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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저출산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도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녀 양육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어

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련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선진국과 비교함으

로써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OECD에서는 2006년부터 패밀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회원국들 간의 정책 비교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을 수

립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저출산 정책을 비롯한 가족·여성·아동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

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국내 통계를 생산하고 OECD 회원국들과의 국제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OECD 기준에 따라 패밀리 데이터 베이스 한국 자료를 구축하고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관련 

정책 및 연구를 촉진하는데 매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2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의 후원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개최하는 「OECD 패

밀리 데이터 베이스 : 한국자료 구축 및 제공」은 OECD 기준에 따라 국 자료를 구축하고 자료 생산 방안을 논의함으

로써 저출산 정책을 비롯한 관련 분야의 정책 및 연구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국제 회의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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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병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Invitation
 
Korea’s fertility rates remain unprecedentedly low, and concerns are growing over its rapid 

population aging. Reversing the ongoing trends of low fertility would more than ever 

require efforts to increase support for child-rearing, help parents balance family and work, 

and promote children’s healthy development. To achieve this goal, a better understanding of 

Korea’s situations and lessons from advanced countries is a must. 

From 2006 on, the OECD Family database has allowed comparisons across different countries, 

contributing to research in family policy. It is important that, in its effort to improve 

its policies on family, women and children, Korea develop statistics in alignm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OECD’s. Developing a database of Korean families in a format 

in line with the OECD standards and making it widely available would certainly galvanize 

further studies on family policies.

In this regard, I am pleased to invite you to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ECD Family 

Database on Korea", organiz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to be 

held on November 23 under the auspice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OECD 

Korea Policy Center. I hope that you will enrich the Conference with your presence and share 

with us your insights.

November 2012
 

Byong-Ho, Tchoe
President, KIH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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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 9:30          Registration

9:30 ~ 9:40         Opening Remarks
   Byong-Ho Tchoe (President, KIHASA)

Congratulatory Remarks   
   Sang-Woo Nam  

   (Executive Secretary, OECD KOREA Policy Centre)

9:40~11:00          Presentation

Moderator  Jin-Ho Choi (Aju University)

1.  OECD Family database – A tool for family 
policies

    Willem Adema (OECD, Social Policy Division)

2.  OECD Family database – Structure and 
content

    Nabil Ali (OECD, Social Policy Division)

3.  OECD Family database on Korea and its 
Challenges

   Yoon-Jeong Shin (KIHASA)

4.  Family Structure and Chinese Family 
Data

     Chunhua Ma (Institute of Sociology,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11:00 ~ 11:20         Coffee Break

11:20 ~ 12:20          Discussion

Chan-Hee Ya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ook-Ja Kim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Young-Mi Lim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Jae-Won Lee (Statistics Korea)

Jung-Sek Kim (Dongguk University)

Hye-Young Kim (Sookmyeong Womens' University)

Ja-Young Yoon (Korea Labor Institute)

Jong-Wook Won (KIHASA)

12:20 ~ 12:30          Close

Programs



프로그램

9:00 ~ 9:30              등록 

9:30 ~ 9:40              개회사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환영사  

   남상우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소장)

9:40~11:00              주제발표

좌   장  최진호 (아주대학교 교수)

1.  OECD 패밀리 데이터베이스  
- 가족 정책을 위한 수단 

   Willem Adema (OECD, 사회정책국)

2.  OECD 패밀리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 체계와 주요 내용

   Nabil Ali (OECD, 사회정책국)

3.  OECD 패밀리 데이터베이스  
한국 자료 구축 및 이슈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4.  중국의 가족 구조와 가족 데이터 현황

   Chunhua Ma (중국사회과학연구원 연구위원)

11:00 ~ 11:20          휴  식

11:20 ~ 12:20          토  론

양찬희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과장)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과장)

임영미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장) 

이재원 (통계청 인구동향과 과장)

김정석 (동국대학교 교수)

김혜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2:20 ~ 12:30         폐  회





■  OECD Family database – A tool for family policies ………… 7 

     Willem Adema (OECD, Social Policy Division)

 ■ OECD Family database – Structure and content  …………… 25

     Nabil Ali (OECD, Social Policy Division)

■  OECD Family database on Korea and its Challenges  …… 39

     Yoon-Jeong Shin (KIHASA)

■  Family Structure and Chinese Family Data  …………………… 39

      Chunhua Ma  
(Institute of Sociology,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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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em Adema (OECD, Social Policy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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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Family database  
– Structure and content

Nabil Ali (OECD, Social Policy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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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Family database  
on Korea and its Challenges

Yoon-Jeong Shin (KIH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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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mily Structure and Chinese 
Family Data

Chunhua Ma 

(Institute of Sociology,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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