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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제30차 인구센서스회의」온라인 개최
- 국가간 인구센서스 사례 및 최신 동향 공유 및 협력 강화

□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12.2.(수)~12.4.(금) 동안「제30차 인구센서스회의」를
온라인으로 몽골 통계청, 아․태 통계기관장협의회 (ANCSDAAP )와
*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다.

* Association of National Census and Statistics Directors of America, Asia
and the Pacific

○ 인구센서스회의는, 아․태 국가간 인구센서스 사례 및 경험, 인구

통계 정보 공유를 위해, 1971년 하와이 동서문화센터(EWC)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2013년 한국 통계청으로 이관되어 2년 주기로
회원국별 순회 개최하고 있다.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로 운영되며, 개최국인 몽골

통계청의 요청에 따라 화상회의 시스템을 지원하여 IT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몽골 통계청과 유대관계를 강화하였다.

□ 올해 인구센서스회의 주제는「‘2020 센서스 라운드 자료수집, 처리
및 공표의 혁신 」으로, 3일간 7개 세션, 총 19편의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

진행되며, 각국의 2020 센서스 현황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Innovation in Data Collection, Processing, and Dissemination for the 2020 Round of Censuses
동 자료는 ‘출처 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특히「코로나 상황에서의 센서스」세션을 신설하여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의 센서스 접근법 등을 공유한다.

○ 31개 국가의 통계청 및 국제기관 등에서 약 200여 명이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참석한다.

- 발표자와 좌장은 줌(zoom)으로 발표 및 세션진행을 하고, 일반
참가자는 유튜브 송출 화면을 통해 회의를 시청하고 채팅창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 한국

통계청의 경우, 강신욱 통계청장의 개회식 축사를 비롯하여

‘한국의 등록센서스’와 차기센서스를 위해서 개발중인 ‘AI 산업 직업

자동분류’ 등 2편을 발표하며, 최연옥 조사관리국장도 12.4.(금) 폐회식에서
회의 마무리를 할 예정이다.

○

또한 한국 통계청은 ANCSDAAP 사무국으로서 회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발표자 좌장 및 연사 섭외, 참가자 등록, 발표자료
공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 강신욱 통계청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지난 11월에 완료한 한국의
2020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 마무리를 소개하고, 국가간 인구센서스

사례와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요청하였다.

【 붙임 1】제30차 인구센서스회의 프로그램
【 붙임 2】ANCSDAAP 및 인구센서스회의 개요

동 자료는 ‘출처 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일자

제30차 인구센서스회의 프로그램
시간
(한국/몽골)
10:00 – 10:30
(09:00 – 09:30)
10:30 – 11:00
(09:30 – 10:00)
30m

12.2.(수)

11:00 – 12:30
(10:00 – 11:30)
90m

12:30 – 14:00
(11:30 – 13:00)
90m

일자

시간
(한국/몽골)
10:00 – 10:30
(09:00 – 09:30)
10:30 – 12:00
(09:30 – 11:00)
90m

12.3.(목)

12:00 – 13:00
(11:00 – 12:00)
60m
13:00 – 14:00
(12:00 – 13:00)
60m

일자

시간
(한국/몽골)
10:00 – 10:30
(09:00 – 09:30)
10:30 – 12:00
(09:30 – 11:00)
90m

12.4.(금)

12:00 – 13:30
(11:00 – 12:30)
90m
13:30 – 13:40
(12:30 – 12:40)
10m

회의 1일차
화상회의 참가를 위한 온라인 접속
개회세션
· 진행자(안): 최현심(한국 통계청)
· 연사(1): Bayanchimeg Chilkhaasuren 청장 대행(몽골 통계청) (녹화영상)
· 연사(2): 강신욱 청장(한국 통계청) (녹화영상)
· 연사(3): Rechard Vulsteke 총재(동서문화센터)
· 연사(4): Bulgantuya Khurelbaatar 상임위원(몽골 의회) (녹화영상)
세션 1. Data Collection
· 좌장: 올리버 피셔(미국 센서스국)
· 발표(1): 한국의 등록센서스 (한국 통계청-임영일)
· 발표(2): 2021 홍콩 센서스 다양식 자료 수집 기술 (홍콩 센서스·통계부-호 카이 탕)
· 발표(3): 2019 센서스 자료수집을 위한 다양화 방안 (베트남 통계청-응웬 티 탄 마이)
세션 2. 2020 Round Censuses in the Era of COVID-19
· 좌장: 산자이(인도 등록원)
· 연사(1): COVID-19 팬데믹 센서스 실시: 2020 싱가포르 센서스의 도전과 접근법
(싱가폴 통계청-와이 인 치아)
· 연사(2): COVID-19 팬데믹 기간동안의 인도네시아 2020 인구센서스
(인도네시아 통계청-우레이 나비안디)
· 연사(3): 일본의 2020 센서스 개요와 현황(일본 통계청-히데미네 세키노)
회의 2일차
화상회의 참가를 위한 온라인 접속
세션 3. Technologies on Census-taking
· 좌장: 캄 팀 차우(홍콩 센서스·통계부)
· 연사(1): 2020 라운드센서스 자료수집·처리 솔루션, CSPro(미국 센서스국-올리버 피셔)
· 연사(2): 인도의 차기 센서스와 기술 활용(인도 등록원-브루샬리 와라드)
· 연사(3): 몽골 2020 센서스를 위한 IT 솔루션 (몽골 통계청-라그바체렌 둘마)
세션 4. Census Taking Experience of 2020 Round of Censuses
· 좌장: 산자이(인도 등록원)
· 연사(1): 멕시코 2020 인구주택총조사(멕시코 통계청-에드거 빌마 오로세)
· 연사(2): 몽골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직과 혁신(몽골 통계청-쩨렌둘람 이치노로브)
세션 5. Census Data Dissemination
· 좌장: 부 티 투 투이(베트남 통계청)
· 연사(1): 베트남 2019 인구주택총조사 공표 관련 커뮤니케이션 향상
(UNFPA 베트남-르티푸옹 마이)
· 연사(2): 홍콩 인구센서스를 위한 온라인 인터랙티브 데이터 보급 시스템
(홍콩 센서스·통계부-치 호 찬)
회의 3일차
화상회의 참가를 위한 온라인 접속
세션 6. Data Analysis and Utilization
· 좌장: 이혜경(배재대학교)
· 연사(1): IPUMS-I: 연구 활성화를 통한 센서스 자료 가치 확대(미네소타대-술라 사카)
· 연사(2): 인도네시아 2020 센서스를 통한 SDG 지표 측정(인도네시아 통계청-디아 이카와티)
· 연사(3): 지리공간 인구자료 강화: UNFPA 시스템 접근법(UNFPA HQ-레이첼 스노우)
세션 7. Data Processing and Evaluation
· 좌장: 아마르발 아버메드(몽골 통계청)
· 연사(1): 2020 센서스 평가를 위한 두 가지 방법(미국 센서스국-빅토리아 벨코프)
· 연사(2): 인도의 센서스 자료처리(인도 등록원-모한 싱 타파)
· 연사(3): 한국 센서스를 위한 산업/직업코드 자동분류(한국 통계청/순천향대-정영섭)
폐회세션
· 폐회사(1) 차기 ANCSDAAP 회장(베트남 통계청)
· 폐회사(2) 최연옥 조사관리국장(한국 통계청)

붙임 2

ANCSDAAP 및 인구센서스회의 개요

□ ANCSDAAP 개요
○ 정의: 아메리카·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 인구센서스 및 통계기관장 협의회

(Association of National Census and Statistics Directors of
America, Asia and the Pacific, ANCSDAAP)

○ 목표: 포괄적 인구통계 정보 분석과 협력·교류 기회 조성 및 지역내
국가들 간 인구센서스 발전 및 회원국 간 협력을 위한 중심
기구로서의 역할 수행

○ 연혁: 1991년 하와이 동서문화센터(East-West Center, EWC) 내에

ANCSDAAP 설립 이래 2013년 한국 통계청으로 사무국 기능

이관. 2년 주기로 회원국*들이 센서스회의 순회 개최
* 몽골, 베트남, 미국, 일본, 한국, 홍콩, 인도(총 7개국)

□ 인구센서스회의 개요
○ 목표: 아·태 지역 국가의 센서스 자료 수집과 보급에 대한 경험 및 결과,

미래의 새로운 방법 등을 회원국 간에 공유하고, 인구센서스 전문가
및 통계기관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견교류의 장을 마련

○ 연혁: 인구센서스회의(Population Census Conference)는 1971년 동서문화
센터(EWC)의 회의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고, 1991년 ANCSDAAP
설립으로 14차 회의부터 ANCSDAAP 주관으로 개최

○ 전주기(제29차 인구센서스회의)

- 주제: 2020라운드 센서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접근
- 기간/장소: 2018.7.11.~13., 베트남 다낭
- 참석자: 18개국 통계청, 7개 국제기구 총 58명
- 발표수: 10개 세션, 22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