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19 중에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응답을 권고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 응답을 권고하기 위한 아이디어
전국의 지역사회는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대한 응답을 권고하기 위해 대면 행사를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저조한 지역에 우선 순위 두기

짤막한 홍보 문구(blurb) 넣기

센서스 지역 수준에서 인근 지역의 응답률을
분석하세요.

•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공공 요금 고지서, 점포
영수증 등에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관한
짤막한 홍보 문구를 넣으세요.

•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응답률 지도를
<https://2020census.gov/en/responserates.html>에서 보세요.
• 응답이 저조한 지역의 현장 활동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세요.

공개된 장소에서 눈에 띄는 활동하기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유인물을 식품점, COVID19 검사 장소, 고용개발국 사무실 및 무료 급식소에
게시하세요.
• 대민 지원 활동 유인물은
<https://2020census.gov/en/partners/
outreach-materials.html>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경쟁하기
다른 지역사회 또는 이웃과 선의의 응답률 경쟁을
하세요.
• 경쟁 아이디어 툴키트는 <https://2020census.
gov/en/news-events/press-releases/
response-rate-challenge.html>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 잔디밭 표지판을 만들어 경쟁을 홍보하고 지역
미디어를 초청해 경쟁을 보도하도록 하세요.

SNS로 소통하기
@uscensusbureau
자세한 정보:

2020CENSUS.GOV
D-FS-PA-EN-031

• 지역사회 단체가 그들의 뉴스 레터 및 대량 전자
메일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미리 작성한 기사를
제공하세요.
• 전화 대기 중에 나오는 메시지에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지금 응답하세요”를 한국어로
말하도록 하세요.

디지털 화
•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웹비나 또는 가상 타운 홀 회의를 갖으세요.
• Facebook, Twitter, Instagram, 또는 Google
Hangouts에서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라이브
소셜 미디어 채팅 또는 로컬 DJ 파티를 갖으세요.
• 시 (city) 웹사이트 (시장 집무실, 전기 회사 등)
에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배너 또는 링크를
표시하십시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웹 뱃지
및 배너는 <https://2020census.gov/en/
partners/outreach-materials/badges.html>
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의 여러 파트너가 #2020Census 해시
태그와 “지금 응답하세요!” 메시지를특정 날짜
및 시간에 동일한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하는 "
썬더크랩(thunderclap)" 또는 소셜 미디어
로드블록(roadblock)을 시작하세요.

• 사람들이 인구조사에 응답하도록 권고하기
위해 내부 또는 외부 채널에 블로그 또는 동영상
메시지를 게시하세요.
• 소셜 또는 로컬 미디어(이메일, 로컬/지역 TV
와 라디오, 및 뉴스 레터)를 통해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응답을 권고하기 위한 공익
광고(PSA)를 제작하는 데 지역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참여시키세요. PSA 툴키트는
<https://2020census.gov/en/partners/psatoolkit.html>에서 입수 가능합니다.
• <https://2020census.gov/en/partners/
outreach-materials.html?tagfilter_list_
copy=Type%7C2020census:type/socialmedia>에서 소셜 미디어 컨텐츠를 공유하세요.

시가 행진 벌이기
지역사회 지도자, 지역 저명인사, 유명 운동 선수 및
소방차를 초청하여 응답이 저조한 지역에서 시가
행진을 벌이세요.
• 시끄러운 음악, 차 경적 및 메가폰을 이용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이웃들에게 응답할 것을
촉구하세요.
• 교회 행진 밴드를 초청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시가 행진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각 가구에 전화걸기
• 일부 종교 단체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관할
교구의 모든 신자들에게 전화해 인구조사를
완료했는지 묻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응답을
권고하도록 하세요.
• 일부 시(cities)에서는 여름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의 목적을 변경하여 주민들에게 전화를
거는 것을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 배부하기
응답이 저조한 인근 지역 모든 주민의 집 문 앞에
전단지를 배부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 인구조사가 특정 인근 지역에 중요한 이유를
전단지에 설명해 넣으세요.
• 전단지와 인근 지역과의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
존경받는 지역 지도자의 사진과 조언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 이번 여름 후반기에 가구정보 수집원이 집을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모든 가구주가 인터넷, 전화
또는 우편으로 응답하도록 권고하세요.

편집인에게 편지쓰기
응답을 권고하는 편집인 앞 편지를 쓰거나 논평을
게재하세요.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관련 추가 자료
주 (state) 및 지방 관료들을 위한 툴키트—
<https://2020census.gov/content/dam
/2020census/materials/partners/2019-09
/toolkit-state-local-officials.pdf>
널리 알리세요—<https://2020census.gov/
en/how-to-help.html>
인구조사에 관한 동영상—
<www.youtube.com/watch?v=Eq-FMB4epyw&feature=youtu.be>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질문 및 답변—
<https://2020census.gov/content/dam
/2020census/materials/partners/2019-10
/partners-self-response.pdf>
COVID-19 프레스 키트—
<https://2020census.gov/en/news-events
/press-kits/covid-19.html>
COVID-19 데이터 허브—
<https://covid19.censu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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