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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효용성으로
인정받는 통계개발원

핵심가치

창의

융합

실용

논문
범위

• 경제, 사회, 인구, 농업, 환경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국가
통계 생산·활용에 관한 이론과 응용
• 조사방법, 표본추출, 추정·검정 등 통계 전 분야에 걸친 이론과 응용
• 통계행정·정책·제도와 관련하여 국가통계발전과 관련이 있는 내용

투고
방법

•이
 메일(statjournal@korea.kr)을 통해 연중상시 제출
(문의 : 042-366-7102, 7103)
※ 투고하여 채택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
•작
 성요령은 통계개발원 홈페이지(http://sri.kostat.go.kr) 참조

발간

• 연 2회 발간(4월, 10월)
※ 수록논문은 통계개발원 홈페이지(http://sri.kostat.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음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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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 국가통계 조사기획의 새로운 도전 |

대학원(생) 논문대회
매년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 개최 후 우수논문집 발행

조직 및 기능

원장

연구기획실
•경제·환경·정책·
지역 통계 개발에
관한 연구
•통
 계작성기관에 신규
통계개발 지원
•인사 / 조직 / 예산

조사연구실

동향분석실

•경
 제·사회통계 개선
및 방법론 연구
•지
 역통계 개선에
관한 연구
•통
 계작성기관에
통계 개선 지원

•사
 회분야 통계개발
•인
 구·사회분야 동향
분석 및 예측
•통
 계작성기관에 통계
분석 지원
•과학적인 조사표설계

주요연구분야
분석
•경제동향ㆍ구조통계
•고용 및 소득통계
•비밀보호
•무응답 대체 기법
•자료연계
•혼합조사방법
•조사표설계 등

논문
주제

•한국의 사회동향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분석
•경제동향 분석 등

SRI

통계
개선

통계 개발·개선
및 분석 연구

통계
개발

•Post-2015 의제 관련 지표
•환경경제계정
•녹색성장통계
•사회통계프레임워크 등

우수
논문
시상

접수
방법

• 통
 계자료를 실증적으로 활용한 통계 이론의 응용에 관한 논문
• 경제·사회 분야의 조사·분석기법 등 국가통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유용성을 지닌 논문
※ 응모 논문은 타 학술지 및 논문집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 이어야 함
•
•
•

최
 우수 논문(1편) : 통계청장 표창, 장학금 300만원
우
 수 논문(2편) : 통계청장 표창, 장학금 각 200만원
장
 려 논문(3편) : 통계청장 표창, 장학금 각 50만원
※ 시상논문은 통계개발원 홈페이지(http://sri.kostat.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음

•이
 메일(srikostat@korea.kr) 제출(통계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려는 연구의 경우, 응모신청서를 검토 한
후 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통계자료 제공

● 일자 : 2015. 10. 15(목)
● 장소 : 통계센터 1층 국제회의장 및 대강당(대전)
● 주관 : 통계청 통계개발원
● 후원 : 한국통계학회

제5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프로그램

목적

포스터세션 발표

시간

• 국가통계의 작성환경 변화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논의

내용

개회사·축사/발표자

08:50~09:20 •등록

개회식


구축을 통한 국가통계의 개선·개발과 품질향상 노력을
• 연구네트워크
강화하여 국가통계 연구를 선도

•개회사
•축사

박창순 (한국통계학회 회장)

연구자

패널조사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의료패널조사를 중심으로)

김은주·염아림·최성은
이정아·윤열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녹색산업 분류체계 마련 연구

염성찬·문경은·이현숙
이재연·엄지영·박진우
박환일·성주현
(녹색기술센터)

유경준 (통계청장)

09:20~09:40

참석대상

발표주제

튜토리얼 세션

• 통계청, 정부기관 등 국가통계 관련 기관에 종사자
•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

오
전
행

연혁

•통계 목적을 위한 행정자료 활용
(The Use of Administrative Data 이현식 (WESTAT)
09:40~10:40
for Statistical Purposes)
10:40~11:10

Coffee Break

[세션1] 표본설계 - 좌장: 이계오

• 2011년부터 주제를 4개 분야별로 매년 순환하면서 심포지엄을 개최

사

11:10~12:20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모델 연구

김이기·한승훈
(대교 CNS·통계개발원)

무인항공기(UAV) 활용 경지모집단 정비방법 개선 연구
(화옹 간척지역을 중심으로)

최기영·이상열·김남용
(통계청)
최지형·류창진
(통계청·통계개발원)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설계

이상기 (통계청)

국제기준에 맞는 고용보조지표 개발

•순환 조사의 표본설계와 가중치
산출방식

변종석 (한신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자료수집방법별 효과분석
(응답자의 자료수집방법 선택효과를 중심으로)

박시내
(통계개발원)

근로시간 통계 측정틀 연구

한승훈
(통계개발원)

토론 [박진우(수원대), 박인호(부경대)]

Methodology
Symposium

최윤경·최유성
(이화여대·통계청)

메터데이터 표준에 관한 연구 (DDI_2 VS DDI_3)

오찬

사
기획

12:20~13:40
포스터 세션[13:10~13:40] (1층 로비)

조사과정자료를 이용한 응답성향 분석
(병행적 혼합모드 시험조사 중심으로)

심규호·백지선
(통계개발원)

조
2012

[세션2] 조사설계 - 좌장: 이석훈
•국가통계의 작성 기획 및 승인관리
13:40~14:50 •불완전한 모집단에서의 조사기획

2015 의제
국가통계 조사기획의 새로운 도전
 토 리 얼 통계 목적을 위한 행정자료 활용
•튜
(The use of administrative data for statistical purposes)
 본 설 계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설계
•표
순환조사의 표본설계와 가중치 산출방식
• 조 사 설 계 	국가통계의 작성 기획 및 승인관리
불완전한 모집단에서의 조사기획

행

김창호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가구실태에 따른
지출형태 비교분석 (2011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유재성·노태영
(고려대 통계학과)

Coffee Break

남녀간 고용률 차이에 관한 실증분석 (1980~2010)

박종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세션3] 국가통계 사례 - 좌장: 양동희

재정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2015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임영일 (통계청)
작성방식 도입

전규식·정지수
(상명대 경제학과)

사 15:10~16:50 •빅데이터 혁명과 국가통계 활용 전략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기배출계정 작성방안 연구

이동수 (통계개발원)

토론 [이석훈(충남대), 한상태(호서대), 김종호(환경정책평가연구원)]


다양한 분야의 국가승인통계 조사기획 사례
• 국가통계사례
 스 터 세 선 국가통계 과제 소개 및 차세대 연구자 논문
•포

이계오 (한국갤럽)

긴급생계지원제도는 빈곤예방에 효과적 정책인가?
(성향점수와 도구변수방법의 적용)

토론 [이기재(방송통신대), 김규영(한국통계정보원)]

오 14:50~15:10
후

김두만 (통계청)

제13회 대학(원)생 논문공모 수상작

통계개발원 조사연구실 042-366-7213, 7211
srikostat@korea.kr

폐회식
16:50~17:00 •폐회사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통계센터

박경애 (통계개발원장)

http://sri.kosta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