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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통계청, 통계협력 화상회의 개최
- 위기에서 기회로 : 코로나19 상황에서 통계와 데이터의 역할 논의 -

통계청 류근관 청장 은 4.15.(목) 17:00, 영국 통계청(이안 다이아몬드
청장)과 제2회 양자 통계협력 회의를 개최하였다.
○ 한 영 통계청은 년 양국의 통계협력 발전 양해각서 를 체결하고,
’19년 런던에서 제1회 양자 통계협력 고위급 회의를 가진 바 있다.
○ 양국은 유엔통계처가 전세계 통계사회의 협업을 위해 구축하고 있는 유엔
글로벌플랫폼 프로젝트(Data as a Service) 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
하고 공고한 협업을 추진 중이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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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

* ➀ 데이터 통합과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가상화 플랫폼상에서 ➁ 다양한 빅데이터를
그 종류와 유형에 관계없이 추출, 연계, 표준화, 분석 및 실시간 제공

□ 화상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위기에서 기회로 - 코로나19

상황에서 통계와 데이터의 역할」을 주제로,
▲ 코로나19 전후 경제동향 ▲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신규통계
작성 경험을 공유하고, ▲ 통계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한 K-통계시스템과
영국의 통합데이터플랫폼을 소개하였다.
□ 류근관 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는 증거기반 정책수립에
있어 통계의 중요성과 통계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더욱 실감하게 된 계기였다며,
○ 통계청의 신속한 통계정보 생산‧제공 으로 코로나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를 뒷받침한 경험을 소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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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품목 일일가격조사, 코로나19발생 전후 인구이동 영향분석, 코로나19 상황판 서비스 등

동 자료는 ‘출처 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다양한 데이터간 연계‧결합을 가능하게 할
통계시스템 을 구축 중임을 밝혔다.
“K-

”

□ 다이아몬드 영국 통계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통계청의 대응

성과와 범정부 협업 시스템으로서 K-통계시스템 추진을 높이 평가하며,
○ 개인정보 보호와 민간빅데이터 활용 등 한국통계청의 고유한 기술과
경험의 적극적 공유를 요청하였다.
< 코로나19 전후 영국의 경제동향 >

이번 회의에서 영국통계청은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정책을 뒷받침
하기 위해 제공했던 다양한 신규 데이터, 통계, 분석 결과 등과 코로나19
전후 영국의 경제동향을 소개하였다.
○ 다렌 모르간
경제통계개발국장은, 생산, 투자, 고용
등 지표가 코로나 초반 급락하였으나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
시간 활동지표도 경미한 반등을 보이는 것으로 전했다.
-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금년 6월에는 영국의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사회적 제약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모르간 국장은 밝혔다.



(Darren Morgan)

< 코로나19 관련 신규통계 >

,
(Liz McKeown)

또한 리즈 맥퀀
공공정책분석국장은 코로나19 대응과
회복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계 및 통찰
제공방안을 소개했다.
- 해결해야 할 문제 발견, 우선순위 설정 등 정책입안자들과의 협업 및
코로나 감염조사
사례를 소개하며,
- 이 연구가 불과 주만에 결과를 공표하여 신속하게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주요 정보를 시의성있게 제공하였다고 강조하였다.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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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데이터플렛폼(IDP) >

톰 나이트
분석‧통합데이터플랫폼과장은 정부의 신속한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플랫폼인 통합데이터플랫폼(IDP,
Integrated Data Platform)을 소개하였다.
- 이용자들이 IDP를 통해서 데이터 소스를 취득, 접근, 관리 및 분석
가능하다는 점에서 통계시스템과 유사하다며, 향후 두 시스템의
운영경험과 기술 공유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또한, 다이아몬드 청장은 영국통계청이 ① 통합데이터플랫폼 구축으로
방대한 데이터 연계를 통한 정책결정 지원과 ② 데이터 전문가 대규모
양성으로 영국 국가데이터 전략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 국가통계기관이 장기간 축적한 지식과 노하우가 국가의 데이터
스튜어드 역할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 이에, 류청장은 한국 통계청도 K-통계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데이터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인적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빅데이터
연계‧분석‧서비스 등 전문성을 갖춘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 한 영 통계청은 화상회의를 통해 국제통계사회에서 상호 전통 우방국
으로서의 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양자․다자 등 다양한 대화 채널을
통해 협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도 한국 통계청은 위기 상황 통계 대응 관련 선진 기법 공유를
위해 영국을 포함한 네덜란드 캐나다 등 선진국가들과 통계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
1. 한-영 통계협력 현황
2. 영국의 국가통계제도 및 영국 통계청 개요
3. 영국 통계청 주요 발표내용



(Tom K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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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한-영 통계협력 현황

□ 한-영 통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일시/장소) 2018. 9. 10.(월), 영국통계청(런던)
ㅇ (참석) 존 풀린저(John Pullinger) 영국통계청장, 최성욱 차장 등
ㅇ (주요협력내용) 통계생산 방법론, 국제사회 통계현안, 공동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인적교류, 개도국지원 공동사업 등
ㅇ (

□ 국제회의(티치필드회의) 공동 개최

※ 유엔 고령화 티치필드 시티그룹(TCGA) 운영위원회* 멤버로 참가 중 : 2018 ~ 현재 (통계개발원)
* 16개 기관으로 구성 : (통계청) 영국, 한국, 멕시코, 이탈리아, 호주, 우간다,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기구) UN Woman, WHO, UN인구기금, HelpAge Internation 등

회의명) 2019년 유엔 고령화통계 티치필드 시티그룹(TCGA) 회의

ㅇ (

The 2nd Meeting of the Titchfield City Group on Ageing-related Statistics

일시/장소) 2019. 6. 11.(화) ~ 13.(목), 대전 통계센터
ㅇ (주최) 한국통계청-유엔통계처, 영국통계청(TCGA 사무국)
ㅇ (의제) 고령자통계 국제지침 및 표준화, 분석 프레임워크 개발 등
ㅇ (

□ 제1차 한영 양자 통계협력회의

일시) 2019. 10. 28.(월) ～ 11. 3.(일), 5박 7일
ㅇ (장소) 영국 통계위원회(UKSA) 본부(런던), ONS 본부(뉴포트)
ㅇ (참석)
영국 통계청장, 강창익 사회통계국장 등
ㅇ (

S ir Ian Diamond

논의사항) 국가통계 거버넌스, Data Science Campus, 가계소득지출통계,
마이크로데이터 비밀보호, 인력교류 등

ㅇ (

□ UN DaaS

*

시범프로젝트 추진 협업 : 2021년

추진주체) UNSD·한국 통계청 주도, 네덜란드·영국·UAE 통계청 협업
ㅇ (한국 역할) Denodo 플랫폼을 통한 UN 데이터 DaaS 구현 가능성 검증
ㅇ (수행기간) 3개월 (2021년 상반기)
ㅇ (

* Data as a Service : ➀ 데이터 통합과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가상화 플랫폼상에서
➁ 다양한 빅데이터를 그 종류와 유형에 관계없이 추출, 연계, 표준화, 분석 및 실시간 제공

붙임 2

영국의 국가통계제도 및 영국통계청 개요

□ 영국의 국가통계시스템

집중화된 분산형 통계작성 체계로, 정부의 각 부처가 필요한 공식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나, 주요 통계들은 통계청(ONS)에서 직접 생산
ㅇ 중앙 통계위원회(UKSA), 규제국(OSR), 통계청(ONS) 및 공식통계생산
정부기관으로 구성
통계시스템 총괄 관리
통계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UKSA의 규제기관
영국 중앙 통계기관으로
대부분의 국가통계를 생산‧제공
공식통계 수집‧생산‧보도에
관여하는 모든 공무원 집단
ㅇ

Board of the UK Statistics Authority(UKSA):
Office

for S tatistics

Regulation(OS R):

Office

for National

S tatistics(ONS ):

Government Statistical Service(GS S):

□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

기능 : 경제, 인구, 사회관련 약 123종의 통계 수집 및 작성
ㅇ 조직 : 청장, 1차장, 2차장, 3차장, 10개의 국단위
ㅇ 소재지: 뉴포트(2,011명), 티치필드(1,962명, 현장조사원포함), 런던(63명)
조직도
ㅇ

< ONS

제1차장 (경제통계)

>

청장

인사 및 운영지원팀, 재정기획성과팀

제2차장 (인구 및 공공정책)

제3차장 (데이터역량)

경제통계 개발

인구 및 공공정책 운영

디지털 서비스 및 테크놀리지

거시경제 통계 및 분석

인구 및 공공정책 개선

방법론, 데이터 및 연구

공공정책 분석

데이터사이언스 캠퍼스

공공정책 보고

통합데이터전략, 제공

직속부서

□ 영국 통계청장 약력
이
름 : 이안 다이아몬드(Sir Ian Diamond)
공식직함 : National Statistician
임 명 일 : ‘19. 10. 22.
학
력 : 런던 정경대(경제학사, 통계석사), 세인트앤드류대(통계박사)
주요 경력
- 애버딘대학교 총장(’10-‘19)
- 사회보장자문위원회 위원장, UKSA 비상임이사(-’19.8)

○
○
○
○
○

붙임 3

영국통계청 주요 발표 내용

 코로나19 전후 영국 경제는 초반 급감 후 서서히 회복 중

□ (생산) 영국의 GDP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7.8% 낮은 수준
□ (소비/저축) 코로나19로 가구소비의 구성 변화 및 저축 증가

◦ 서비스 소비 감소, 가사‧가재 용품 및 서비스 소비 증가
□ (투자) 기업투자는 2019년 말에 비해 7.4% 낮은 수준
□ (고용) ’20. 2월 이후 임금근로자 693,000명 감소
◦ 숙박 및 음식서비스업산업, 25세 이하연령, 런던지역에서 가장 크게 감소
□ (물가) 소비자물가 하락, 연료 및 공공요금‧외식 등에서 특히 감소
□ (공공부문 순부채) 가구 및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공공서비스지출로
공공부문 순부채 크게 증가(GDP의 97.5%)
□ (경기반등신호) 신용카드사용액 등 실시간 활동지표 경미하게 반등
□ (향후 전망) 불확실성 여전히 존재
◦ (3월) 학교 등교 재개, (4월) 비필수 소매상 등 영업재개,
(5월) 실내 1천명‧야외 1만명 행사 허용, (6월) 모든 사회적 제약 해제 예상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통계‧통찰(insights) 신속 제공

□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통계‧통찰(insights)을 신속 제공
□ (정책입안자와 협업)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새로운
통계 및 분석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하여 정책입안자들과 협업
□ (신속한 통찰 제공) 가장 주요한 이슈에 대한 주요 정보 파악 및 시의성
있는 새로운 통찰을 얻기 위해 신속하게 신규 조사 실시(수일 내)
□ (새로운 연구) 학계와 협업으로 신속하게 필요한 새로운 연구 실시
◦ 코로나19 감염조사(CIS : Covid-19 Infection Survey) (2주 내)

□ (새로운 접근법) 타기관(정부기관 및 민간부분)으로부터 자료 입수
및 코로나19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접근법 적용
◦ 영국통계청의 데이터사이언스 캠퍼스(Data Science Campus) 주도
□ (통계‧분석 영향력 최대화) 정책입안자들이 중요시점에서 통계와
분석자료 제공 및 통계청 직원 파견
◦ 중요한 통찰(insights)를 얻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데이터연계 실시
□ (대국민 정보제공) 일반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시각화
및 관련 정보 일일 요약 등 커뮤니케이션 방법 개선
◦ 계획 공유, 접근성 제고
 통합데이터플랫폼(IDP : Integrated Data Platform)

□ (개념) IDP 서비스 이용자들이 IDP를 통해서 데이터 소스를 취득,
발견, 접근, 관리하고, 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
□ (필요성) 정부가 신속하게 정책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주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 (비전) 공익실현을 위하여, 바로 사용가능한 데이터 제공 및 신속
하고 광범한 공유 분석(collaborative analysis)
□ (구성) 클라우드 기반의 분석 플랫폼, 바로 사용가능한 공개/비공개
데이터셋, 신뢰가능한 연구환경 인프라, 새로운 범정부 공표
및 제공 서비스, 사업수행절차, 분석을 통한 유용성 설명
□ (단계별 서비스) 베이직 IDP , IDP 플러스, 상업용 IDP
◦ 베이직 IDP : 바로 사용가능한 데이터, 관련 정책, 데이터시각화,
고도화된 디지털발간기능으로 제한된 통계생산 가능
◦ IDP 플러스 : 베이직 IDP에 추가하여, 확장된 자료통합 및 처리
자동화 기능으로 더 많은 통계생산 가능
◦ 상업용 IDP : IDP 플러스에 추가하여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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