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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통계청장,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한 통계발전 기여 의지 표명 -

□

강신욱 통계청장은 6.24.(수) 19:00~22:00(한국시간) 동안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17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에 참석하였다.
*

* The 17th Meeting of the OECD Committee on Statistics and Statistical Policy

○

37개 회원국의 통계수장이 참여하는 동 회의는 경제와 삶의 질 등

글로벌 현안 정책 추진에 필요한 통계 기준 및 국제비교 방법론 등을
의결하는 통계부문 최고위 연례회의체로, 6.2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

(* 세부 프로그램 : 붙임 1 참조)

특히 이번에는 유럽지역 국가의 통계기관장 협의체(UNECE-CES *)와
공동으로 ‘코로나19 특별세션’을 마련하고,

○ ▲ 코로나19

관련 긴급 통계 작성 사례 공유

적용 가능한 혁신적 자료수집 방안 모색

▲ 유사

▲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연관된

국제협력 분야 우선순위 등을 논의하였다.
*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 이와 관련하여 강신욱 청장은 코로나19 방역 대책 지원을 위해 빅데
이터 등을 활용하여 한국 통계청에서 시의성 있게 작성한

① 카드승인액 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업 세부 동향,
- ② 마스크·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예방 품목의 일일 가격 및 품절률,
- ③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한 인구이동 통계 사례를 소개하였다.
-

동 자료는 ‘출처 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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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국제협력 부문에서도, 일반적으로 세계적 위기는 국가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 물리적 이동이 불가능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ODA)
할 수 있는 효율적 협업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여, 많은 회원국의

○

지지를 받았다.
한국의 경우, 이번 위기를 계기로 비대면(언택트) 조사로의 전환
및 혁신적인 자료원 활용 확대 등 통계생산 패러다임의 변환을
촉진할 계획임을 언급하고,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통계기관장들은 코로나19의 영향 및 대응정책 효과 측정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보 수요에 부응하고자 ‘①OECD 마이크로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②거버넌스 통계개발’에 대해 논의한다.
《 ※ OECD 통계정책위원회 주요 의제 개요 》
① 마이크로데이터 플랫폼 : 무역, 고용, 거시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산업 및 규모별
등 세부 자료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OECD에 각 국가 기반의
마이크로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폭넓은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
② 거버넌스 통계 : 국가 내 의사결정 체계, 공공부문 신뢰도 등을 측정하여 지속가능한
위기 회복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사문항(모듈)을 개발하고, 회원국의 이행을 촉구

○
○

강 청장은 최근 위기로 인한 경제 사회적 영향을 세부적으로 분석
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임을 언급하고, OECD
사업에 지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회복 정책의 이행 과정 및 공공부문의 신뢰도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거버넌스 통계’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내 공식통계로의 생산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강신욱 통계청장은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시의성 있는 통계를 적극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은 국가통계청의 책무이자 기회“라고 전하며,

○

”국제통계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통계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제17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세부 프로그램
2. OECD 통계정책위원회 개요
3.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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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제17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세부 프로그램

【 6. 24.(수) 19:00 - 22:00 】 OECD-UNECE 공동주관 「코로나19 특별세션」
“코로나19 위기가 공식통계에 미치는 영향”

19:00 - 20:15

20:30 - 22:00

▪ 세계적 변화 속 국가통계청의 역할 (UNECE 주관)
( Data stewardship – NSOs in the changing world)
▪ 공식통계의 업무지속성 (OECD 주관)
(Business continuity of official statistics)

【 6. 25.(목) 19:30 - 22:00 】 CSSP 본회의 1일차

19:30 - 20:15

20:15 - 21:20

21:20 - 22:00

▪ OECD 통계데이터국장 보고
(Report from the OECD Chief Statistician)

▪ 분석용 마이크로데이터
(Microdata for analysis)
▪ 2021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기준 검토
(CSSP Review of the Technical Standards for PISA 2021)

【 6. 26.(금) 19:30 - 21:30 】 CSSP 본회의 2일차

19:30 - 20:40

▪ 거버넌스 통계
(Governance Statistics)

20:40 - 21:10

▪ 모범통계실무 권고안 이행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 on Good Statistics Practice)

21:10 - 21:30

▪ 기타 정보제공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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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OECD 통계정책위원회 개요

□ (연 혁) ’04년 설립 되었으며, 37개 회원국 이 멤버
*

**

* 기존 자문그룹(Statistical Advisory Group)에서 통계위원회로 변경
** 37개 회원국 이외 브라질, 인도, 남아공 등이 주요 옵저버로 참가

◦
□

’14년, ‘통계위원회’에서 ‘통계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타

위원회의 정책 수립 평가를 위한 통계적 지원 확대

(참가자) OECD

회원국의 통계기관장 및 주요 국제기구(UN,

OECD, ILO, IMF 등) 통계수장 등 100여 명 참가

□ (개 최) 매년 6월 말, OECD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와 유엔 유럽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 에서 교대로 개최됨

※ 2020년 제17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사상 첫 화상회의로 형태로 개최

□ (기

능) OECD의 핵심기능인 정책분석 및 모니터링의 기초 통계

․

자료 입수, 국제비교성 제고를 위한 기준 및 방법론 개발 권고

◦ OECD

회원국 통계의 품질 유지, OECD 통계데이터국* 업무 및

局

예산 감독, 타 국( )의 통계관련 업무 조정 및 자문 등

* OECD 통계데이터국(SDD: Statistics and Data Directorate)

□ (한국참가) ‘04년 제1차 OECD 통계위원회 이후 매년 참가
※ 한국통계청은 ’06～’15년 동안 통계위원회 의장단 멤버로 활동하였으며, ‘12～’14년
동안 부의장 역임

□ (의장단) 의장단 (Bureau)의 임기는 1년으로 매년 선출하되, 원칙적
으로 동일인이 3년 이상 재임할 수 없음

◦ 의장단은 국가(nationality)가 아닌 개인(personal capacity)으로 선출
하며, 의장(1명), 부의장(1~2명)과 5명 이내의 멤버로 구성

* ’20년 의장단(총 7명 통계기관장)
: 캐나다(의장), 폴란드(부의장), 핀란드, 영국, 덴마크, Eurostat,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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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관련 사진

△강신욱 통계청장이 24일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17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에 참석해 한국
통계청은 국제통계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한 통계발전에 기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24일 ‘제17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에 참석해 코로나19 방역 대책
지원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정보를 작성한 통계청의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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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통계청장(가운데)를 비롯한 우리 대표단이 24일 열린 ‘제17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화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통계기관의 역할과 효율적 협력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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