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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관 통계청장, 아․태지역 장관급회의 참석
- 코로나19 이후 주민등록과 인구동태통계 발전 논의 -

□ 류근관 통계청장은 11.19.(금)(10시30분 ~ 11시30분(한국시간)) 화상으로
개최된「제2차 아․태지역 주민등록 및 인구동태통계 장관급회의 」

라운드테이블세션에 참석하였다.

*

* 영문 명칭: Second Ministerial Conference on Civil Registration and Vital Statistics
in Asia and the Pacific

○주민등록 및 인구동태통계 장관급회의는 2014년 1차 회의 이후 두 번째
열리는 회의로 2024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주민등록 및 인구동태통계 제도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설립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관급 회의체이다.
□ 류근관 청장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사망원인, 초과사망 등 영향
분석을 위해서는 잘 정비된 주민등록․인구동태 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류청장은 한국은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제도와의 연계 및 지방자치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포괄적이고 시의성 있는 인구동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며,
○오랜기간에 걸쳐 잘 정비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 및 기술지원
의사를 밝혀 참가국들의 관심을 받았다.
동 자료는 ‘출처 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통계청의 가치, 생산, 그리고 서비스 측면의 데이터 대전환
선언을 소개하고, 다양한 정부기관의 통계자료를 최신 암호화 기술로
안전하게 모으고 연계․활용하는 “K-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을
밝혔다.
※ K-통계시스템
통계등록부 등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가교로 동형암호 등 최신 암호기술을 활용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발히 연계 연계·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 이번 회의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주최로
11.16.(화)~11.19(금)까지 총 4일간 열리는 회의로
○한국통계청은 본회의 세션과 부대회의 등에 활발히 참여하여
‘한국의 인구동태통계에서의 성별구분과 의의’, ‘주민등록시스템의
통계생산활용’에 대해 발표하고, 참가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이번 화상회의는 유튜브를 통하여 시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CRVS 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https://getinthepicture.org/crvs-decade/second-ministerial-conference

붙임] 1. 제2차 아태지역 CRVS 장관급 회의 프로그램
2. 장관급회의 라운드테이블 참가자 약력

[

붙임 1

제2차 아․태지역 CRVS* 장관급 회의 프로그램

고위급 회의 : 11.16.(화) ~ 18.(목)

시간(한국기준)

11.16.(화)
1. 개막식
12:00~14:00
2. 아태지역 CRVS의 진행 상황 및 과제 검토
* 부대행사 : 10년선언 전반기 분석

14:45~15:30

2 아태지역 CRVS의 진행 상황 및 과제 검토(계속)

16:0018:00

11.17.(수)
* 워밍업 세션 : 보건분야와 CRVS

10:45~11:30

3. CRVS의 보건분야 잠재력 및 코로나19 대응·회복에서의 역할
* 워밍업 세션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활용을 위한 CRVS
4.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어젠다 이행 도구로서의 CRVS

12:00~14:00
14:45~15:30
16:00~18:00

11.18.(목)
* 워밍업 세션 : 인구동태사건 등록과 성평등

10:45~11:30

5. 인구동태통계의 생산·보급·활용 : 의사결정을 위한 등록데이터 사용
12:00~14:00
6. 생애 주기적 접근을 통해 젠더를 고려하는(gender-sensitive) CRVS 시스템
* 워밍업 세션 : 법적 정체성
7.

14:45~15:30

시민등록, 신원관리, 인구동태통계의 관계 및 아태지역에서의 법적 정체
16:00~18:00
성 보장 위한 역할

장관급 회의 : 11.19.(금)
* CRVS, 코로나19, 보건 관련 장관급 라운드테이블 : 감염병, 사람 그리고 준비

10:30~11:30

9. 장관급 회의 개회
12:00~14:00
10. 보편적·즉각적 CRVS 시스템이라는 공유된 비전과 CRVS
* 장관급 라운드테이블 : 복원력있는 CRVS 시스템 구축
11. CRVS와 법적정체성의 중요성
* CRVS(Civil Registration and Vital Statistics,

14:30~15:30
16:00~18:00

주민등록 및 인구동태통계)

붙임 2
역할

장관급회의 라운드테이블 참가자 약력
직함 및 성명

주요 약력
◆ Philip Setel(필립 세텔) : Vital Strategies 부대표

사회

￭ 주요경력
- Vital Strategies 부대표(주민등록 및 인구동태통계 담당)
- 에이즈,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 근무
- 유엔아동기금(UNICEF) 근무

￭ 학력
- 보스턴대학교 의료인류학 박사

◆ Ifereimi Waqainabete(이피레미 왕이나베테) :
피지 보건부 장관
￭ 주요경력
패널

- 보건부장관 및 국회의원(현재)
- 피지국립대 의과대학교 외과 교수
- 태평양지역 외과의사협회장

￭ 학력
◆ Pungky Sumadi(펑키 스마디) :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인구고용국장
￭ 주요경력
패널

-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인구고용국장(2017~)
- 국가개발기획부 인프라개발 전문위원(‘16~’17)
- 금융서비스/공기업 과장(‘13~’15)

￭ 학력
-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경제학 박사

◆ Sanong Thongsana(사농 통사나) : 라오스 보건부차관
￭ 주요경력
패널

- 보건부차관(‘21.5월 ~ 현재)
- 비엔티안 Mittaphab 병원장
- 미국 CDC연수

￭ 학력
- 호주 태스매니아 대학교 의과학 석사

◆ Claire Dennis Mapa(클레어 데니스 마파) : 필리핀통계청장
￭ 주요경력
패널

- 통계청장
- 필리핀국립대학 경제학 교수
- 필리핀국립대학 통계대학 학장

￭ 학력
- 필리핀국립대학 경제학 박사
- 필리핀국립대학 경제학 및 통계학 석사

붙임

사진자료

제2차아·태지역주민등록및인구동태통계장관급회의라운드테이블세션에참석한류근관통계청장

제2차아·태지역주민등록및인구동태통계장관급회의라운드테이블세션에서발언하는류근관통계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