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문의처
르 메르디앙 서울

제7회 국가통계발전포럼 운영사무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20, 르 메르디앙 서울 / Tel. 02–3451–8000

Tel. 02-3452-1855
E-mail. narastat@aim-korea.com

오시는 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1번 출구 강남역에서 강남교보(구, 제일생명) 사거리방향으로 도보 10분, 자동차 5분
•7호선 논현역 2번 출구 노현역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도보 15분
•9호선 신논현역 4번 출구 직진 1분
시내버스
•지선(초록) : 3412 4412
•간선(파강) : 341 360 146 145 402 420 470 462 642
•광역(빨강) : 9404 9408 9503 9711
•좌 석 버 스 : 5001 5002 6800 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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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역

7호선 논현역 2번 출구

영동시장
SC제일은행

 고속버스터미널

거평빌딩

신논현역

9호선 신논현역 4번 출구

봉은사로 
노보텔

교보타워
CGV
롯데 시네마

삼성역삼빌딩



강남역
강남대로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http://kostat.go.kr

2호선 강남역 11번 출구

2017. 8. 31(목) 10:30 ~ 16:00
르 메르디앙 서울

제 7회
국가통계발전포럼에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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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시간

프로그램

09:30 ~ 10:30

등록

10:30 ~ 10:50

개회식

오전

11:20 ~ 11:50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방향과
통계의 역할
기조연설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의 역할

다빈치 볼룸 앞 로비
개회사 : 통계청장

좌담 및 Q&A

오찬

13:30 ~ 16:00

• 총 5개 세션 운영
※ 2개 주제 발표 후 Coffee break (30분)

통계청 윤미선 서기관
통계청 김수영 사무관

•국내 데이터 기반 혁신 현황 및 주요 과제
•환경변화에 대비한 국가통계 관리체계 혁신

NIA 이영주 연구위원
통계청 김현기 사무관

•행정자료를 활용한 가계부채통계 개선
•원격탐사를 이용한 농업통계생산

통계청 류창진 사무관
통계청 최기영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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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문제해결을 위한 통계서비스와 데이터 허브기능

귀빈 : 모네 3
일반 : 다빈치 볼룸

Session
일자리중심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고용통계 기반 강화
통계청 황영자 사무관
건강보험공단 박종헌 전문연구위원
김 &장 이창범 변호사
KDI 이창근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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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균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장

통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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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데이터 허브 기반 구축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노동연구원 성재민 박사
통계청 윤은경 사무관

•고용의 질 지표체계 구축 해외사례
•종사상 지위분류 국제기준 개편방향

통계개발원 최바울 실장
통계청 송준행 사무관

주제토론

Session
데이터 혁명 시대, 경제통계의 변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기반 경제총조사 실시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지원을 위한 프랜차이즈 통계 개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업 동향통계 개선

•일자리 통계의 현황 및 활용
•행정자료 기반 일자리통계 정책활용성 제고방안

•(좌장) 통계청 고용통계과 빈현준 과장
•고용노동부 박소영 사무관, 고용정보원 이상호박사
•세션 발표자
통계청 김도완 사무관
통계청 명노섭 사무관
통계청 윤영회 사무관

주제토론

전문세션 회의
오후

•등록센서스 기반 자료 활용방안
•시군구 장래인구추계 개편 및 활용방안

•데이터센터 구축 운영 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센터 운영 사례

박성현 서울대 명예교수

12:20 ~ 13:30

KDI 이성호 연구위원
KISDI 정용찬 연구위원

축 사 : 기획재정부 1차관

차상균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장
11:50 ~ 12:20

•Eurostat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과 시사점
•4차 산업혁명과 주요국의 오픈데이터 전략

비고

특별강연
10:50 ~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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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통계생산방식 선진화, 사회통계의 변화

Session
4차 산업혁명과 국가통계 거버넌스 확립

세션별 3~4개 주제 발표 및 토론

•(좌장) 통계청 경제총조사과 이명호 과장
•숭실대학교 박주영 교수 (벤처중소기업학과)
•숙명여자대학교 신석하 교수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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