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씀

제5 회

국가통계 발전포럼
흔히


KOSIS는
이용자가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국내·국제·북한의
주요 통계를 한 곳에 모아 통계청이 제공하는 통계포털서비스입니다

2015. 5. 15(금) 9:30 ~ 16:00
리츠칼튼호텔

KOSIS는 ’15년 3월 말 기준, 246개 기관의 759종 통계(약 9만 개
통계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통계로 보는 자화상’, ‘같은 듯 다른 듯 남과 여’, ‘통계웹툰’
등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바로 서야
국가 정책이 바로 선다고 합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데 통계를 근간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겠지요.

리츠칼튼호텔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20, The Riz-Carlton, Seoul Tel. 02-3451-8000

KOSIS 들어가기

http://kosis.kr

오시는 길
｜지 하 철｜•9호선 신논현역 4번출구 직진 1분
•2호선 강남역 11번출구 강남역에서 강남교보(구:제일생명) 사거리
방향으로 도보 10분, 자동차 5분

•7호선 논현역 2번출구 논현역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도보 15분
｜시내버스｜•지선(초록) : 3412 4412
•간선(파랑) : 341 360 146 145 402 420 470 471 407 462 642
•광역(빨강) : 9404 9408 9503 9711
•좌 석 버 스 : 5001 5002 6800 9700

아시다시피 국가통계 작성기관에서는 각종 정책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인
통계품질 향상과 다양한 통계제공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통계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국가통계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불편함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통계작성기관, 정책부처, 연구기관,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통계발전을 주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통계발전 포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소중한 의견들은 향후 통계행정에 적극 반영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http://kostat.go.kr
100-794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http://bok.or.kr

2015년 5월 15일
통계청장

박형수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제1세션

제5회

국가통계 발전포럼에
초대합니다.
PROGRAM
시간

내용

09:30~10:00
등록
(30´)

비고
Grand Ballroom (A3층)

발표 : 유병삼 교수(연세대)
10:00~11:00 주제발표
- 국가통계 발전 방향
(60´)

토론 : 박성동 국장(통계청)
전승철 국장(한국은행)
이긍희 교수(한국방송통신대)
오형규 논설의원(한국경제)

오전 11:00~11:20 휴식
(20´)

11:20~11:40 개회
(개회사, 환영사, 축사)
(20´)

좌장 _ 안형준 통계정책과장 (통계청)

제5세션

좌장 _ 한상태 국가통계연구회장 (한국통계학회)

사회통계 개선·개발 전략과 대응방안

빅데이터시대와 통계

주제발표

주제발표

주제발표

•국가통계허브구축 방안 (통계청 / 박진우 서기관)
•Post-2015 의제 지표 관련 대응 방안 (통계개발원 / 김혜련 사무관)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작성방안 (통계개발원 / 이희길 사무관)
•조사표 평가 및 개선전략 (통계개발원 / 양경진 사무관)

•빅데이터시대에서의 통계학 - 대학의 학부교육을 중심으로 (고려대 / 허명회 교수)

제2세션

제6세션

제10세션

좌장 _ 최정수 서비스업동향과장 (통계청)

좌장 _ 신병곤 금융통계팀장 (한국은행)

•서울시 유동인구 조사 및 DB구축 관련 연구 (서울연구원 / 고준호 팀장)

좌장 _ 김세기 주택통계부장 (한국감정원)

정부 3.0시대 협업을 통한 경제동향통계 개발

미시적 금융통계 확충 방안

변화하는 시장의 부동산통계 인프라 강화 방안

주제발표

주제발표

주제발표

•제조업 제품 공급동향지수 개발 방안 (통계청 / 김희종 사무관)
•온라인쇼핑 수출·수입 통계 세부 개발 계획(안) (통계청 / 신광현 사무관)

•개인신용데이터를 활용한 가계부채 통계 작성방안 (한국은행 / 윤옥자 과장)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편제 결과 (한국은행 / 최정태 과장, 특허청 / 박종필 사무관)

•부동산 정책지원을 위한 통계 개선방안 (한양사이버대 / 지규현 교수)
•주택매매거래 진단 지표 작성 방안 (한국감정원 / 이준용 부연구위원)
•실거래가격정보에 기초한 전월세 전환율 개선방안 (한국감정원 / 권범준 연구원)

제3세션

좌장 _ 어운선 소득통계과장 (통계청)

주제발표

개회사 : 박형수 청장(통계청)
축 사 : 기획재정부 차관

제9세션

정책맞춤형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통계청의 역할

제7세션

•세종시 분리 및 시군구 단위 소득계정 개발 (통계청 / 심상욱 서기관)
•산업별 토지자산통계 개발 (통계청 / 정동욱 사무관)

좌장 _ 신승철 국민소득총괄팀장 (한국은행)

신규 국민계정통계의 이해와 활용

이용자 적합성 제고를 위한 지역소득통계 및
국민B/S의 대응과제
환영사 : 장병화 부총재(한국은행)

좌장 _ 민경삼 동향분석실장 (통계개발원)

주제발표
•공급사용표의 이해와 활용 (한국은행 / 정영호 과장)
•공공부문계정의 이해 (한국은행 / 김성자 과장)
•국민대차대조표로 본 우리경제의 특징 (한국은행 / 조태형 팀장)

제11세션

좌장 _ 김정훈 前 한국조사협회장

조사현장에서 본 국가통계 품질제고 방안
주제발표
•공공부문 조사단가 현황 및 대안모색 (월드리서치 / 박승열 사장)
•조사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ISO 20252를 중심으로)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 신영태 이사)

11:40~12:30 강연
- 한국경제의 현황과 전망
(50´)
12:30~14:00
(90´)
오후

오찬

14:00~16:00 전문세션 회의
- 총 11개 세션 운영
(120´)

강석훈 국회의원

V I P : Sorak1(A3층)
일반 : Grand Ballroom(A3층)
각 주제별로 2~3개 소주제 발표·
토론(세션별 소회의장)

제4세션

좌장 _ 윤연옥 인구동향과장 (통계청)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인구통계 제공
주제발표
•시군구 인구 추계 개발 및 보급 (통계청 / 김수영 사무관)
•2015 인구주택총조사 방법론 - 등록센서스 방식 도입 (통계청 / 임영일 사무관)

제8세션

좌장 _ 이준희 정책총괄과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통계생산의 적절성 제고 방안
주제발표
•어느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가?
-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연구원 / 표한형 연구위원)

•중소기업 실태조사 개선 및 발전방안 (중소기업중앙회 / 이창희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