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일 Sun

월 Mon

화 Tue

1

6

7

12

December

수 Wed

2

목 Thu

토 Sat

4

5

11

12

17

18

19

23 (12:00)

24 (12:00)

25

◊ (기관소식) ‘20년 지역통계
개발 및 정책활용 우수
지자체 선정 결과

◊ (통계개발) 제주 어가실태조사

◊ (통계개발) 담양군 농업실태조사

29

30 (08:00)

31 (08:00)

◊
-

◊
-

8

(08:00)

3

금 Fri

(12:00)

◊ 2020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 광주ㆍ전남지역(경제조사과)
- 전북지역(전주사무소)
- 제주지역(제주사무소)

◊ (기획보도) 2020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

9

10 (12:00)
◊ (기획보도) 2010년 이후 제주
교통의 변화상

13

14 (12:00)

15

16 (08:00)

◊ (기획보도) 통계로 본
2019년 호남·제주 다문화
현황 및 분석

20

27

21

28

* 보도일시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음

동지

◊
-

22

(12:00)

2020년 11월 고용동향
광주ㆍ전남지역(사회조사과)
전북지역(전주사무소)
제주지역(제주사무소)

2020년 11월 산업활동동향
광주ㆍ전남지역(경제조사과)
전북지역(전주사무소)
제주지역(제주사무소)

2020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광주ㆍ전남지역(경제조사과)
전북지역(전주사무소)
제주지역(제주사무소)

성탄절

26

2020년 12월 보도계획
보도일시

자료배포
일

보도자료 제목

시

12.2.(수)

12.2.(수)

08:00

08:00

12.2.(수)

12.2.(수)

08:00

08:00

12.2.(수)

12.2.(수)

08:00

08:00

12.3.(목)
12:00

12.3.(목)
09:00

2020년 11월 광주ㆍ전남지역
소비자물가동향
소비자

2020년 11월 전북지역

물가동향 소비자물가동향
2020년 11월 제주지역
소비자물가동향
(기획보도) 2020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

12.10.(목) 12.10.(목)
12:00
09:00

(기획보도) 2010년 이후 제주 교통의

12.14.(월) 12.14.(월)
12:00
09:00

(기획보도) 통계로 본 2019년 호남·제주

12.16.(수) 12.16.(수)
08:00
08:00

2020년 11월 광주ㆍ전남지역

변화상

다문화 현황 및 분석

고용동향

‘20. 12 17. 현재

생산부서
경제조사과 경제통계팀
송중규: 팀 장(062-370-6080)
임상문: 담당자(062-370-6070)
전주사무소 경제통계팀
최덕재: 팀 장(063-220-7911)
임태환: 담당자(063-220-7912)
제주사무소 경제조사팀
이기욱: 팀 장(064-728-5850)
김희성: 담당자(064-728-5854)
제주사무소 조사행정팀
김은정: 팀 장(064-728-5801)
김태경: 담당자(064-728-5804)
제주사무소 지역통계팀
노병순: 팀 장(064-728-5820)
김병우: 담당자(064-728-5824)
지역통계과 통계분석·서비스팀
임병종: 팀 장(062-370-6330)
최법주: 담당자(062-370-6332)
사회조사과 고용통계팀
김정희: 팀 장(062-370-6130)
오연임: 담당자(062-370-6133)

12.16.(수) 12.16.(수)
08:00
08:00

고용동향 2020년 11월 전북지역
고용동향

전주사무소 고용통계팀
김현배: 팀 장(063-220-7921)
송향희: 담당자(063-220-7997)

12.16.(수) 12.16.(수)
08:00
08:00

2020년 11월 제주지역

제주사무소 고용조사팀
남선주: 팀 장(064-728-5830)
김령숙: 담당자(064-728-5832)
지역통계과 기획정책팀
임미향: 팀 장(062-370-6320)
강미숙: 담당자(062-370-6322)

고용동향

12.22.(화) 12.22.(화) (기관소식) 2020년 지역통계 개발 및
12:00
09:00
정책활용 우수지자체 선정 결과
12.23.(수) 12.23.(수)
12:00
09:00
12.24.(목) 12.24.(목)
12:00
09:00

(통계개발) 제주 어가실태조사

제주사무소 지역통계팀
노병순: 팀 장(064-728-5820)
문 희: 담당자(064-728-5821)

(통계개발) 담양군 농업실태조사

지역통계과 통계개발1팀
손권희: 팀 장(062-370-6340)
박환희: 담당자(062-370-6343)

보도일시

자료배포
일

보도자료 제목

시

2020년 11월 광주ㆍ전남지역

12.30.(수) 12.30.(수)
08:00
08:00

산업활동동향

12.30.(수) 12.30.(수)
08:00
08:00

산업활동 2020년 11월 전북지역

12.30.(수) 12.30.(수)
08:00
08:00

2020년 11월 제주지역

12.31.(목) 12.31.(목)
08:00
08:00

2020년 12월 및 연간

12.31.(목) 12.31.(목)
08:00
08:00
12.31.(목) 12.31.(목)
08:00
08:00

동향

산업활동동향

산업활동동향

광주ㆍ전남지역 소비자물가동향
소비자

2020년 12월 및 연간

물가동향 전북지역 소비자물가동향
2020년 12월 및 연간
제주지역 소비자물가동향

생산부서
경제조사과 경제통계팀
송중규: 팀 장(062-370-6080)
박종화: 담당자(062-370-6073)
전주사무소 경제통계팀
최덕재: 팀 장(063-220-7911)
김경애: 담당자(063-220-7913)
제주사무소 경제조사팀
이기욱: 팀 장(064-728-5850)
이주연: 담당자(064-728-5853)
경제조사과 경제통계팀
송중규: 팀 장(062-370-6080)
임상문: 담당자(062-370-6070)
전주사무소 경제통계팀
최덕재: 팀 장(063-220-7911)
임태환: 담당자(063-220-7912)
제주사무소 경제조사팀
이기욱: 팀 장(064-728-5850)
김희성: 담당자(064-728-5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