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2020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포상 추천자 명부
연번

소속

직급(직위)

성명(한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한자)

- 수요자가 통계자료를 쉽게 찾을 수

공적요지

있도록 국가통계 통합 DB 구축 및

2018년 불록체인 산업 분류 개발,
STAT 아태지역 범죄통계 협력센터
설립 추진, 국제노동력이주 통계 국

5

통계청

행정주사보

정영옥
(鄭榮玉)

제기준 개발, 교육부의 초중등 실용
1

통계청

서기관

김신호
(金信鎬)

공적요지

국가통계포털(KOSIS) 개선.
- 2015년 인구총조사 행정업무를 담
당하며 야구장 시구, 플래시몹, 홍보
대사 활용 등 특성화된 홍보업무를

통계교육 도입 등에 기여함.

통해 총조사의 성공적 수행에 기여.

또한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보고서 작
성 및 품질평가 제도 도입과 가계금융
복지조사 개발 등 조사방법 혁신과
표본대표성제고 등 통계발전에 크게

2016년 경제총조사 경인지역 총괄팀장

기여함.

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공적인

현장조사의

중요성을

소비자물가조사의

2

통계청

서기관

김광열
(金光烈)

인식하고

6

경인지방통계청

행정사무관

정확성 제고,

장동효
(張東孝)

조사 완수를 이끌었으며 또한, 관리자
로서 관할지역 통계조사 정확성 제고에
기여함. 더불어, 직장 내 청렴 문화

세종사무소 신설에 따른 철저한

확산에 크게 기여하여 2015·2018

인수인계 지시로 통계 품질제고

올해의 청렴인으로 선정됨.

노력, 전자조사센터의 확대 운영
으로 국민의 응답 부담감소 등
소명감을 갖고 역량을 발휘하여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함

경인지방통계청 나라셈도서관 안정적 운
영하며 학생 대상 통계체험 프로그램 실시
등 교육기부 활성화한 공을 인정 받아
7

경인지방통계청

사서주사보

행정자료 우선활용제조 실시 및 업
3

통계청

서기관

문정철
(文貞喆)

송인하
(宋仁荷)

2019년 교육기부대상(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하였으며, 내·외부 방문객 도서 통계

무를 정착 하였으며, 경제총조사 등

정보 제공 및 통계분석 상담서비스 제공을

록 센선스 전환추진에 따른 업무 개

통해 기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선, 기업등록부(BR) 정비를 추진 하
는 등 국가통계발전에 기여함.
경인청 개청 이후부터 15년 11월 기간 동안
청장 비서로서 기관장의 안정적인 업무

인구추계, 인구동태, 국내 및 국제 이

수행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맞춤형 복지

동, 생명표 등 각종 인구통계 개선·개
발과 국제협력 분야 등 통계청의 국
4

통계청

통계사무관

이영수
(李永秀)

제적 수준 향상과 국가통계인프라강

8

경인지방통계청

사무운영주사보

김용란
(金庸瓓)

총괄로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함.
또한, 나라셈도서관 운영 업무를 맡으며

화 방안 마련, 효율적인 표본개편, 통

통계진로체험 등 대국민 통계서비스

계전문 인력 양성 및 통계교육 활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직장 내 도서

화, 지역통계 작성 및 보도·홍보 등으

문화 정착에 기여함

로 국가 통계발전에 크게 기여함

연번

소속

직급(직위)

성명(한자)

공적요지

연번

소속

직급(직위)

성명(한자)

통계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통계

경제부문, 농어업부문 통계조사 업무

시스템 구축업무를 수행하여 통계

를 수행하면서 조사환경 개선 및 통계

정보화에 기여하였고, 공정한 인
9

동북지방통계청

행정사무관

전봉석
(全峰石)

조사 오류방지에 노력하였고, 대국민

사운영, 원활한 노사관계 정립, 재
정 건전성 확대, 근무환경 개선

공적요지

13

동북지방통계청

통계주사

심상대
(沈相大)

등 통계조사 행정지원 업무를 충

통계 활용 및 통계보급에 헌신하였으
며, 국가통계 발전에 최선을 다함.
또한 행복한 직장을 만드는데 이바지

실히 수행하여 통계 발전 및 업무

하였고, 조직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

로 일하여 타의 모범이 됨.

통계조사 정확성 제고 및 직원의
업무성과 향상을 위해 조직구성원

10

동북지방통계청

행정사무관

김창영
(金昌泳)

관리, 근무환경 개선 등 통계의

농업통계 업무 및 경제총조사를 성

발전을 선도함. 강원권 지역통계

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불응가구 및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 모바일

불응사업체 설득과 홍보활동실시, 행

(SNS활용 작물구분 착오방지 및

14

동북지방통계청

행정사무관

직원소통 밴드 활성화 등) 직원역

김윤택
(金潤澤)

정자료 활용 및 철저한 내용검토로
국가통계의 정확성 제고에 기여함.

량강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에 큰

또한 안동사무소 청사확보 및 신청사

공을 세움.

준공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기여한 공이 매우 큼.

농업통계업무 및 인구주택총조사
등 통계조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
여 국가통계 정확성 제고에 크게

11

동북지방통계청

통계주사

김영동
(金榮東)

기여하였음.

1979년 10월 행정직공무원으로

또한 기관 홍보, 진로체험 프로그

농림부통계사무소에 임용되어 40

램 운영, 봉사활동 등 기관이미지

여년의 공직생활동안 다양한 업무

제고에 노력 하였고, 업무발전에

를 수행 하면서 공직자로서의 투

남다른 노력으로 “자랑스러운 동

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북인” 과 “칭찬주인공”으로 선정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

되는 등 동료의 귀감이 되었음.

으며 부정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

정확한 통계자료 수집 및 업무개

12

동북지방통계청

행정사무관

장민호
(蔣珉鎬)

15

호남지방통계청

행정사무관

박영애
(朴永愛)

한 삶을 살고자 재직기간동안 역
할을 충분히 하였으며 미래를 대

선을 통해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

비한 자기발전에도 최선을 다하는

하였고,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

등 모범적인 공무원임

는 등 남다른 노력으로 동료직원

특히, 농업통계업무에 남다른 열

의 귀감이 되었으며, 항상 성실하

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 후배

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가통계

들의 교육에도 주력하여 비표본오

의 정확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

차를 최소화하는 등 국가통계발전

으며 청렴한 공무원상을 정립함.

에 기여하였음

연번

16

소속

호남지방통계청

직급(직위)

행정사무관

성명(한자)

안성자
(安聖子)

공적요지

연번

소속

직급(직위)

성명(한자)

34년간 통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고

현장조사 정확성제고를 위한 ‘농산물

전북통계사무소 회계업무 담당으로

생산비조사 매뉴얼’과 ‘어업통계조사

근무를 하면서 전주사무소 건축과 관

표준메뉴얼’ 책자를 발간하였음.

련하여 전주시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통계청 대변인실에서 학생들의 실용

및 설계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청사

통계역량강화를 위한 ‘통그라미’개발
참여와 지방청 지역통계발전을 위한

19

호남지방통계청

행정주사

홍보 및 개발, 품질관리 제고에 기여

문석환
(文錫煥)

보는 전라북도 여성의 삶”을 작성하여

끌었음

전북지역 방송 및 언론매체에 보도하

1989년 공직에 입문하여 10년

여 통계청의 위상을 알리는데 공을

동안 과학기술처에서 과학기술

세우는에 앞장선다임.
1988년 11월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공직에 봉직하는 동안 근면하고 성실
한 성품으로

통계생산 및 비표본오차 최소화를 위

하하였고 호남청전주사무소에서

하여 응답자와

는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른 중등
실용통계수업을 체계적으로 실
시하여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을

20

호남지방통계청

행정주사

이득선
(李得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나눔봉사활

위한 추이분석 등 통계발전에 기여함
37년간 통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고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음
1987년 9월 통계청에 임용되어

호남청 농어업조사과에 근무를 하면

31년여 동안 공직자로서 사명감

서 ″어업통계조사 내검프로그램″을 개발

과 성실성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통계조사의 기반

국가 통계생산을 위하여 힘써 왔

을 구축 하였음.또한 ″통계 와 바다″소식

으며, 특히 외부고객만족을 통한
생산의 기초가 된다는 신념아래
응답자와의 유대강화에 노력하였
으며 온화한 성품과 따뜻한 품성
으로 직원간 화합도모에 앞장서
는 등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는
등 통계발전에 기여함

대한 조사를 차

용을 위한 산지쌀값조사 횟수 조정을

의 위상 제고 및 기관 홍보를

질 좋은 통계자료가 정확한 통계

않고 성실히 업무수

질없이 수행하였고, 효율적인 인력활

족‧운영 및 대외적으로는 통계청

송종엽
(宋宗燁)

일을 마다하지

서 128개 대상처에

연구학습동아리「오감만족 」발

통계사무관

농어업통계 업무에 솔선수범하여 힘든

청 산지쌀값조사 총괄업무를 수행하면

원의 내외부 역량 강화를 위한

호남지방통계청

유대를 강화하고 힘

든 작물재배면적조사 및 생산량조사등

행을 하였으며 특히 2014년에는 지방

동 동아리「무지개봉사단」과 직

18

적극적이며 창의적으

로 업무에 임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업무, 산업동향업무 등을 수

행정사무관

읍분소장으로 역임하면서 전북지역
의기획보도 작성과 관련하여 “통계로

국제협력업무, 통계자료관리업무,

호남지방통계청

또한, 2017년부터는 전주사무소 정

고 화합하며 행복한 직장분위기를 이

계청으로 전입하여 20년 동안

17

신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음.

하였고, 남원사무소장 재직 시 투명하

행정업무에 종사 후 1999년 통

한시문
(韓時文)

공적요지

39년간 통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고

21

호남지방통계청

통계주사

조성룡
(趙成龍)

지를 발간 조사대상처에 배포 통계 홍보
및 유대 강회로 정확한 통계자료생산에
기여하였고 ″재미있고 유익한 수산물 이
야기″책자를 발간 어업통계조사 전문성
향상에 기여,어업통계발전을 위한 조
사방식 개선을 통한 효율화방안을 수
립하여 현장조사개선에 기여하였음

연번

소속

직급(직위)

성명(한자)

공적요지

연번

소속

직급(직위)

성명(한자)

40년간 가구부문조사를 하면서 조사환
경의 악화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불응
가구를 설득하기 위하여 동료직원 조

28

충청지방통계청

행정사무관

사구의 불응가구에도 동반 출장하여
22

호남지방통계청

통계주사보

오영희
(吳英熙)

정정묵
(鄭正黙)

불응가구 설득에도 솔선하여 수행함으

29

충청지방통계청

통계주사

만전을 기하였으며 통계조사가 정확하

23

동남지방통계청

행정주사

동남지방통계청

방호주사보

며, 제도개선 발전노력과 창의제안

조사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솔선

김노준
(金魯俊)

통계사무관

정경출
(鄭庚出)

충청지방통계청

행정사무관

통계주사보

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조사의 정
확성 제고에 크게 기여 하였으며,

등 국가통계발전에 기여함

무에 최선을 다하며 직원들 간의
화합과 청사방호 업무에 만전을

조사통계국

공직에 몸담으며 끊임없는 자기개
발로 국가 통계발전 지원과 국가
건축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여하

자체청사로 확보하여 근무분위기
를 향상시켰으며, 동남지방통계청
경남상조회 회장 활동으로 직원

을 가지고 공직생활에 임하였으
27

충청지방통계청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맡은 바 업

화합을 도모하는데 기여함.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
김봉례
(金奉禮)

30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무원으로 타의 귀감이 됨.
진주사무소 거창분소 임차청사를
동남지방통계청

수범으로 전수하는 등 맡은바 업
이재만
(李在晩)

창 수상
1992년 임용 후 현재까지 투철한

고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한 공

26

에 기여함

을 통해 업무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부산통계사무소에 임용 후 33년간
전기운영주사보

해 사명감을 가지고 통계발전에

34여년 쌓아온 농어업통계 현장

계발전에 기여함
1988년 경제기획원

동남지방통계청

여 통계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

실하고 근면한 자세로 국가에 헌신하

기하는 등 28년간의 전념하여 통

25

이성현
(李成鉉)

역량을 발휘하는 등 국가통계발전

안 발의 등으로 3회에 이르는 각종표

24

소명감을 갖고 역량을 발휘하여

게 이루어지는데 기하였음
37년 9개월간 공무경력을 통하여 성

노력을 경주하여 30회를 넘는 창의제

김주현
(金主鉉)

석, 직원관리, 현장조사지원 등

동안 국가통계의 중요성을 인지하

비공무원 지도에도 남다른 성의로 지

안성수
(安成洙)

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통계분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함
30여년의 통계청에서 공직생활

로서 불응을 최소화에 노력하였으며,
도하여 착오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적요지
33여년의 공직생활 동안 통계조

며, 39년간 통계업무에 재직하면
서 현장조사 정확성 제고, 통계인
프라 확충 등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함

직원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