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섭 차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은 은퇴연령층(66세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이 43.2%(2019년)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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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급현황 통계를 개발 중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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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 행정자료와 통계청의 통계등록부를 연계
하여 현행 퇴직연금통계의 포괄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통계청, 「저출산․고령화 심포지엄」개최
- 유엔인구기금과 건강한 고령화 사회 준비 논의 -

□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건강정보, 영양 및 돌봄

□ 통계청(청장 류근관)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생애주기별

․

」

건강한 고령화 결정 요인’을 주제로 저출산 고령화 심포지엄* 을
수)~12.9.(목) 동안 화상으로 개최한다.

12. 8.(
th

* 5

․가구별 연금가입

정책 수립 연구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개인

담당부서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실

「

․

○ 통계청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 지속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및 복지

배포일시 2021. 12. 9.(목) 08:00

서비스 접근 불평등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이후 더욱 건강한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 이를 통해 고령자가 독립적 주체로서 건강한 노후를 설계하도록

Annual Seoul Symposium on Ageing and Low Fertility

지원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것

․

○ 이번 심포지엄은 두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저출산 고령화 대응
*

으로 기대한다.

사업 의 일환이며, ‘17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다섯 번째이다.
* 통계청은 ‘16년부터 유엔인구기금과 MOU를 체결하고 세계적 저출산‧고령화 현황
파악 및 인구‧경제적 영향분석, 대응방안 연구 등 협력 사업 추진 중

□ 김광섭 통계청 차장과 줄리타 오너반조(Julitta

Onabanj o)

□ 이번 심포지엄은 12. 8.(수)~12.9(목) 2일 동안(20:00~22:30) 실시간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된다.

유엔인구기금

개발국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심포지엄은 기조연설, 주제별 발표와

○ 관심있는 분은 사이트 (https://b it.ly/ageing2021)를 통해 등록 후
참여 가능하다.

정책토론으로 구성되며,
○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노인정책부처, 학계,
비정부기구 등 이해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하여

“

건강한 고령화”를

【 붙임 】제5차 저출산․고령화 심포지엄 프로그램

위한 연구결과 공유와 토론을 벌인다.
○ 전 세계

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5년 12%에서 ‘25년

60

22%

로 2배

가까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강한 고령화”는 노인
삶의 질 향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동 자료는 ‘출처 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날짜

제5차 저출산‧고령화 심포지엄 프로그램
세션

오프닝
(25분)

붙임

사진자료

의 제
• 개회 : 레이첼 스노우(UNFPA 인구개발국장)
• 개회사 : 김광섭(한국통계청 차장)
• 환영사 : 줄리타 오나반죠(UNFPA 개발국장)
• 기조연설 : 데이비드 우드(델타위즈덤/런던퓨처리스트 대표)
- 가속화되는 수명연장 이익
• 전문가 발표1 : 앨러나 오피서(세계보건기구(WHO) 건강한 고령화팀 선임)
- 건강한 고령화 10년 계획 : 보다 오래, 건강한 삶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 전문가 발표2 : 테사 로즈붐(암스테르담 대학교 교수)
12.8.
(수)

세션1
(90분)

- 조기 영양 환경과 장기간 결과에 대한 영향

• 전문가 발표3 : 라빈더 맘타니(카타르 웨일 코넬 메디칼 칼리지 교수)
-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증거 안내 접근

• 전문가 발표4 : 매튜 프리나(런던 킹스 칼리지 전염병학 부교수)
- 비전염성 질환(NCDs) 및 건강습관 증진

• Q&A
휴식
(5분)

휴식

토론
(25분)

• 좌장 : 앨러나 오피서(세계보건기구(WHO) 건강한 고령화팀 선임)
• 정부패널 : 가나 보건부(펠릭스 카쿠 로구아),
일본 후생성(기타무라 요시타카), 국제노화연맹(제인 베럿),
• 전문가패널 : 데이비드 우드, 테사 로즈붐, 라빈더 맘타니, 매튜 프리나

오프닝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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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 : 마이클 허먼(UNFPA 경제학 및 인구통계학 선임 자문관)
• 전문가 발표1 : 파터마 토라비(테헤란 대학교 교수)
- 가구구조 변화와 건강한 고령화

• 전문가 발표2 : 남궁은하(한국 보건사회연구원 고령화센터 부연구원)
세션2
(90분)

-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 전문가 발표3 : 최바울(한국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
- 고령자 삶의 질 측정 지표 프레임워크

• 전문가 발표4 : 미구엘 산체스 로메로(비엔나 인구통계연구소 교수)
- 사회에서 국민이전계정(NTA)과 이전
12.10.
(목)

• Q&A
휴식
(5분)

휴식

토론
(25분)

• 좌장 : 린타로 모리(UNFPA 고령화 및 지속가능발전 지역 자문관)
• 정부패널 : 몰도바 노동사회보호부(알리오나 크레투), 한국 보건복지부(이한석
사무관),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수파나아 라오하차이)
• 전문가패널 : 파터마 토라비, 남궁은하, 최바울, 미구엘 산체스 로메로

마무리
(5분)

• 김홍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교수)

폐회
(5분)

• 폐회 : 마이클 허먼(UNFPA 경제학 및 인구통계학 선임 자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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