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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 유엔통계처장과 영상회의 개최
- K-통계시스템 구축 경험과 방법론 공유로 국제사회 기여 제안 -

□ 류근관 통계청장은 화 시(한국시간) 스테판 슈바인페스트(Stefan
Schweinfest) 유엔통계처장과 영상회의를 갖고 기관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한국통계청과 유엔통계처는 2010년부터 매년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위기 상황에서 자료와 통계사회의 역할(The role
of the data and statistical community in time of crisis)”이라는 주제로
8.30.~9.1.(3일간) 개최 예정이다.
□ 통계청은 유엔통계처가 전세계 통계사회의 협업을 위해 구축하고 있는
“UN Global Platfom (UNGP)”에 영국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 통계청과
공동 참여하는 등 다양하고 공고한 방식의 협업체계를 모색하고 있다.
□ 슈바인페스트 통계처장은 류청장이 3.1.(월) 제52차 유엔통계위원회에서
소개한 “K-통계시스템” 구축계획을 환영하며,
○ 개인정보 보호, 민간 빅데이터 활용 등 통계청의 고유한 기술과 경험이
구축에도 크게 도움될 것이라며 적극적 공유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 류청장은
참여는 새로운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경험하는
기회로 “K-통계시스템” 업그레이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 양 기관의 혁신적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속적 공조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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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자료는 ‘출처 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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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유엔 글로벌 플랫폼 (United Nations Global Platform)

□ 개요
ㅇ

새로운 데이터 소스의 공식통계 활용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제공조 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 (a cloud-service ecosystem)
* unstats.un.org/bigdata/un-global-platform (주관:유엔공식통계빅데이터워킹그룹)

□ 제공 서비스
ㅇ

(

협업환경 국제통계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일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
)

들이 지식 데이터 방법론을 공유함으써 함께 배우는 협업 환경 제공
·

ㅇ

(

ㅇ

(

ㅇ

(

·

데이터 선박 데이터 , 항공데이터 , 위성 데이터 , 모바일 데이터,
)

스캐너 데이터 등

방법론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작성 방법론 및 알고리즘
)

어플리케이션 웹 상에서 주피터허브(JupyterHub) 와 깃랩(Gitlab)
사용 가능 및 R, 파이썬(Python), 줄리아(Julia) 등 다양한 언어 제공
*

)

**

*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줄리아, 파이썬, R 등)의 실행 환경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사용 플랫폼
** 깃(분산버전관리시스템) 저장소, 지속적으로 자료 통합 및 배포(CI/CD), 이슈추적, 보안성
테스트 등 기능을 갖춘 웹기반의 데브옵스(DevOps: 소프트웨어개발과 운영이 상호 의존적) 플랫폼

□ 지역 허브
ㅇ

를 사용한 훈련과 프로젝트 활동 확대를 위해 중국, 브라질,
르완다, 아랍에미리트에 4개 지역 허브 구축 및 운영

U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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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한국통계청의 K-통계시스템

□ 개요
ㅇ

-

통계등록부 등 데이터베이스를 가교로 하여 각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공공 빅데이터 체계
동형암호 등 최신의 암호기술을 활용하여 최고의 보안수준을 유지하면서
각종 공공자료를 결합 활용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데이터체계
․

□ 유엔 논의 사항 데이터 스튜어드십 과의 연계점
(

)

데이터 스튜어드십 변화하는 데이터 생태계에서 데이터 가치, 활용 제고를
위해 국가 최고데이터 관리자 (데이터 스튜어드)의 역할을 다음 4개 측면에서 논의
ㅇ
통계시스템에서 지향하는 가치는 데이터 스튜어드십과 일치
ㅇ

(

)

K-

데이터 스튜어드십*

K-통계시스템

데이터 공유 조정
Better
collaboration

데이터

국가데이터 생태계 전문성 제고
데이터 보안
데이터 공유협약의 표준화 및

methods
and

▶ → 데이터 보유기관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기관 간 협업 촉진

capability
Better access
and
understanding

통계시스템 표준화 및 인프라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에서의

정보유출 우려 해소

법적 보완
Better

연계․결합

데이터 연계·활용·보호, 클라우드를

기계학습, ▶ 통한 자료유통 등 다양한 방법론

인공지능 등

개발 수반

지리정보를 활용한 데이터시각화
마이크로데이터
데이터플랫폼과 대시보드

정부, 공공, 민간, 국민들이 데이터에
▶ 편리하게 접근, 데이터를 보다

가치있고 효과적으로 이용

데이터 문해력 제고 전략
최고 데이터 관리자의 역할

Better
Governance

국가 데이터 전략

▶

오픈 데이터

협력·방법론·접근의 확대를 통해
효과적인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촉진

품질 관리
* UN통계위원회 HLG-PCCB(High-level group for Partnership, Coordination and Capacity-Building for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마련한 데이터 스튜어드십 접근방법론에서 발췌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