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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SDG 데이터 혁신 포럼 개최
- ‘코로나19 이후 한국 SDG의 현황과 대응’주제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 통계청(청장 한 훈)은 제1회 SDG 데이터 혁신 포럼(The 1st SDG Data
Innovation Forum)을 5월 25일(수),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였다.

* 오프라인: 대전 통계센터 국제회의실, 온라인: 포럼공식홈페이지(sdgdataforum.kr)

○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전 세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유엔총회(2015년 9월)에서 합의한 17개
정책 목표이며,
- 통계청은 2017년도부터 UN SDG 데이터 책임기관으로써, 국내 SDG
데이터 총괄관리 역할을 수행 중이다.
○ 본 포럼은 데이터 관점에서 SDG를 논의하는 국내 첫 공식 행사로써,

정부·국제기구·학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SDG 이행현황을
공유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코로나19 이후 한국 SDG의 현황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한 훈 통계청장의 개회사와 스테판 슈와인페스트(Stefan Schweinfest) 유엔
통계처장 및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장의 축사로 시작해,
○ UN 대사를 지낸 오준 이사장(세이브더칠드런)의 ‘SDGs 2030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기조연설과 총 3개
세션의 주제발표로 이어진다.

□ 주제세션은 △한국의 SDGs 이행현황, △데이터 세분화와 포용정책,
△데이터 혁신과 가치창출 세션으로 구성되었는데,
○

제1세션(한국의

SDGs

이행현황

2022)에서는

올해

4월

발간된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결과를 발표하고 지속가능발전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 제2세션(데이터 세분화와 포용정책)에서는 아무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Leave No One Behind)는 포용성 원칙의 관점에서 취약집단
현황을 분석하고 지원을 위한 데이터 세분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 제3세션(데이터 혁신과 가치 창출)에서는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활용한 SDGs 지표 생산 사례를 통해, 새로운 데이터 접근방법을
탐색하였다.
○ 또한, 부대행사로 ‘한국의 SDGs 데이터 플랫폼’ 시연을 진행하여,
참가자들이 국내 SDGs 데이터 현황과 제공되는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플랫폼 주소: kostat.go.kr/sdg

□

한 훈 통계청장은 개회사를 통해“이번 포럼을 통해 SDG 데이터의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고, 정책 필요성에 따른 통계 데이터 개발 및
개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의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포럼의 전 과정은 수어통역으로 제공되며, 포럼이 완료된
후에는 자막이 포함된 발표영상을 공개하여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포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SDG 데이터 혁신
포럼 홈페이지(sdgdataforum.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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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SDG 데이터 혁신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는 한훈 통계청장

제1회 SDG 데이터 혁신 포럼에서 축사를 하는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장

제1회 SDG 데이터 혁신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오 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전 유엔 대사)

제1회 SDG 데이터 혁신 포럼 기념촬영
(왼쪽 다섯번째부터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장, 한훈 통계청장,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