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21. 3. 31.(수) 08:30

보도자료

배포일시 2021. 3. 31.(수) 08:00
담당부서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담 당 자

실
장: 최바울(042-366-7301)
서 기 관: 정은정(042-366-7302)

세계 석학들‘인공지능ㆍ보건학ㆍ통계학을 통한
감염병 예측과학 진단과 위기대응 방안’논의
- 과학기술한림원ㆍ경제인문사회연구회ㆍ통계개발원, 31일 국제심포지엄 공동 개최 - 코로나19 세계 위기 극복을 위한 데이터ㆍ과학 기반 대응책 국제 협의 -

□ 통계청 통계개발원(원장 전영일)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 이하

COVID-19

한림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 이하 경인사연)와 함께 ‘

예측 연구와 데이터기반 정책의 뉴 프론티어(COVID-19 Pandemic Forecasting
Accelerator: Trailblazing New Frontier of Prediction Science & AI)’를 주제로

‘제46회 한림국제심포지엄’을 3월 31일(수)에 공동 개최한다.

□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코로나 감염병 극복을 위해 통계학ㆍ수학ㆍ역학ㆍ
보건학ㆍ경제학 분야 국내외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
인공지능ㆍ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예측과학의 현황과 전망을 논의한다.

○ 미국, 캐나다, 홍콩, 한국 등 국내외 감염병 예측과학과 정책 석학 12인을
초청하여 ▲ 빅데이터, AI 분석기술에 기반한 코로나 예측기법의 성찰,
▲ 국내외 의료계의 감염병 예측기법 활용 현황 진단, ▲ 방역과 백신
정책의 효과 진단과 의료시스템의 혁신방안, ▲ 인공지능에 기반한 감염병
예측과학의 전망과 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통계청이 작성한“빅데이터ㆍAI를 활용한 전염병 예측 현황과 미래 전망 논의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을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

○ 이번 심포지엄은 한림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c/한국과학기술

한림원1994)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는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되며, 유튜브

실시간 질의응답을 활용하여 다국적 온라인 참가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극복 및 감염병 확산 예측은 정부의 최우선 관심사항으로

정세균 국무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정해구 경인사연 이사장 등이
이번 심포지엄의 국제적인 시의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 연구자들과
온라인 참여자들을 환영하고 격려하는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의 터널 속에서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해법이 바로 데이터이며, 빅데이터와 인공
지능을 활용한 코로나19 예측 시스템 논의를 통해

K-방역을 넘어 K-회복,

나아가 세계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이번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하는 전영일 통계개발원장은 “한 나라의
과학기술과 인문ㆍ사회ㆍ경제정책 및 데이터ㆍ통계과학을 이끄는 3개
국내 기관과 감염병 세계 석학들의 협업은 민ㆍ관 협력의 신선한 국제
적 모델을 제시한다”며,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과학을 감염위기 대응에 활용하여 예견적

국정운영의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적 집단통찰력을 기대한다”고
이번 국제심포지엄 공동개최의 각별한 의미를 전했다.

붙임 : 1. 제46회 한림국제심포지엄 개요(프로그램 및 연사명단).
2. 발표자 약력 및 발표 내용 요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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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제46회 한림국제심포지엄 개요

□ 행사명 : 제46회 한림국제심포지엄(The 46th KAST Internaitonal Symposium)
□ 일

시 : 2021년 03월 31일(수), 08:30~13:00

□ 장

소 : 온라인 실시간 중계

- 한림원 유튜브 채널: www.youtube.com/c/한국과학기술한림원1994

□ 주

최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통계개발원

□ 연사 및 토론자 명단
연번

성명

직위 및 소속

비고

1

박태성

서울대학교 교수

-

2

조성일

서울대학교 교수

-

3

정은옥

건국대학교 교수

-

4

전영일

통계개발원 원장

-

5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 원장

-

6

David N. Fisman

Professor, University of Toronto

캐나다

7

Marc Lipsitch

Professor,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미국

8

Christopher Murray

Professor, University of Washington

미국

9

Laura Rosella

Professor, University of Toronto
and Vector Institute

캐나다

10

Alan Bernstein

President, CIFAR

캐나다

11

Gabriel Leung

Professor, The University of Hong Kong

홍콩

12

Simon Johnson

Professor, MIT /
Former Chief Economist, IMF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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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시간
08:30
~
08:40

프로그램

Opening

발표자 및 내용
(개회사)
(환영사)
(축 사)

•
•
•
•

한민구
정해구
정세균
정은경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대한민국 국무총리
질병관리청 청장

(좌장) 전영일 (통계개발원), 박태성 (서울대학교)
(연사)
• 조성일 (서울대학교)

Social distancing strategy in Korea in the year of expanding
COVID-19 vaccination
• 정은옥 (건국대학교)

08:40
~
10:55

Session 1
Pandemic
Prediction
Science:
Merits and
Challenges

Prediction of Transmission Dynamics and Vaccination Priority
Strategy for the COVID-19 Pandemic in Korea using
Mathematical Modeling
• David Fisman (University of Toronto)

What you see is what you test: the impact of test volume
on perceived risk during the SARS-CoV-2 pandemic
• Christopher Murray (University of Washington)

Long-range COVID-19 Scenarios
(토론)
• Gabriel Leung (Dean, Medicine, University of Hong Kong),
• Simon Johnson (Professor, MIT, Sloan School of Management)
Q & A
(좌장) 박태성 (서울대학교), 전영일 (통계개발원)
(연사)
• 전영일 (통계개발원)

Pandemic Forecasting and Nudging Science-Based
Policymaking: Genesis and Progress in Prediction Science

10:55
~
13:00

• 박태성 (서울대학교)
Session 2
Which implemented government policies and national
Science-Based
indicators are most influential in the spread of COVID-19?
Policymaking: • Marc Lipsitch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Lessons
Accounting for uncertainties in prediction when making
Defining
vaccine policy
Readiness
• Laura Rosella (University of Toronto)
for a New
Applications of machine learning approaching on large-scale
Normal
routinely collected population health and mobility data to

inform COVID-19 management
(토론)
• Alan Bernstein (President, CIFAR)
•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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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발표자 약력 및 발표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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