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N V I T A T I O N

「조사환경 변화와 국가통계 설계: 논점과 과제」

제2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일시 | 2012. 10. 24.(수)  

 장소 | 통계센터 1층 국제회의장(대전)    

 주관 | 통계청 통계개발원 

■ KTX 이용시: 대전역에서 지하철 이용 → 정부청사역 4번출구
■ 청사경유 고속버스 이용시: 둔산동 정부청사에서 하차 → 도보 15분
■ 청사경유 시외버스 이용시: 둔산 시외버스 승차장 하차 → 도보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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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대전시 서구 월평동 282-1 통계센터 
■  전       화:  통계개발원 조사연구실 042-366-7208(김서영), 7210(박라나)
■  E - m a i l : srikostat@korea.kr   
■  홈페이지: http://sri.kostat.go.kr

오시는 길



제2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08:50 • 등록  

09:20 • 개회식(개회사) 통계개발원장

튜토리얼 세션

09:40 • 조사설계의 효율성 평가 - 설계효과를 중심으로 박인호 교수(부경대) 

10:40   Coffee Break  

세션 1. 조사설계 [11:00~12:30]  (사회: 변종석 교수) 

11:00
•   혼합조사에서의 조사표 설계 요인                         

- 측정오차와 방법 효과에 대한 인지실험
이흥철 박사(엔아이리서치)

11:30
•   인지면접 기법을 적용한 조사표 테스트 사례연구         

- 인구주택총조사의 주요 항목 중심으로 
박영실 박사(통계개발원)

12:00     지정토론 김형석 과장(통계청)

12:10     지정토론 허순영 교수(창원대)

12:20  Q&A  

12:30  오찬  

 포스터 세션 [14:00~14:30]  (1층 로비)

세션 2. 표본설계 [14:30~16:00]  (사회: 허순영 교수)

14:30 •   표본설계 최적화에 관한 연구 김규성 교수(서울시립대) 

15:00 •   다변량 층화추출에서의 효율적인 표본 배분 김선웅 교수(동국대) 

15:30     지정토론 홍기학 교수(동신대)

15:40     지정토론 김규영 과장(통계청) 

15:50  Q&A  

16:00  Coffee Break  

  세션 3. 조사오차 [16:20~17:50]  (사회: 홍기학 교수)  

16:20
•   무응답 오차 산출 및 개선방안 연구                       

- 의료기관 대상 조사 사례
손창균 교수(동국대) 

16:50 •   국가통계 품질 향상을 위한 조사과정 자료의 역할 임경은 박사(통계개발원) 

17:20     지정토론 김석호 교수(성균관대) 

17:30     지정토론 변종석 교수(한신대) 

17:40  Q&A  

폐회식

17:50 •   폐회사  

프로그램

•  통계작성 환경 변화와  다양한 국가통계 수요 증가로  

국가통계 개선·개발 노력 강화  필요

•  국가통계에 대한 통계전문가의 전문지식 공유 및   

연구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가통계연구 선도

•  통계청, 중앙부처 등 통계 관련기관

•  대학 및 연구기관 등

•  (튜토리얼) 조사설계가 국가통계 품질에 미치는 영향

•  (조사설계) 인지실험방법을 적용한 조사표 설계

•  (표본설계) 통계환경 변화를 반영한 표본설계 

•  (조사오차) 조사오차 축소 및 파라데이터 수집·활용

•  (포스터세션) 조사통계와 관련된 분야의 논문

주요의제

개최목적

참석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