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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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연구 소식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여건, 사회보장제도, 보건의료서비스 등이
2년 전(2017년)에 비하여 좋아졌다는 응답이 우세
제2회 열린 SDGs 포럼
-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여건, 사회보장제도, 보건의료서비스 등이 2년 전에 비하여 좋아졌다는 응
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날짜 및 장소 2019. 11. 8., 서울 사랑의 열매 회관
주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SDGs 정상회의 결과 및 포용적 디지털 전환

✽ 전반적인 생활여건 : (개선) 48.6%, (변동 없음) 42.3%, (악화) 9.1%
✽ 사회보장제도

: (개선) 60.8%, (변동 없음) 35.2%, (악화) 3.9%

✽ 보건의료서비스

: (개선) 58.7%, (변동 없음) 38.2%, (악화) 3.1%

내용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점검을 위해 UN본부(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었던 고위급 정치 포
럼(High-level Political Forum, 7.9.~18.)과 SDGs 정상회의(SDGs Summit, 9.24.~25.)의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등을 공유하고, SDGs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통계데이터’ 구축의 중요성과 디
지털 산업 경제체제에서의 정치·경제적 이슈와 시사점 등에 대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100여
명의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

생활여견의 변화 「좋아짐」 (19세 이상)
60.8%
58.7%

보건의료
서비스
사회보장
제도
전반적
생활여건

공동주최 외교부, SDGs시민넷

51.9%

담당부서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042-366-7104)

48.6%

45.9%

2019 재난안전정책연구 공동학술대회

41.1%
2017년

공동주관 통계개발원,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유엔글로벌컴팩트한국협회

날짜 및 장소 2019. 12. 6., 서울 롯데타워
2019년

내용 ‘포용적 안전사회로 가는 길’을 주제로 안전에 관한 주요 이슈를 논의. 기조연설에서는 ‘포용적 안
전’을 위한 노력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일반 세션에서는 ‘안전통계, 정보의 분석과 소통’,
‘안전한 삶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연구결과 발표 및 심층 토론으로 정책연구의 성과 확
산 및 재난안전정책 발전에 기여
참석자 한국행정연구원, UNIST,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행정안전부 등 관련 전문가 100여명
담당부서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042-366-7318)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현황 및 전망
- 지표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의 현주소와 개선과제

날짜 및 장소 2019. 12. 12., 국회의원회관
내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인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방안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함. 현재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수준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해결과제를 논의
하고, 지표 개발·구축을 위한 의견수렴 및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참석자 관계기관, 연구진, NGO, 학회, 관련부처 등 100여명
담당부서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042-366-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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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2Thu
10:00~12:30

제26회 청소년정책포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전망
지표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의 현주소와 개선과제

주 관

주 최

기동민 의원실

세/부/일/정
사회 : 배 정 희 ㅣ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9:30∼10:00

10:00∼10:15

등록
개회사

송 병 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축사

기동민
성경륭
전영일
백선희

10:15∼10:40

기조강연

10:40∼11:20

1세션
/
지표구축 및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통계개발원장
육아정책연구소장

왜 아동·청소년 삶의 질 측정이 필요한가?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결과
1. 삶의 질 지표의 프레임워크와 주요 결과
유민상
김혜자

11:20∼11:3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도 남 희 육아정책연구소

2. 삶의 질 지표의 발전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이 희 길 통계청 통계개발원

휴식시간
좌장 : 유 성 렬

11:30∼12:30

2세션
/
종합토론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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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동·청소년 삶의 질을 개선을 위한 해결과제는?
: 측정 및 정책적 해결과제를 중심으로
- 정 지 원 하자센터 10대연구소
- 장 희 선 굿네이버스 연구원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담당공무원

- 로버트 루돌프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이 채 정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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