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한국은행 「경제통계지표 해설 강좌」 안내
1 목 적
한국은행은 국민소득, 국제수지, 통화금융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경제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이들 통계의 정도를 높이고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주요 경제통계에 대한 이해 및 활용도
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2000년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통계지
표 해설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강의 주제 및 강사
강의주제는 수강기관에서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며 일반적으로 통화금융, 국민소득, 국제수지, 물가 등 주요
경제통계에 대한 해설과 경제지표를 이용한 경기판단방법, 실생활
에 도움이 되는 경제지표의 활용방법 등을 강의합니다.
강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의 통계전문인력이 담당하며 강사료는
무료입니다. 강의에 필요한 교재(기념품 포함)는 한국은행에서 제공
하고 있습니다.

3 강의 일시 및 장소
강의는 수강기관의 요청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의일시는 강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수강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강의방법은 코로나19 대응여건 변화에 따라 대면강의, 실시간 온
라인강의, VOD를 활용한 강의중 적절한 강의를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대면강의로 수강하는 경우 정부의 방역관리지침*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 <참고 :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3판) 및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2판) 주요 내용> 참조

￭ 강의기간: 2020. 10. 19.(월) ∼ 12. 11.(금) (토요일, 공휴일 제외)
￭ 강의시간: 2시간 이내
￭ 강의장소: 수강기관 내 희망 장소

<참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3판) 및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2판) 주요 내용

주요 내용
o 대면강의 때는 환기가 용이하고 간격을 넓게 둘 수 있는 큰 공간을 장소로
확보하기
o 사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참여하지
말 것을 공지하기
o 개최자 또는 사회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참석 자제하기
o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하기
o 강의 장소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 참석자는 수시로 사용하기
o 강의 장소는 환기가 용이한 넓은 장소를 활용하고, 강의 시작 전에 환기하기
o 1시간이 지난 때에는 휴식 시간을 가지며 강의 장소의 문과 창문을 열고 환기하기
o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와 1시간 간격 환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되도록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대면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