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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연구 소식

제9 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제5차 통계청-ILO 국제노동이동통계 워크숍 개최
날짜 및 장소 2019. 10.22.~10.24., 서울 롯데시티호텔(구로점)

“다출처 자료를 활용한 데이터 혁신과
개인비밀보호를 위한 통계적 기법”

내용 2019년 개정된 국제노동이동통계 작성 가이드라인 소개, 2018년 국가별 국제노동이동통계 트렌
드 분석, 아태지역 국가의 통계자료 수집 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 논의
참석자 ILO, 아태지역 21개국 국제노동이동통계 담당자 등 50여명

 일시 : 2019년 10월 23일(수) ∼ 24일(목)

담당부서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실(042-481-2098)

 장소 : 통계센터 1층 국제회의장·중회의실
 사전등록 : 통계개발원 홈페이지(www.kostat.go.kr/sri/srikor)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

- 등록 마감일 : 2019년 10월 14일(월)

날짜 및 장소 2019. 10.23. ~ 24., 대전 통계센터 1층 국제회의장·중회의실

10월 24일(목)

10월 23일(수)

내용 ‘다출처 자료를 활용한 데이터 혁신과 개인비밀보호를 위한 통계적 기법’을 주제로 기조연설과 일
반세션으로 구성. 기조연설에서는 데이터 연계, 개인정보보호의 통계적 기법에 관련된 연구를 발

09:20∼09:35 개회사 및 축사

표. 일반세션은 다출처 자료, 연계자료 품질, 데이터 과학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되

09:35∼10:45 기조연설 1. 자료 통합

며,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선진통계기법을 소개
참석자 해외 전문가, 통계청, 정부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과 국가통계 사용자 등 400여명
담당부서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042-366-7202)

10:45∼11:00 Coffee Break
11:00∼12:40

세션 1-1.
다출처 자료 연계방법과 응용 I

12:40∼14:00 오찬

내용 국제종사상지위분류 개정에 따른 국내 실정에 최적화된 개편방안 공유. 국내·외 노동시장 및 정책
환경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분류마련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참석자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및 표준화 T/F위원회, 관계기관, 연구진, 학회 등 100여명

14:00∼15:40

신청기한 2019. 10.01.~2019. 10.15.
담당부서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042-481-2057)

86 | 87

10:30∼11:00 포스터 세션 / Coffee Break
11:00∼12:40

12:40∼14:00 오찬
14:00∼15:40

세션 2-2.
연계자료 품질

15:40∼16:00

15:40∼16:00 Coffee Break
16:00∼16:40 종합토론

세션 3-1.
통계적 비밀보호
세션 3-2.
데이터과학 및 시각화

세션 2-1.
다출처 자료 연계방법과 응용 III

신청방법 참가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http://forum.narastat.kr)

기조연설 2.
개인정보보호와 자료 유용성

세션 1-2.
다출처 자료 연계방법과 응용 II

2019년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포럼 개최
날짜 및 장소 2019. 10.25., 서울 JW 메리어트호텔

09:20∼10:30

세션 4.
자료제공 및 공개
Data Innovation 3.0 :

Data science of official statist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