 및 기타 활동을 통해 의견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십시오.
조언: 온라인 응답에 필요한 ‘세대
고유 ID’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구통계조사국 웹사이트에서
주소를 입력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안내하여 주십시오.

2020 년 5 월 – 7 월 --- 미응답 후속 조치 단계
2020 년
5월4일
2020 년
5월–
7월

인구통계조사국은 인구통계조사에 참여하지 미응답 세대들이 인구통계조사에
않은 세대를 확인합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십시오.
인구통계조사국은 조사 양식 미제출 가정 및
설문 내용 응답 내용이 미비한 가정을
대상으로 인구 조사원들이 가정방문을
실시합니다.
온라인 양식제출 및 인구통계조사 설문 지원
전화 서비스는 응답자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됩니다.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인구통계조사에 관해 궁금해 할 수
있는 질문에 대답하여 주고,
조사원들이 미응답 세대 가정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갖는 부담을
완화시켜 주십시오.

인구통계조사 실시 후속 단계
2020 년
6월–
9월
2020 년
12 월
31 일

2020 년 인구조사통계의 적용범위 오류
(계수가 누락되었거나 1 회 이상 집계된
경우) 측정을 위한 집계 설문 조사.

인구통계조사국이 의회 의석 배분을 위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주 별 인구조사 통계
마감 시한.

지역공동체 구성원 자료표 및 지역공동체 기반 단체를 포함한 추가 인구통계조사 자료는
www.countusin2020.org/resources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