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원 메모: CB16-XXX 
 
2016 인구 센서스 시범 조사가 텍사스주 해리스에서 시작됩니다 
 
2016년 3월 14일 —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일부 주민분들은 3월 21일에 2016 인구 센서스 시범 
조사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약 225,000 세대가 미국 인구 조사국으로부터 우편으로 통지를 받게 
되며 조사 양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2016 인구 센서스 시범 조사는 2020 인구 센서스를 염두에 둔 
새로운 방법과 기법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해리스 카운티 주민들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로 인터넷 또는 우편을 통해 이 조사에 
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양식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도움을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표준 중국어, 광둥어), 한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아랍어, 프랑스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사 양식을 작성하지 않은 세대에는 센서스 조사원들이 방문하여 양식 작성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범 조사의 내용은 다음의 문항으로 구성됩니다: 

1. 2016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이 집, 아파트 또는 이동식 주택에 살거나 머문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2. 2016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이 집에 머문 사람들 중 포함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습니까? 

3. 이 집, 아파트 또는 이동식 주택을 대출을 통해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출없이 
소유하고 계십니까, 또는 렌트비를 내고 아니면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고 점유하고 
계십니까? 

4. 귀하의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5.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6. 귀하의 나이와 생년월일은 무엇입니까? 
7. 귀하를 표현하는 데 적합한 항목(인종, 민족)은 무엇입니까? 
8. 때때로 다른 곳에서 생활 하거나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대 내 추가 세대원에 대해 후속 질문을 통해, 조사 양식을 작성하신 분과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시범 조사는 다음 우편 번호를 가진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77005, 77007, 77008, 77018, 77019, 77024, 77025, 77027, 77030, 77031, 77035, 77036, 77040, 77041, 
77042, 77043, 77046, 77055, 77056, 77057, 77063, 77064, 77065, 77071, 77072, 77074, 77077, 77079, 
77080, 77081, 77082, 77083, 77084, 77086, 77088, 77091, 77092, 77094, 77096, 77098, 77099, 77401, 
77477, 77478 및 77498. 
 
2016 인구 센서스 시범 조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ensus.gov/2016censustest를 방문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본 리포트와 연관된 뉴스레터 없음. 간략 정보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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