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 오시는 길
국회순환버스(무료)
• 국회출발

국회의사당 안내실 앞 → 국회의원회관 앞 → 국회의사당역 4번출구 앞 → 여의도역 3번출구 앞

• 여의도역 출발 여의도역 3번출구 앞 →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 앞 → 국회도서관 앞 → 국회의사당 안내실 앞 → 국회의원회관 앞

「국가주요지표」 시안

지하철
•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6번 출구로 나와 도보 이용

• 5호선 여의도역

5번 출구로 나와 버스 162, 261, 262, 461번 이용

• 1호선 대방역

360, 363번 버스 이용

• 1호선 영등포역

5615, 5618번 버스 이용

국회 공청회
일시 2013년 11월 13일(수) 14:00~17: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버 스
• 1, 162, 261, 262, 263, 360, 362, 363, 461, 5615, 5618, 6623, 6633, 7613

주차장 이용안내
• 국회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국회 경내에는 공무차량과 장애인 등 보호대상 차량에 한하여 주차할 수 있으며
국회참관 및 내방객 차량(버스포함)은 국회둔치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사당 면회실
서문

북문
국회한옥
국회

남문
헌정기념관
의정관

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
도서관
지하철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출구

정출

주최 통계청·국회예산정책처
주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정입
서강대교 →

의사당로

← 여의2교(파천교)
지하철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출구

후원 국회의원 이한구

순복음교회

※ 문의 및 참가신청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국가주요지표연구팀
전화 : 02-767-9557 | 이메일 : qetuo3368@kossda.or.kr
● 참석 여부를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

모시는 글

식

순
(사회 : 한준 한국사회과학자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등 록
13:30~14:00

통계청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동 주최하고 이한구 의원이 후원하는 「국가주요지표」

개 회

시안에 대한 공청회에 귀하를 초청합니다.

14:00~14:30 개회사

박형수 통계청장

축 사

이한구 국회의원

특별강연:국가지표의 의의 김경동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가주요지표」는 국회에서 제안되고 통계청이 「정부 3.0」 계획에 부응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요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국가정책에
기반이 되고 일반 국민의 국가발전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되는 통계 정보를

연구 발표
14:30~15:30 국가주요지표 연구 개요

통계청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국가주요지표」 시안은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대규모

휴 식

연구팀을 구성하여 개발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된

15:30~15:40

연구 안입니다.

지정 토론
15:40~16:30

석현호 한국사회과학자료원 명예이사장

경제지표 체계와 구성

우천식 KDI 선임연구위원

사회지표 체계와 구성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환경지표 체계와 구성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후식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과장

이 시안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을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하오니

이명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셔서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협 KAIST 경영대학원 초빙교수
정회성 (사) 환경과 문명 대표
종합 토론
16:30~17:00
2013년 11월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석 현 호

폐회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