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merica Counts 
 
‘긱 경제(Gig Economy)’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센서스 인구조사와 함께하십시오. 
 
인구조사국은 2020 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대비하여 50 만 명의 시간제 및 임시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America Counts 직원 – 2019년 8월 5일 
 
승차 공유 서비스업부터 수제 공예품 인터넷 판매까지, 미국 국민들은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위 ‘긱(Gig)’이라 불리는 이런 부업은 기술의 발달로 촉발된 새로운 기회와 기업이 더 많은 

시간제, 계약직 인력을 고용하려는 추세와 맞물려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인구조사국은 내년 가장 큰 규모의 긱 고용주가 될 것입니다. 
 
인구조사국이 내년 2020년 인구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채용을 확대함에 따라, 50만 개 

이상의 임시직과 시간제 일자리가 제공될 것입니다.  
 
집을 방문하는 가구정보 수집원 및 일반 업무와 함께 집 주소 확인을 담당하는 사무 직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일자리 채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급여는 거주 지역에 따라 시간당 $13에서 

$30까지 지급합니다. 
 
최첨단 센서스 인구 조사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서 가구정보 수집원, 즉 인구 조사원의 업무수행 방식은 

최첨단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설문지, 매뉴얼, 지도가 든 커다란 가방과 서류 상자를 들고 다니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인구 조사원은 스마트폰과 노트북으로 주소를 업데이트하고, 센서스 인구조사 응답을 

보조합니다. 



 

 
인구조사국이 개발한 지도 소프트웨어는 집에 있는 응답자의 집을 방문하는 데 최적의 

시간과 도착 경로를 안내할 것입니다. 
 
버튼 리스트 인구조사국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국장은 “예전엔 모든 것을 종이 서류에 

처리했다”고 회고하며. “서류 상자들이 셀 수 없이 많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처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훌륭한 부업 또는 시간제 긱 일자리 
 
사상 최초로,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관련 채용은 인터넷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프 벨러 인구조사국 뉴욕 지역 본부장은 “이는 훌륭한 부업이 될 것이며 학생, 버스 

운전기사, 교사 및 기타 직종 사람들에게 적격”이라고 추천하며, “평일에는 기존 직장에서 

주당 40시간 근무 후, 주말에 센서스 인구조사 일을 한다면 둘 다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벨러 본부장은 근무 외 시간에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택시와 승차 공유 서비스 종사자 또한 훌륭한 채용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채용 기회는 언제나 열려있다”고 벨러 본부장은 전합니다. 
 
센서스 인구조사 채용 일정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는 공식 센서스 인구조사 기준일인 2020년 4월 1일 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수를 집계합니다. 해당 집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의 수와 나이를 

포함한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합니다. 인구조사 기준일 당시 거주 인원수뿐만 아니라 거주 

장소도 함께 조사합니다. 
 
인구조사국은 전국에 걸쳐 지도와 주소 목록을 업데이트하고자, 8월부터 전국 주소 상세 

조사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약 5만 명의 임시 인구 조사원이 6주 동안 전국적으로 5천만 개 이상의 주소를 확인하여 

신규 거주지(또는 주소)가 추가되었는지 파악합니다. 인구조사국은 2020년 3월 안으로 

전국의 모든 주소지에서 센서스 인구조사 초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020년 초, 인구조사국은 인터넷이나, 전화, 종이 설문지로 미처 응답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주자들이 설문지 작성하는 것을 보조하도록 집에 개별 방문할 가구정보 수집원을 

채용합니다. 
 
이러한 개별 방문 업무는 보통 저녁 시간과 주말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일반적인 낮 근무 

시간에 근무하는 지역 본부 및 사무소 내근직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채용은 모두 서면 지원과 방문 면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모두 인터넷으로 

진행됩니다. 채용에 선발된 경우 지원자는 근무 시작 전, 지문 제공과 신원조회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른 언어를 구사하십니까? 센서스 인구조사는 바로 당신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실업률이 낮은 상황이지만, 인구조사국은 모든 필요 직종에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티모시 올슨 인구조사국 현장 운영 담당 부서장은 말합니다. 
 
 
인구조사국은 비영어권 언어 사용자와 이민자 인구가 많은 지역 거주자를 채용하여, “집계 

대상인 이웃들이 가구정보 수집원을 낯설게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벨러 본부장은 

밝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가구정보 수집원으로 일하는 사람은 자기 일을 사랑하고 지역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는 “믿을 수 없겠지만, 10년 후 같은 사람들이 인구 조사원으로 일하기 위해 다시 

찾아온다”며, “정말 놀라운 경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