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C Census 2020 
소셜 미디어 툴키트 

 
공유 이미지 
동영상을 포함한 소셜 미디어용 이미지: 이미지 및 동영상 
 
 견본 게시물 
 
게시물 1번: 
지금 뉴욕 시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2020년 인구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인구조사에 
수십억 달러의 연방자금이 달려있습니다. 오늘 my2020census.gov 에서 인구조사에 
참여하세요. #GetCountedNYC  
 
게시물 2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동안에도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뉴욕 시민이 2020년 
인구조사에 집계되어 우리가 마땅히 수령해야 할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세요. 오늘 
my2020census.gov에서 인구조사에 참여하세요. #GetCountedNYC  
 
게시물 3번: 
여러분의 지역사회가 마땅히 수령해야 할 기금을 받도록 하세요. 2020년 인구조사 참여가 
교육, 의료, 교통, 주택 등에 필요한 뉴욕 시민의 재원을 확보합니다. 
 
 my2020census.gov 에서 인구조사에 참여하세요. #GetCountedNYC 
 
게시물 4번: 
지금 뉴욕시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1) 집에 머물며 2) 2020년 인구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알리는 것. 
 
인구조사에 수십억 달러의 연방자금이 달려있습니다. 
 
오늘 my2020census.gov에서 인구조사에 참여하세요. 
#GetCountedNYC 
 
게시물 5번: 
 2020년 인구조사와 직결된 세 가지 핵심 요소: 
💰💰 자금 

💪💪 권력 
✊ 존중 
 
우리가 인구조사에 참여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비용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u/7/folders/1AnJdzhfloRz3cs5_Zy9bFTQM2tVuhGvI
https://drive.google.com/open?id=1hfwe26IDsi7WP7Mz2WamILsbUpCNNFMv


오늘 my2020census.gov에서 인구조사에 참여하세요. #GetCountedNYC 
 
게시물 6번: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손 씻기 

😷😷 사회적 거리두기 

🏥🏥 2020년 인구조사에 참여하기 
 
게시물 7번: 
인구조사는 우리의 건강 및 병원과 직결되므로 모든 사람이 집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제 
온라인(my2020census.gov #GetCountedNYC)에서 10분이면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인구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인구조사 참여 방법: 
 
💻💻 온라인 

☎ 전화 

✉ 우편 

💬💬 13개 언어 

🕒🕒 소요시간 10분 
 
오늘 my2020census.gov를 방문하세요. #GetCountedNYC 
 
 
나만의 게시물 만들기 
 
제공되는 콘텐츠나 직접 수집한 콘텐츠로 나만의 게시물을 만들어 보세요. 
 
해시태그 및 행동 촉구 
 
공유하는 모든 콘텐츠에 #GetCountedNYC 해시태그를 붙이세요.  NYC Census 2020 팀은 이 
해쉬태그를 통해 쉽게 게시물을 추적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내에서 이와 같은 콘텐츠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2020Census 해시태그 사용도 적극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콘텐츠에는 NYC Census 2020 움직임으로 연결되는 행동 촉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뉴욕시 웹사이트에 방문해 인터랙티브 지도에서 2010년 응답을 확인하거나, 지역별 

인구조사 자원봉사 단체(“NOCC”)에 가입하도록 권해보세요.  
 
 
 

http://nyc.gov/census
http://nyc.gov/census
http://nyc.gov/NOCC
http://nyc.gov/NOC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