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참여
권고를 위한 초대 방식

거의 모든 가구가 우편이나 가구정보 수집원을 통해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습니다.

전체 가구의 95%는

전체 가구의 1% 미만은

받습니다.

응답하는 대신, 가구정보

센서스 인구조사 초대를 우편으로

전체 가구의 약 5%에는

가구정보 수집원이 센서스 인구조사
초대 서신을 전달합니다. 해당 집의
실제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받을

수 없는 대부분의 경우(사서함을

이용하거나 최근에 자연재해 피해를
겪은 가구 등)에 이러한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주: 대학 기숙사에 사는 학생이나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 등
가구 내에 살지 않는 인구를 집계하기 위한 특별 절차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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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를 통해 본인 스스로
수집원이 직접 방문하여

집계합니다. 메인주 북부,

알래스카 외곽 지역, 일부

아메리칸 인디언 거주 지역과
같이 매우 멀리 위치한

지역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편물 포함 내용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할 시기가 되면, 대부분의 가구는
우편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모든 가구는 인터넷이나 전화
또는 우편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응답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의 예상 인터넷 응답률에 따라, 인터넷 응답을
권장하는 초대 서신이나 종이 설문지가 동봉된 초대 서신
중 하나를 받습니다.

초대 서신

국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터넷으로 응답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대부분의 가구에서는 센서스 인구조사
설문지를 인터넷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는 서신을
받습니다.

미국 우정청(U.S. Postal Service)과 협력하여 수일
간격으로 초대 서신을 송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 응답자 수를 늘리고,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초대 서신 및 종이 설문지

인터넷 응답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패키지에 종이 설문지가 동봉됩니다. 패키지는 인터넷
또는 전화 응답 방법에 대한 정보도 담고 있습니다.

우편 송달한 최초 초대 서신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은 모든 가구에 상기 편지를 전달하며,
최종적으로 종이 설문지를 송달합니다.

인터넷, 전화 또는 우편으로 응답하지 않은 경우, 후속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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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예정 우편물:
3월 12일–20일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인터넷
응답 초대 서신

(일부 가구는 종이 설문지도 받습니다)

3월 16일–24일
상기 편지

3월 26일–4월 3일
상기 엽서

4월 8일–16일
상기 편지 및 종이 설문지

4월 20일–27일
후속 방문 조사 전 최종 상기 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