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2020년 9월 23일(수) ~ 24일(목)

장

소

통계센터 1층 국제회의실
※ 일반 참가자는 현장 참석이 불가하며, 온라인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

제

국가통계의 현재와 미래 (Official Statistics’ Present and Future)

주관/주최

통계청 / 통계개발원

후

한국통계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원

등록안내

사전등록기간 : 2020년 8월 7일(금) ~ 9월 4일(금)
등

록

비 : 무료

등 록 방 법 : www.kostatsympo.kr
웹사이트 접속 및 QR코드 스캔
※ 등록 후 행사 당일 생중계를 시청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제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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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일정
9월 23일(수)

개회사
축 사

강신욱 통계청장
김영원 한국통계학회장

09:40~11:00

조사설계의 진화

변종석 교수 (한국조사연구학회장, 한신대학교)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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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이 과거 대선 투표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가?

김지범 교수 (성균관대학교)

하이브리드형 한국기업혁신조사(KIS) 조사표 설계 방법론

이정우 부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사표 인지실험 결과 활용 및 공유 방안

신인철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토 론

김춘석 상무 (한국리서치)
금현섭 교수 (서울대학교)
박선희 사무관 (통계개발원)

09:25~09:40


11:00~12:40

12:40~14:00

ª11«

 1

1

11 119

2021년 경제총조사 표본설계

강정희 사무관 (통계청)

Propensity Score Methods for Sample Survey

이현식 박사 (Westat)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설계

황현식 과장 (통계청)

토 론

이기재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박인호 교수 (부경대학교)

14:00~15:40

15:40~15:5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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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집단 대상 SDG4(교육) 모니터링 현황

박성호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코로나가 SDGs 보건 모니터링에 미친 영향

이훈상 연구원 (연세의료원)

다출처 자료 기반 SDGs 측정방법 개발 : Goal 13을 중심으로

이천환 연구원 (녹색기술센터)

토 론

박영실 사무관 (통계개발원)
주윤정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원)

15:50~17:30

포스터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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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일정
9월 24일(목)
 
데이터경제시대 패러다임 전환과 New GDP

박성욱 교수 (한밭대학교 빅데이터AI센터)

인공지능과 국가통계의 혁신

세바스찬 승 소장 (삼성리서치, 프린스턴대학교)

09:40~11:00

 1²

11:00~12:40

1ª
데이터 과학 개관 및 학계 동향

최대우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머신러닝기법 국가통계 적용 사례 (현재 프로젝트 소개 및 미래)

박재현 대표이사 (주식회사 솔리드웨어)

데이터 과학방법 산업적용 현재와 미래

이광춘 상무 (삼정 KPMG)

토 론

김승환 교수 (인하대학교)
임수종 책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2:40~14:00

ª11«

 1©

1

14:00~15:40

정용찬 본부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데이터 생명 주기 관점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

임태훈 교수 (고려대학교)

플랫폼 데이터 경제와 참여: 격차의 해소를 중심으로

김미경 교수 (청운대학교)

토 론

정일영 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윤건 교수 (한신대학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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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의 보호와 활용

이동렬 CTO (한국신용정보원)

최신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재현 데이터 생성 및 활용

박노성 교수 (연세대학교)

통계데이터센터 반출물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소개 및 활용

심규호 사무관 (통계개발원)

토 론

여상수 과장 (행정안전부)
김영민 교수 (경북대학교)

½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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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17:55

토 론

포스터 세션

11¡¢£119¤1¥¦§¨

데이터 경제 촉진: 데이터 주권과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

15:40~15:50

15:50~17:30

11«¬1ª19前1®1¯°±ª

전영일 원장 (통계개발원)
박성현 교수 (前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정용찬 본부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1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