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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유엔 공조「공식통계 국제 콘퍼런스」개최
- 위기상황 이해․극복과정에서의 통계와 데이터의 역할 논의 -

․

□ 통계청(청장 류근관)은 유엔통계처와 공조하여 ‘위기상황 이해 극복과정에서의

「

」

통계와 데이터의 역할’에 대한 공식통계 국제 콘퍼런스* 를
동안 화상으로 개최한다.

8. 31.(화)~9.2.(목)

*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fficial Statistics

○ 제27회 통계의 날(9.1.) 행사와 연계하여 실시되는 이번 콘퍼런스는 각 국
통계청과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주요 글로벌 통계 이슈를 논의하는 국제회의로
2010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 류근관

통계청장과

스테판

슈 바 인 페 스 트 (S te f an

S ch w i n f e s t)

유엔통계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콘퍼런스는 3일간 주제별 기조연설과
토론세션으로 진행되며
○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세계은행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전문가, 뉴질랜드, 필리핀, 콜롬비아 등
10여개국의

통계청장 등이 참여한다.

□ 이번 콘퍼런스는 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 상황에서 통계 및 데이터
역할에 대해 고찰하고, 위기 회복을 위해 적용가능한 솔루션 및 기술
개발 등 향후과제를 폭넓게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다.

동 자료는 ‘출처 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공익추구에 도움이 되는 시의성 있고 세분화된 고품질 데이터를
생산하면서 위기와 재해 발생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강력한 통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
□ 류근관 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통계청은 팬데믹과 같은 위기상황
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적시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과
자료원을 발굴”하고
○ 흩어진 자료를 모으고, 연계, 통합하여 공식통계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
□ 류청장은 또한 토론세션에도 직접 참여하여 통계청이 추진하고 있는
K-통계시스템

구축사업을 소개하고 국제사회 기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K-통계시스템은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자료와 민간데이터까지를

최신 암호기술과 통계등록부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클라우드 기반
통계시스템이다.
□ 코로나19로 인해 실시간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8. 31.(화)~9.2(목) 3일

동안 매일 2회(08:30과

15:30),

각

180분씩

운영한다.

○ 본 콘퍼런스에 관심있는 분은 홈페이지 (http://www.2021icos.kr) 또는
QR코드를

통해 등록 후 참여 가능하고,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붙임 】 1. 유엔 공조 공식통계 국제 콘퍼런스 프로그램
2. 주요 연사 약력

붙임 1

제6차 유엔 빅데이터 콘퍼런스 프로그램

1일차 (8.31.(화))
-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데이터 및 국가통계청의 역할
08:30
- 09:00

개회식

09:00
-09:30

기조연설

◦환영사: 한국 통계청장
◦개회사: 유엔 통계처장
◦기조연설자: Ms. Samira Asma(WHO 데이터분석국장) 사전녹화
데이터의 역할, 통계 커뮤니티, 국가데이터 생태계
: SDGs 및 센다이프레임워크 달성을 위한 통계·데이터 부문 협
력 과제 논의

09:30
-11:00

세션 1

◦좌장: Ms. Paloma Merodio(멕시코 통계청 차장)
◦연사: Ms. Galmira Markova(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
Ms. Rikke Munk Hansen(UNESCAP통계국)
Ms. Oliver Chinganya(UNECA*)
*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UN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정용찬(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Ms. Ola Awad(팔레스타인 통계청장)
15:30
-16:00

기조연설

◦기조연설자: Ms. Samira Asma(WHO 데이터분석국장) 재방영
재난 회복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의 역할
: 재난 발생 시 새롭게 발생하는 데이터 수요 충족을 위한 대
안, 재난 위험 및 경감을 위한 데이터의 역할 논의

16:00
- 17:15

세션 2

◦좌장: 최경순(한국 통계청 국제협력담당관)
◦연사: Mr. Michael Nagy(UNECE)
Mr. Andrew Kruczkiewicz(적십자 기후센터)
Mr. Mark Sowden(뉴질랜드 통계청장)
Ms. Aina Saetre(유엔난민기구)
Mr. Imam Machdi(인도네시아 통계청 부청장)
코로나19 극복 국가별 사례
: 재난 구제 계획 수립 시 데이터 및 통계의 역할, 재난 극복
국가정책 결정 관련 국가통계청의 기여 등 논의

17:15
-18:30

※ 통계청장

세션 3

◦좌장: Ms. Francesca Perucci(유엔통계처)
◦연사: Mr. Juan Oviedo(콜롬비아 통계청장)
Ms. Mercy Kanyuka(말라위 통계청장)
Mr. Asaph Young Chun(한국통계청 통계개발원장)
Ms. Ruth Studely, Ms. Esther Sutherland(영국 통계청)
Mr. Mark Hereward(유엔아동기금)

2일차 (9.1.(수))
- 새로운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데이터 전략 및 협력 방안
08:30
- 09:00

◦Ms. Shaida Badiee(Open Data Watch* 운영국장) 사전녹화
기조연설

* 공식통계 및 데이터 생산 관리 기관의 혁신 지원을 목적으로 전세계
데이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비영리기관

재난이 통계활동에 미치는 영향 – 국가통계시스템의 대응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플랫폼 수립, 민관협력 방안 논의
◦좌장: Mr. Grant Cameron(SDSN/TReNDS*)
09:00
- 10:15

세션 4-A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및 기술 혁신 데이터 연구 국제 네트워크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Thematic Research
Network on Data and Statistics)

◦연사: Ms.
Ms.
Ms.
Ms.

Francesca Perucci(유엔통계처)
Sandra Quijada(칠레 통계청장)
Nguyen Thi Huong(베트남 통계청)
Carol Coy(자메이카 통계청장)

새로운 도전과제 극복을 위한 데이터 솔루션 및 협력방안
: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예정인 새로운 국가통계 및 데이터
솔루션 전략을 위한 국제 협력방안 논의
◦좌장: Ms. Jenna Slotin(GPSDD*)
10:15
- 11:30

세션 5-A

*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국제네트워크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ata)

◦연사: Mr.
Mr.
Mr.
Mr.
15:30
- 16:00

기조연설

Grant Cameron(SDSN/Trends)
Rolando Ocampo(UNECLAC)
Mark Lliffe(UNSD)
Anir Chowdhury(A2I)

◦Ms. Shaida Badiee(Open Data Watch* 운영국장) 재방영
재난이 통계활동에 미치는 영향 – 국가통계시스템의 대응

16:00
- 17:15

세션 4-B

◦좌장: Mr. Steven McFeeley(WHO)
◦연사: Mr. Alberto Zezza(세계은행)
Mr. Edwin Horlings(네덜란드통계청)
윤지숙(한국통계청 빅데이터과장)
Mr. Shaher Khalaf AL Shawabkah(요르단 통계청장)
Mr. Risenga Butler MALULEKE(남아공통계청)
새로운 도전과제 극복을 위한 데이터 솔루션 및 협력방안

17:15
-18:30

세션 5-B

◦좌장: Ms. Claire Melamed(GPSDD)
◦연사: Mr. Alex Caldas(유엔공간정보네트워크)
Ms. Rikke Munk Hansen(UNESCAP통계국)
Mr. Kevin McCormack(아일랜드통계청)
Mr. Yusuf Murangwa(르완다 통계청장)

3일차 (9.2.(목))
- 복원력 있는 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발전 방향
08:30
- 09:00

기조연설

◦ Mr. Samuel Annim(가나 통계청장) 사전녹화
복원력 있는 데이터 및 통계시스템 구축 및 향후 과제
: 위험관리를 위한 데이터 연계의 중요성 및 국가통계 및 데이터
기관의 역할 논의

09:00
- 10:15

세션 6

◦좌장: Mr. Gero Carletto(세계은행 본부)
◦연사: Mr. André Loranger(캐나다통계청 부청장)
Ms. Claudia Wells(Development Initiatives*)
* 데이터를 동력으로 빈곤 종식, 불평등 경감, 회복력 강화를 추구하
는 국제 개발협력 기구

Mr. Claire Dennis S. Mapa(필리핀통계청장)
류근관(한국통계청장)
Ms. Malaefono Taua-Faasalaina(사모아통계청장)
Ms. Angela Me(유엔마약범죄사무소)
위험 상황 이해‧극복 과정에서 필요한 통합 데이터 필요성
: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얻은 각국의 교훈 등을 통해 다가올 위
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논의
(※ 동 회의 결과는 향후 유엔통계위원회 주요 의제로 상정 예정)

10:15
-11:30

15:30
- 16:00

Round
Table

기조연설

◦좌장: Ms. Shaida Badiee(Open Data Watch 운영국장)
◦패널: Ms. Francesca Perucci(UNSD)
Ms. Jenna Slotin(GPSDD)
Ms. Rikke Munk Hansen(UNESCAP통계국)
Ms. Paloma Merodio(멕시코 통계청)
Mr. Juan Oviedo(콜롬비아 통계청장)
◦ Mr. Samuel Annim(가나 통계청장) 재방영
새로운 기술 개발 및 재정 확보 방안 등 향후 과제 논의
: 코로나19로 인해 취약점이 발견된 통계 및 데이터 인프라
역량강화 방안 논의

16:00
-17:30

17:30
- 17:45

세션 7

폐회식

및

◦좌장: Ms. Clare Melamed(GPSDD)
◦연사: Mr. Johannes Jutting(PARIS21)
Mr. Craig Hammer(세계은행)
Mr. Jorun Sigrid Nossum(노르웨이 개발협력청)
Ms. Rachael Beaven(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
Mr. Guilherme Miranda Dutra(UNODC-KOSTAT 협력사무소)
◦ 폐회사(유엔통계처) : Ms. Francesca Perucci(데이터개발국장)
◦ 폐회사(한국통계청) : 김광섭(한국통계청 차장)

붙임 2

주요 연사 약력
(참가세션 순)

직함 및 성명

주요 약력

참가세션 및 역할

￭ 주요경력
- WHO 사무차장 (‘18년 ~ 현재)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P) 근무

1일차 기조연설
￭ 학력
Samira Asma
WHO 사무차장

- 인도 방갈로르 치의학과 졸업
- 영국 런던대 공공보건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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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
Ola Awad
팔레스타인통계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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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1 - 연사
(세션명: 데이터의 역할,
통계 커뮤니티,
국가데이터 생태계)

￭ 주요경력
- 통계청장(‘20.1월 ~ 현재)
- 주택 및 도시개발부 차관(’19 ~ ‘20)
- 통계청 차장(’15 ~ ‘17)

￭ 학력
Mark Sowden
뉴질랜드통계청장

세션2 - 연사
(세션명: 재난 회복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의 역할)

- 뉴질랜드 켄터베리대학 경영학 석사

￭ 주요경력
- 오픈데이터워치 (‘13년 ~ 현재)

2일차 기조연설
￭ 학력
Shaida Badiee
오픈데이터워치 대표

- 정보관리 분야 석사

￭ 주요경력
- 통계청장(‘18.8월 ~ 현재)
- LEICO 컨설팅기업 부소장(’11 ~ ‘18)
- 콜롬비아 로사리오대학 전임교수(‘05~)

￭ 학력
Juan Oviedo
콜롬비아통계청장

- 프랑스 툴루즈대학 경제학 박사
- 콜롬비아 로사리오대학 경제학 전공

세션3 – 연사
(세션명: 코로나 19 극복
관련 통계부문 국가별
사례)

직함 및 성명

주요 약력

참가세션 및 역할

￭ 주요경력
- 통계청장(‘14년 ~ 현재)
- 말라위 최초 여성 통계청장

￭ 학력
Mercy Kanyuka
말라위통계청장

- 수학 전공

세션3 – 연사
(세션명: 코로나 19 극복
관련 통계부문 국가별
사례)

￭ 주요경력
- 통계청장(‘20년 ~ 현재)
- 통계청 차장(’19년 ~ ‘20년)
- 칠레대 마이크로데이터센터장 (’16~‘19)

￭ 학력
Sandra Quijada
칠레통계청장

- 칠레대학교 경제학 석사(’04)
- 칠레대학교 경제학 전공(‘03)
※ 우리 청 양자협력국

￭ 주요경력
- 통계청장(‘20년 7월 ~ 현재)

세션4-A - 연사
(세션명 : 재난이
통계활동에 미치는 영향)

￭ 학력
Nguyen Thi Huong - 경제통계학 박사
베트남통계청장

￭ 주요경력
- 통계청장(‘13년 ~ 현재)
- 통계청 차장(’12년)
- 통계청 경제계정국장(‘84 ~ ’04)

Carol Coy
자메이카통계청장

세션4-B - 연사
(세션명 : 재난이
통계활동에 미치는 영향)

Shaher Khalaf
AL-Shawabkeh
요르단통계청장

직함 및 성명

주요 약력

참가세션 및 역할

- 통계청장(‘09년 ~ 현재)
- 국가통계시스템 역량강화, 증거기반 의사
결정 지원 관련 중심 업무 추진

세션5-B - 연사

￭ 주요경력

￭ 최근 중점 추진 사업
Yusuf Murangwa
르완다통계청장

- 행정자료활용 시스템 개발
- 르완다 주민등록 및 인구동향 통계 현
대화를 위한 신기술 적용

(세션명 : 새로운
도전과제 극복을 위한
데이터 솔루션 및
협력방안)

￭ 주요경력
- 통계청장(‘19. 3월 ~ 현재)
- 가나 케이프코스트대학 미시경제학 교수

￭ 학력
Samuel Annim
가나통계청장

3일차 기조연설

- 영국 맨체스터대학 경제학 박사
- 가나 케이프코스트대학 경제학 석사

￭ 주요경력
- 통계청장
- 필리핀국립대학 경제학 교수
- 필리핀국립대학 통계대학 학장

￭ 학력
Claire Dennis Mapa - 필리핀국립대학 경제학 박사

필리핀통계청장

- 필리핀국립대학 경제학 및 통계학 석사

세션6 - 연사
(세션명 : 복원력 있는
데이터 및 통계시스템
구축)

Malaefono
Taua-Faasalaina
사모아통계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