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인구조사 테스트 

2020 년 인구조사를 위한 준비

미국 인구 조사국은 인구에 대한 현대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시민의 의무인 
2020년 인구조사 집계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 또는 전통적인 설문지를 불문하고 
인구조사국은 10년에 한 번씩 하는 인구조사를 빠르고 쉽게 그리고 모든 참여자가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5년 인구조사 테스트는 인구조사국에서 2020년 인구조사를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 
및 선진적인 기술들을 작은 규모로 시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Maricopa 2015년 인구조사 테스트의 목적

Arizona 주 Maricopa County 의 2015년 인구조사 테스트는 "무응답자 추적 조치"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하는 방법을 찾아볼 것입니다. 최근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약 3
분의 1 정도의 가정에서 직접 방문을 하기 전에 설문지를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추적 조치는 
인구조사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추적 조치의 효율을 높이는 것은 비용 
효율적인 인구조사에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

• 현장 직원에 대한 컴퓨터 기반의 트레이닝의 효과성을 테스트하고 이것을 전통적인 교실 
기반의 트레이닝과 비교한다.

• 현장 직원에게 더욱 효율적으로 사례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술을 찾는다.

• 데이터를 용지에 적는 대신에 직접 스마트폰에 저장한다.

• 직원이 그들 자신의 모바일 장비로 인구조사 응답을 저장하면 비용 효과와 효율이 
있는지를 테스트한다.

• 현장 직원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테스트하고 2010년에 사용했던 접근 방식과 
비교한다.

• 납세 신고서 또는 기타 기록(행정 기록)과 같은 이미 정부에 제공한 정보가 무응답 
가정으로 인한 우리의 데이터 차이를 얼마나 잘 보충하는지를 테스트한다.

지역 인구조사 사무실 직원 고용 
(2014년 12월~2015년 7월)

사무실 직원 직위    급여/시간. 
지역 인구조사 사무장   $28.25 
현장 작업 대리     $23.75 
기술작업 대리    $20.50 
행정 대리    $20.50 
사무실 작업 감독    $16.75  
사원 및 접수    $12.25 

인구 조사 테스트 직위   급여/시간. 
현장 작업 감독    $19.25 
지역 작업 감독     $19.25 
팀 대표     $17.75 
팀 대표 조수    $16.25 
계산원     $16.25

Arizona

Maricopa County

Maricopa County, AZ 

인구 조사국은 Arizona 주 
Maricopa County의 일부 
지역에서 2015년 인구조사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테스트 지역은 대략 160만 
가구를 포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census.gov. 

인구조사일은 2015년 4월 1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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