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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조사국, 2020년 인구 조사 로드맵의 이정표 달성 

2020년 인구 조사일로부터 4년이 남은 시점에서, 2016 인구 센서스 시범 조사가  

방법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할 예정 

 
2016년 4월 1일 —현재 진행 중인 2016 인구 센서스 시범 조사가 2020년 인구 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시험 중인 다수의 혁신적이며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법들을 개선할 

예정이다.  “인구 조사일”인 2020년 4월 1일까지 4년이 남은 시점에서, 미국 인구 

조사국에서는 역사상 가장 혁신적이고 현대적인 인구 조사의 실시를 위해 일정에 따라 

계획을 진행중이다.   

 

John H. Thompson 인구 조사국 국장은 “2020년 인구 조사까지 절반 넘게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라며 "저희의 연구와 테스트에서는 역사상 최고의 첨단 기술을 사용한 

자동화 인구 조사인 동시에, 작성하기 쉽고 보안이 유지되는 최고 품질의 2020년 인구 

조사를 실시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부 안팎으로 최고의 자원과 경험을 

활용했습니다”라고 말했다.  

 

2016 인구 센서스 시범 조사는 텍사스 주 해리스 카운티와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2016년 3월 21일부터, 각 지역의 약 225,000 

가구들이 인구 조사국으로부터 2016 인구 센서스 시범 조사 설문을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통지를 우편으로 받기 시작했다. 응답자들은 온라인에서, 전화로 또는 양식에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또는 중국어로 응답할 수 있다. 이 두 지역의 거주자들은 인구 

조사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응답을 극대화할 방법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의 관리 계획을 테스트하며, 인구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들을 추가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비용이 절감되는 자동화 방법을 개선하도록 돕게 된다.   

  

가장 빠르고 쉬운 응답 방법은 온라인 응답이다. 응답자들은 또한 서류 설문 조사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응답하거나, 무료전화 인구 설문조사 지원 라인을 통한 전화 응답을 

선택할 수 있다. 전화 지원은 한국어, 스페인어, 중국어(표준어, 광동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아랍어, 프랑스어로 제공된다. 온라인, 전화 또는 우편으로 설문 조사를 

작성하지 않은 가구들은 인구 조사원의 방문을 받게 될 것이다.   

 

인구 조사국은 해리스 카운티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일부 지역이 언어 다양성이 

상당히 높고 인터넷 사용 수준이 다양하며 공실률이 높은 인구통학적으로 다양한 대도시 

지역을 대표하기에, 이를 선택했다. 이 지역들이 인구 조사국이 새로운 기술 시스템과 

기기 관리를 두 지역에서 동시에 테스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테스트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https://www.census.gov/content/dam/Census/programs-surveys/decennial/2020-census/2016/Harris-sitemap.pdf
https://www.census.gov/content/dam/Census/programs-surveys/decennial/2020-census/2016/LosAngeles-sitemap.pdf
https://www.census.gov/content/dam/Census/programs-surveys/decennial/2020-census/2016/LosAngeles-sitemap.pdf
https://www.census.gov/2016censustest
https://www.census.gov/newsroom/press-releases/2015/cb15-118.html
https://www.census.gov/programs-surveys/decennial-census/2020-census/research-testing/testing-activities/2016-census-test/harris.html
https://www.census.gov/programs-surveys/decennial-census/2020-census/research-testing/testing-activities/2016-census-test/losangeles.html


 
 

 무응답 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사례를 현장 직원에게 할당하는 기술과 방법을 

개선한다.   

 데이터 수집과 사례 관리에 모바일 기술 사용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킨다.   

 여러 언어로의 지원 제공을 포함한 역사적으로 집계가 어려운 인구들과의 파트너 

구축과 의사소통을 위한 접촉 노력을 연구한다.   

 인터넷, 모바일 기기, 전화, 서류 설문조사 양식을 사용하여 응답하는 방법을 

포함한 자가 응답 옵션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킨다.   

 인구 조사국에서 제공하는 고유한 주소 식별 코드 없이 제출되는 응답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방법의 지속적인 개선을 지원한다.   

 추가 조사 업무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존 정부와 상업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한다.   

 

추가 정보는 census.gov 사이트를 방문한다.   

 

2020년 인구 조사 로드맵 

2016년 동안 인구 조사국에서는 2020년 인구 조사용으로 검토 중인 다양한 새로운 방법과 

고급 기술을 개선시키고 있다. 이 테스트의 일차 목표는 인구 조사에 자발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가구들의 추가 조사 방법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2020년 인구 조사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인구 조사국에서는 2020년 인구 조사를 지원할 모바일 기술, 행정 기록, 공간정보 

산업의 혁신, 인터넷을 통한 자가 응답 사용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것이다. 이 테스트는 

정확한 인구 조사를 보장하는 계획 수립에 필요한 직관과 인도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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