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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관 통계청장, IAOS 고위급 특별회의 및 총회 참석
- 코로나19 등 글로벌 위기상황에서의 공식통계의 역할 토론 -

□ 류근관 통계청장은 4.25.(월)부터 4.27.(수)까지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개최
되는 국제공식통계협회(
폴란드 통계청 공동 주관 고위급 특별회의
및 총회에 참석하였다
IAOS*)-

.

*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Official Statistics

회의는 공식통계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국제통계기준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국제기구 각국 통계청 등 국제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식통계 관련 대표적인 회의로 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된다
○ 4.25.(월) 개최된 특별회의는 각국 통계청장 이상 고위급만 참석하는
회의로서 미샤 벨킨다스 IAOS 회장이 류근관 통계청장을 초청함에
따라 참석하게 되었다
○ 이번 회의에는 스테판 슈바인페스트 유엔통계처장 통계국장 등
국제기구 통계수장들과 영국 체코 등 주요 국가 통계청장을 포함한
0여명의 고위급이 참석하여
① 공식통계의 기본원칙 ② 코로나 상황에서의 인구총조사 실시 ③
통계 오남용 및 신뢰 유지라는 3개 주제에 대해 심도깊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 류 청장은 회의에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비대면 조사 및 행정자료를 활용한
한국 인구센서스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통계데이터 기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K-통계체계를 소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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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류 청장은 4.26일(화)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전문가 여명이 참석한
IAOS 총회의 고위급 회의에 패널로서 참석하여 “글로벌 위기에 대응
하기 위한 공식통계의 역할” 토론에도 참여하였다
○ 이번 고위급 패널회의 참석은 그 동안 류 청장이 UN통계위원회 및
OECD 통계정책위원회 의장단 멤버로서 국제통계사회에서의 활발한
활동 및 기여를 높이 평가한 폴란드 통계청장의 특별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 류 청장은 폴 슈라이어 OECD 통계데이터 국장 마리아나 코체바
Eurostat 통계처장 등 국제통계전문가 명과 함께 토론에 참여하여
코로나 상황에서 조사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조사긴급대응반
설치 전자조사 기반 비대면 조사 확대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의
성공적인 수행 등 한국의 모범사례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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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류 청장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통계청이
허브(Hub)로서 각 기관 통계데이터(Spokes)를 연계․공유함으로써 데이터
거버넌스구축에기여하고있다 고밝혀참석자들로부터많은관심과주목을받았다
,

, “

”

.

□ 류 청장의 이번 회의 참석은 코로나19 발생이후 처음 대면으로 개최된
대표적인 공식통계 관련 국제통계회의에서
○ 글로벌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한국통계청의 모범사례를 직접 소개함
으로써 국제통계사회 리더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

.

※

위의 공공누리 마크는 붙임 자료를 보고 각 과에서 이용허락 범위를 판단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IAOS 총회 참석 사진

▶ 류근관 통계청장(가운데)은 4월26일(현지시간) IAOS 총회에 패널로 참여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0 인구센서스’의 성공적 수행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 류근관 통계청장(오른쪽에서 네번째)은 4월26일(현지시간) IAOS 총회에 국제통계전문가
7명과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붙임 2

IAOS 고위급 특별회의 일정
IAOS 특별회의: 공식통계원칙, 인구총조사 및 통계 오남용
일시: 2022년 4월 25일
장소: 폴란드 중앙은행 크라쿠프 지점
프로그램 주최위원 – Misha Belkindas, Hermann Habermann
IAOS 회장 초청 특별회의

08:30~09:00

등록
[개회식]

09:00~09:20

Misha Belkindas – IAOS 회장
Dominik Rozkrut – 폴란드 통계청장
Agnieska Szlubowska – 폴란드 통계청 크라쿠프 지방청장

[Session 1] “공식통계 기본원칙 – 역사, 적절성 그리고 미래”, 좌장: Misha Belkindas
<공식통계 기본원칙의 역사>
- Jozef Olenski, 前 GUS 회장, Lazarski 대학교 교수
- Jan Louis Bodin, 前 ISI 및 IAOS 회장
- Hermann Habermann, 前 미국 통계청장
<동 주제에 대한 UNSD의 견해>
- Stefan Schweinfest, 유엔인구처장
09:20~12:30

<향후 전망>
- Gabriella Vukovich, 헝가리 통계청장
- Calogero Carletto, 세계은행 수석 경제관
- Jon Clifton, 갤럽 글로벌사업부 이사
- Ola Awad, 팔레스타인 통계청장
- Rafael Diez de Medina, ILO 통계국장
- Gerry Clancy, ESRI GIS 수석 컨설턴트
<토론 및 요약: Misha Belkindas>

12:30~14:00

오찬

[Session 2] “불확실성하에서의 인구총조사 실시“, 좌장: Hermann Habermann

<2022 센서스 라운드 개요>
- Jean Michel Durr, 컨설턴트, 前 프랑스 통계청 직원

14:30~16:30

< 국가별 사례발표>

- Jean Michel Durr, 컨설턴트, 前 프랑스 통계청 국장
- Dominik Rozkrut, 폴란드 통계청장
- Danny Pfeffermann, 이스라엘 통계청장

16:30~17:00

Coffee Break

[Session 3] “통계 사용, 오남용 그리고 신뢰 “, 좌장: Misha Belkindas

<IAOS 업무 프레임워크 >
- Martine Durand, 前 OECD 통계국장 및 프랑스통계청 멤버
- Jan Robert Suesser, IAOS 최고위원회 위원 및 ISI 윤리 자문이사회, IAOS
레퍼런스 그룹 공동의장
17:00~18:00
<ISI 윤리 자문이사회 업무와의 관계>
- Walter Radamacher, 前 유럽연합통계국장, 유럽국가통계청연맹 회장, ISI
윤리 자문이사회장
<동 주제 관련 향후 IAOS 업무에 대한 토론: Misha Belkindas>

19:00~22:00

IAOS 환영 만찬

붙임 3

IAOS 고위급 특별회의 주요 참석자

직함 및 성명

주요 약력

참가세션 및 역할

￭ 주요경력
-

IAOS 회장(‘21~)
ODW Consulting 회장(‘18~)
Open Data Watch 공동창립자(‘13~’18)
세계은행 선임자문관(‘10~’12)

￭ 학력
Misha Belkindas
IAOS 회장

오프닝
세션1 좌장
세션3 좌장

- Central Economic-Mathematical Institute of
the Academy of Science of USSR 경제학 박사

￭ 주요경력
Dominik Rozkrut

폴란드 슈체친 대학 통계학과 교수
통계청 입사(07)
통계청장(‘16.6~)
IAOS 차기 회장(’24.~‘26.)

￭ 학력

오프닝

세션2
Views from
countries

- 슈체친 대학 통계‧계량경제학 박사

폴란드통계청장
Agnieszka Szlubowska

Jozef Olenski
Jan Louis Bodin

￭ 폴란드 통계청 크라코프 지방청장
￭ Lazarski 대학 교수
￭ 前 IAOS 회장

오프닝
세션1
History of the FPOS
세션1
History of the FPOS

￭ 주요경력
- 前 미국 통계청장(‘02~’08)
- 유엔통계처장(’94~‘02)

￭ 학력
Hermann Habermann

세션1
History of the FPOS
세션2 좌장

-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통계학 박사

前 미국 통계청장

￭ 주요경력
- 유엔통계처장(‘14.7월 ~ 현재)
- UN GGIM* 전문가위원회 의장
* Global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Stefan Schweinfest
유엔통계처장

￭ 학력
- 런던 정경대 졸업, Wuerzburg Univ.(수리경제학
전공)

세션1
View from UNSD

직함 및 성명

주요 약력

참가세션 및 역할

￭ 주요경력
-

헝가리 통계청장(‘10~)
국제통계연구소(ISI) 위원(‘19~’21)
유엔통계위원회 의장(‘22)
유엔통계위원회 부의장(‘15, ’20)

세션1
What Future Holds

￭ 학력
Gabriella Vukovich
헝가리 통계청장
Calogero Carletto
Jon Clifton

- London School of Economics (경영학)
- University of Paris (경영학)
- Wuerzburg University (수리경제학 학사)

￭ 세계은행 수석 경제관
￭ 갤럽 글로벌사업부 이사

세션1
What Future Holds
세션1
What Future Holds

￭ 주요경력
- 통계청장(‘09년 ~ 현재)
- 팔레스타인 통계자문위원회 위원장
- PARIS21 집행위 중동지역 대표

￭ 학력

Ola Awad
팔레스타인통계청장

-

세션1
What Future Holds

영국 리버풀대학 경영학 박사
미국 보스턴대학 경영학 석사
팔레스타인 Birzeit대학 응용통계학 석사
팔레스타인 Birzeit 대학 경제학 전공

￭ 주요경력
-

ILO 통계국 통계국장(‘09~)
ILO 정책통합국 수석 노동경제학자(’03~‘07)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 노동경제고문
우루과이 통계청 사회·인구과장(‘82~’01)

세션1
What Future Holds

￭ 학력
Rafael Diez de Medina - 칠레대학교 계량경제학, 통계학 박사
ILO 통계국장
- 우루과이 공화국 대학교 경제학, 통계학 석사
Jean Michel Durr

￭ 前 프랑스 통계청 국장

Danny Pfeffermann

￭ 이스라엘 통계청장

Martine Durand

￭ 前 OECD 통계국장

Jan Robert Suesser

￭ IAOS 최고위원회 위원

세션2
Views from countries
세션2
Views from countries
세션3
Framework for
IAOS work
세션3
Framework for
IAOS work

붙임 4

IAOS 총회 패널토론 개요

□ 목적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보건 환경 정치 분야에서의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식통계의 미래 역할에 대하여 논의 필요
□ 일시
화 오전 시 시
□ 장소 크라쿠프 의회센터
□ 참석자
ㅇ 회의 진행
회장
ㅇ 패널 토론자 명
류근관 통계청장
통계처장
유엔통계처장
통계데이터국장
회장
:

,

: ‘22. 04. 26.(

)

:

9

,

~11

(ICE Krakow Congress Centre)

: Mr. Misha Belkindas, IAOS

(8

)

-

- Mrs. Mariana Kotzeva, Eurostat

- Mr. Stefan Schweinfest,

-

Mr.

Paul Schreyer, OECD

- Mr. Stephen Penneck, ISI

- Mr. Calogero Carletto, World

-

Mr.

폴란드 통계학회 회장
폴란드 통계청장

Waldermar Tarczyiiski ,

- Mr. Dominik Rozkrut,

Ba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