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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통계청, 통계협력 양자회의 개최
-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 기법 전수 -

□

통계청(청장 한훈)은

몽골 통계청과 제18회

5.23.(월)부터 5.26.(목)까지

양자 통계협력 회의를 코로나19 이후 최초로 대면으로 대전에서 개최한다.

○

그동안 통계청은 정기적인 상호방문 양자회의, 국가통계DB 구축
관련 국제개발협력사업(ODA) 및 통계역량강화를 위한 직원 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몽골 통계청에 대한 통계협력 및 지원을 실시하여 왔다.

□ 이번 회의는 몽골 통계청이 정부통합

DB

구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한국

통계청의 선진적인 행정자료 DB 구축 경험과 활용 사례, 행정자료 활용의
장단점 공유 등을 요청하여 마련되었다.

○

동 회의 대표단은 몽골 통계청 차장 람수렝 담딩수렝(Mr.
Damdinsuren)

Lkhamsuren

대표단장을 포함 3명으로 구성되어, 통계청과 빅데이터

관련 유관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 람수렝 담딩수렝 몽골통계청 차장은

“몽골은

매년 양자회의를 통해 한국의

선진 통계작성기법을 전수받고 있는데 이는 몽골 통계청의 통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 그 간 한국통계청의 몽골 국가통계포털

구축을 비롯하여, 작년

(MONSIS)

12월

국제인구센서스회의 개최를 위한 화상회의시스템 지원 등에 다시

한번 감사를 전했다.

○ 또한

,

몽골 통계청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빅데이터

분석센터 설립에 대한 협력과 데이터분석 관련 인적역략강화에 대한
지원을 통계청에 요청하였다.

□ 한훈 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으로 처음 맞이하는 해외 대표단이자

통계청장 취임 후 첫 양자회의이기에 더 의미있고 반갑다”며,

○

“이번

회의가 몽골 통계청이 추진중인 행정자료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통합 DB 구축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통계청은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하였다.

○ 또한

, “앞으로도

통계청은 선진통계국으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통계

협력과 통계기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국제통계발전에
기여하여 한국의 위상을 제고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 통계청은 ① 행정자료 DB구축 근거 및 활용사례 ② 행정
자료 연계 및 매칭을 통해 생산되는 행정통계 소개 ③ 한국 빅데이터
활용 사례 등을 소개하고,

○ 몽골 통계청은 정부통합 DB 구축 프로젝트를 소개할 예정이다

.

붙임 1

제18차 한-몽골 양자 통계협력회의 사진

한-몽골 통계청 양자 통계협력회의 개최(오른쪽에서 두 번째 한훈 통계청장)

한-몽골 통계청 양자 통계협력회의에 참석한 한훈 통계청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