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는 길

invitation
ĹÃࣃĊ@ঢڏʭ@܆ďθ@ک॥@࠻ऑ֢ͥ

■ 지하철 이용
7호선 학동역 10번출구, 직진 후 서울세관사거리에서 좌회전
■ 버스 이용
141 쌍문역-수유역-고려대역-성동구청-뚝섬서울숲-서울세관-강남세브란스병원

일 시 ㅣ2011. 11. 17 (목) 10:00~16:30

401 장지동-가락시장-수서역-삼성역-세관앞사거리-고속터미널

장 소 ㅣ건설회관(서울) 2층 중회의실

640 신월동-목동역-대방역-고속터미널-세관앞사거리-청담역-강남역

주 관ㅣ

3011 장지동-문정동-수서역-대치역-포스코사거리-서울세관-한남동

주 최ㅣ

3414 오금동-잠실역-강남구청앞-세관앞사거리-고속터미널
4431 신사역-학동역-세관앞-강남구청역-청담역-봉은사아셈센터
6411 신도림역-구로구청-노량진역-고속터미널-학동역-선릉역

문 의 처
한국통계진흥원
Tel 031-759-0167 (내선 402)
E-mail topaz@stat.or.kr
* 컨퍼런스에 참석하실 분들은 한국통계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stat.or.kr)
에서 사전등록 부탁드립니다.

시장이 불완전하고 빠르게 변화는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해 지는 것은 정보입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은
점점 더 정보의 기반인 통계에 대해서 산업적인 면모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서

시간

등록

10:00~10:20

참가자 등록 접수

개회식

10:20~10:30

개회사 : 이동명 원장/한국통계진흥원
축사 : 제정본 차장/통계청

발제

10:30~11:00

변화의 시대, 국가통계가 나아갈 길
- 발표 : 전명식 교수/고려대

세션 1

11:00~11:40

통계 산업의 외국 사례 및 국내 산업 현황
- 발표자 : 김은석 대표/GDS Korea

세션 주제

통계 산업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향
- 발표자 : 권대수 과장/중소기업청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변화의 시대, 통계산업이

11:45~12:15

통계 산업 진흥을 위한 전체 토론
- 좌장 : 김광섭 국장/통계청
- 토론자 : 김요한 팀장/대구테크노파크
이재형 박사/KDI

12:15~13:30

중식

13:30~14:30

정보보호 및 마이크로데이터 활용에 대한 방향
- 발표자 : 박인호 교수/부경대

나아갈 길」입니다. 이 자리는 정부통계기관과 민간 통계
기관의 종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통계산업 진흥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그 방향에 대해서

세션 2

마이크로데이터 산업적 활용-2차통계 개발 및 활용
- 발표자 : 윤연옥 실장/통계개발원

논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공간정보(GIS) 활성화 방향
- 발표자 : 안재학 사무관/통계청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실 것을

14:35~14:55

통계 활성화 방법에 대한 토론
- 좌장 : 이석훈 교수/충남대
- 토론자 : 송규봉 대표/GIS United
권대홍 박사/국방과학연구소

14:55~15:10

휴식

15:10~15:50

유료기상정보 서비스 사례 및 발전 방향
- 발표자 : 김정현 팀장/한국기상산업진흥원

부탁드립니다.

세션 3

2011년 11월
>> 문의처

한국통계진흥원장

이동명

국가통계를 활용한 경제분석 파트너, Data Map
- 발표자 : 황인환 전무/이데일리
15:50~16:20

전체토론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합동토론을 통한
통계활용도 제고 방안 도출

*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분들께 업무 지침서인 「손안의 통계」와 통계 잡지
「통계의 창」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