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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Angeles 시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평등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편의 신청을 위하여 장애인 부서 DOD.Contact@lacity.org로 또는 (213) 202-5668로 영업일 기준 5일 또는 그전에 연락 하십시오. 

이메일 또는 문자로 아는 분들에게 인구조사 작성을 알려주세요. 

집에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인구조사 참여를 권하세요. 
인구조사를 알릴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친구와 친척에게 편지를 써서 인구조사 집계 참여를 알려주세요.

Eric Garcetti 시장의 인구조사 팀과 전화로 여론조사를 하기위해  
bit.ly/censusphonebank 에서 등록하세요.

다음 영상 컨퍼런스 미팅, 블로그, 소셜 미디어,  
또는 아님 팟캐스트에서 인구조사 정보를 포함하세요.

https://census.lacity.org/korean/home
http://bit.ly/censusphonebank


간단하고 쉽게 나뉠 수 있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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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건강 위기를 통해 얼마나 사소한것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다함께 일하면 선을 위한 힘이될 수 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걷잡을 수 없다고 느끼겠지만, 다음 10년을 위한 
지역 사회 지원 금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2020 인구조사 
집계에 참여할 예정이며, 같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19 관련 뉴스 헤드 라인에 언급된 많은 사안들이 인구조사와 
관련된걸 알고 계셨나요?  메디케어, 실업 보험, 무료급식,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인구조사 자료로 결정됩니다. 지금 2020년에는 2010년 자료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후에 뉴 노멀이 무엇이 될지는 모르지만, 올해 낮은 
집계는 다음 십년을 더 어렵게 만들 것 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조사를 칭찬하고 중요성을 알리는게 중요합니다. 몸은  
멀리 있지만 지역 사회와 더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나눠줄 수 있는 샘플 이메일, 문자와 전화 메세지를 원격 지원 아웃리치 
안내서랑 같이 확인하세요. 
  
동료로 그리고 친구로서 소중하게 생각하며,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이  
집계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 서약에 서명하고 , 인구조사를  
My2020Census.gov에서 온라인 , 전화 아님 우편으로 작성해서 우리 함께 해 나갈것 입니다. 

연락처에 보낼 샘플 이메일 메시지

샘플 문자 메시지 

• 인구조사 참여는 정말 중요합니다. My2020Census.gov 
온라인, 전화, 우편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실업 보험을 신청 하셨나요? 인구조사 자료가 지원 자금을 
결정하는걸 알고있었나요? My2020Census.gov으로 가서 
인구조사를 작성하세요.

• 집에서 안전하게 계시고 있나요? 인구조사를 작성 
하셨나요? 쉽고 간단합니다.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My2020Census.gov로 찾아가세요.

• 안녕하세요 - 아는 지인들에게 인구조사를 작성했는지 
알아보려 연락드립니다. 작성 하셨나요?

• 미래를 좌우할 수 없지만, 미리 계획은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My2020Census.gov로 가서 
인구조사에 참여 하세요. 

• 생일 축하드립니다! 연수를 세지 않지만 인수조사 집계에는 
참여하세요. 소원을 빌고 작성하세요: My2020Census.gov

• 4월 1일은 더이상 인구조사 마감일이 아닙니다. 10월 31
일 까지 있습니다 - 인구조사원이 찾아 오기전에 미리 
작성하십시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My2020Census.gov로 찾아사세요.

• 온라인 수업은 잘 되가나요? 안구조사를 적성 했는지 확인차 
연락드려요. 올해는 온라인으로 작성해요:  
My2020Census.gov 

• 인구조사를 들어보셨나요? 이번에 우리가 할 차래 
입니다. 건강 프로그램, 재난구조, 무료 급식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 안녕 - 막 이사해서 인구조사 초대장을 못 받았을 수 있지만, 
My2020Census.gov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어.

 
더 만은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에 있습느다. 

Los Angeles 시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평등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편의 신청을 위하여 장애인 부서 DOD.Contact@lacity.org로 또는 (213) 202-5668로 영업일 기준 5일 또는 그전에 연락 하십시오. 

https://census.lacity.org/korean/home
https://docs.google.com/forms/d/1nwtdLJzzBoEt7X0ZnALz8npykwh1MPa4CzTt1YGrOI8/edit?ts=5e90af25
https://My2020Census.gov
https://2020census.gov/en/ways-to-respond/responding-by-phone.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