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인구조사 테스트 

2020 인구조사 준비하기

= 테스트 현장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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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 Spring, MD, 
로컬 인구조사 사무실

워싱턴 DC,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 카운티

인구조사국은 2014년 인구조사 
테스트를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 카운티 일부에서 
실시할 것입니다. 테스트 지역은 
약 200,000 가구를 포함하게 
됩니다. 인구조사국은 메릴랜드 
주 실버스프링 다운타운에 
테스트 실시를 위한 임시 로컬 
인구조사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census.gov
를 방문해 주십시오.

채용 정보에 대해서는  
1-888-480-1639에 전화해 
주십시오.

미국 인구조사국은 시민들이 2020 인구조사를 위해 집계될 공공 의무를 현대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실시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 또는 기존의 종이 설문조사를 
통해서건, 인구조사국은 10년에 한번 있는 의무적 인구 집계를 참여자 모두에게 빠르고,  
쉽고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와 기존의 정부 데이터 소스를 현명하게 사용하여, 2020 인구조사는 품질과 
정확도에 대한 표준을 확실히 지켜 나가면서 납세자들에게 상당한 절약을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2014 인구조사 테스트는 인구조사국이 2020 인구조사를 위해 고려 중인  
다양한 새로운 방법들과 궁극적인 첨단 기술들을 소규모로 시험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테스트는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 실시됩니다.

2014년인구조사 테스트의 목적

• 인터넷을 사용하여 자가 응답을 증가하고 종이 설문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을 
테스트. 

• 품질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유지하면서 테스트 인구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가구에 대한  
후속 데이터 수집 개선. 

목표

• 2014년 인구조사 테스트에 응답할 시간이 될 때 가구들이 이메일이나 텍스트 메시지로 
통지받도록 등록할 수 있게 해 줌.

• 인터넷을 통한 응답을 격려하고 증가시킴.

• 스마트폰을 통한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여 응답하지 않는 가구들로부터의 데이터 수집을 
개선하여 더 빠른 데이터 처리를 가능케 함.

로컬 인구조사사무실 임시 고용

매니저 시간당 샐러리 시작/종료 일자*

로컬 인구조사 사무실 매니저 (1) $29.22 3/10–10/31/14

현장 운영 매니저 보조 (1) $24.72 3/10–10/31/14

행정 매니저 보조 (1) $21.47 3/10–10/31/14

테크놀로지 매니저 보조 (1) $21.47 3/10–10/31/14

사무실 운영 감독자 (2) $15.41 4/07–10/31/14

2014 인구조사 테스트 직위 시간당 샐러리 시작 일자* 

현장 운영 감독자 (8) $21.50 6/12/14

직원 리더 (65) $20.00 7/02/14

직원 리더 보조인 (104) $18.50 7/21/14

계수자 (800) $18.50 7/21/14

DN-530/14(K)

*일자는 대략임

http://census.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