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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워크숍 |

Quantitative Methods in Demography
2014. 8.25.(월)~9.5.(금)
부산, 부경대학교

이 워크숍에서는 형식인구학과 수리인구학 중에서 유용한 

주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가지고 온 실제 

데이터에 각종 분석방법을 적용할 것입니다.  

워크숍 기간 중에 분석방법을 익힘으로써 참가자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개별데이터 세트가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개별 데이터 세트에 대한 심층상담을 

할 기회가 있을 것이며 이 워크숍을 마치게 되면, 참가자

들은 기본적인 인구분석기능을 터득하게 되며 이 기법

들을 인구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워크숍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Leslie matrix를 이용한 인구전망

·곰페르츠법을 이용한 사망력 분석

·사망원인 생명표

·정지인구이론

·Lee-Carter 사망모델

·인구학의 이질성

·위험요인간의 경쟁모델

·Fourier 회귀법을 이용한 동태율의 계절 조정

·역학과 인구학의 결합

워크숍은 실습으로 이루어지며 지필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직접 풀게 됩니다. SPSS, SAS, STATA와 

같은 통계 패키지를 다룰 줄 알면 도움이 되며, 특히, 

R, Matlab, IDL 처럼 행렬 기반의 프로그램을 안다면 도움이 

클 것 입니다. 

| 제3차 워크숍 |

Advanced Statistical Methods for Demographic Analysis
2014. 9.15.(월)~9.26.(금)
제주, 벤처마루

참가자들은 워크숍 동안 인구통계 분석을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습득해 스스로 설계한 프로젝트에 사용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이고, 두 번째 방법은 다국면 인과분석(Multi-

level causal analysis)입니다. 사건사 분석은 위험에 

노출되기 시작한 후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을 

분석하는 통계적 방법이며 사망 시 연령(출생부터의 기간), 

초혼 시 연령(출생부터의 기간),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출생간의 기간 등이 그 예입니다. 다국면 인과분석은  

개인, 가구, 지역 사회와 같이 다른 수준에서 측정한  

공분산의 효과를 추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모형

입니다.

워크숍은 연구 문제들을 통계적 모형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통계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들을 포함하는 한편 통계적 

방법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추가적으로 참가자

들은 개인이나 소그룹으로 연구 질문들을 확인하고 분석 

계획을 설계하여 분석을 한 후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는 물론 통계패키지 STATA를 이용

하여 실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가자들은 사회과학이나 보건 연구, 생명표와 같은  

인구학 방법에 대한 기초지식과 회귀모형과 같은 인과

분석을 위한 통계분석에 대한 기초지식이 필요합니다. 

대용량 인구조사 자료를 다룬 경험이나 SPSS, SAS, 

STATA와 같은 통계패키지 사용경험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 제1차 워크숍 |

Dynamic Population Modelling
2014. 8.11.(월)~8.22.(금)
대전, 통계교육원

| 등  록 |

인구변동모형(Dynamic population models)은 모형 

구축과 인구변화를 분석하는데 일반적이고 유연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 모형은 인구집단이 생애주기에 걸쳐 경험

하게 될 다양한 변천을 통해 성·연령별로 인구 변화의 

주요 요인(출생, 사망, 이동)들을 조합합니다. 

이 워크숍은 다국면 생명표(Multi-state life tables)와 

확률적 인구추계, 범주형 통계분석, 불확실성, 전문가 판단, 

미상 자료와 관련한 최신기법을 다룹니다. 먼저 다양한 

연령별 인구통계와 변천을 위한 투입요인들을 추정하고, 

그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다음은 일반적 다국면 인구모형 틀(General multistate 

population modelling frameworks)을 만들고 개발합니다. 

아울러 출생, 사망, 이동과 보건, 혼인상태, 고용 등 다른 

특성 간의 연결과 인구변화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전략을 

소개합니다. 

이 워크숍은 강의와 컴퓨터 실습으로 이루어지며 참가자

들은 생명표나 간접추정기법 같은 인구통계의 기본지식과 

수학 및 통계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특정 인구정책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본인의 연구 결과나 

자료를 가져오는 것이 좋으며 강의 후반부에는 워크숍의 

일환으로 개별 또는 그룹별로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Minja Kim Choe, PhD.

선임연구위원
미국 동서문화센터

mchoe@hawaii.edu

www.appi.re.kr

Andrew Noymer, PhD.

인구보건학과 부교수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noymer@uci.edu

James Raymer, PhD.

인구·사회 연구소장
호주 호주국립대학교

james.raymer@anu.edu.au

통계청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 통계발전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에는 미국 동서문화센터(East-West Center, EWC)로 

부터 아·태 지역 국가들의 인구센서스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및 활용, 인구센서스회의 사무국 운영, 인구 서머

세미나(Summer Seminar on Population) 등의 인구활동

기능을 이관 받음으로써 아·태 지역의 인구활동을 본격적

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인 구  서 머 세 미 나 는  미 국 의  동 서 문 화 센 터 에 서 

1970~2011년까지 실시하였으며,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이 기능을 이관 받아 금년에 제1회 통계청 인구 서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매 년 개최될  

예정인 이 세미나는 아·태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 걸쳐  

인구통계와 인구분석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The 1st KOSTAT 
Summer Seminar 
on Population

제1회 통계청 인구 서머세미나

· 참 가자격 : 대학 졸업이상, 영어강의 수강가능자

     (워크숍 주제 관련 분야 경험자 우대)

·진행언어 : 영어

· 등   록  비 : 무료(식비·숙박비 참가자 부담), 주말 중 하루 

현장학습 겸 문화탐방 무료 제공

     *단, 전일제 대학원생의 경우 10명 범위 내 숙식 지원

·신청마감 : 2014. 7.20.(일)

·참가신청

     ①   인구사회연구센터 홈페이지(http://www.appi.re.kr) 

온라인 등록

     ② 참가신청서(인구사회연구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이메일(master@appi.re.kr) 제출

·문의 : 인구사회연구센터 master@appi.re.kr

           042.489.9329/042.482.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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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op2
Quantitative Methods in Demography
25 Aug.-5 Sept. 2014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Rep. of Korea

Workshop3
Advanced Statistical Methods for Demographic Analysis
15 Sept.-26 Sept. 2014
Venture Maru, Jeju, Rep. of Korea

Seminar Coordinator
Mr. Chang-Ick Kang | Director General, Survey Management Bureau, Statistics Korea

Workshop Managers
Mr. Tai-Hun Kim (appi_master@appi.re.kr) | Chief Demographer, Asia Pacific Population Institute
Mr. Hyung-Seog Kim (fltfg@korea.kr) | Director, Population Census Division, Survey Management Bureau, Statistics Korea

Officers
Ms. In-Hye Kim (ihkim@korea.kr) | Assistant Director, Population Census Division, Survey Management Bureau, Statistics Korea
Ms. Ka-Eun Kim (master@appi.re.kr) | Researcher Associate, Asia Pacific Population Institute
Ms.Su-Gyeong Bae (master@appi.re.kr) | Researcher Associate, Asia Pacific Population Institute
Mr. Sang-Jin No (master@appi.re.kr) | Researcher Associate, Asia Pacific Population Institute

Asia Pacific Population Institute
No. 313 Magnolia Bld., 148, Cheongsa-ro, Seo-gu, Daejeon, Rep. of Korea
Tel. +82.42.489.9329, +82.42.482.9328  Fax. +82.42.483.9331

The 1st 
KOSTAT Summer Seminar 
on Population

www.appi.re.kr/eng



In this workshop participants will learn two advanced 
statistical methods for demographic analysis and have a 
chance to use them for participant-designed projects. The 
first method to be covered is "Event History Analysis" and 
the second method is "Multi-level Causal Analysis." 

Participants will work individually or in small groups to 
identify a research question, design a plan for analysis, 
carry out the analysis, and present the results. Exercises and 
practical applications will use the statistical software "STATA" 
together with common office software such as MS Excel and 
MS Power-Point. 

"Event History Analysis" consist of statistical methods 
associated with the duration from the beginning of 
exposure until an event takes place. Examples are age at 
death (duration since birth), age at first marriage (duration 
since birth), and duration between first and second births. 
Statistical methods include life tables, hazard models 
with constant covariates, and hazard models with time-
dependent covariates.

"Multi-level Causal Analysis" refers to statistical methods 
that can be used to estimate effects of covariates 
measured at different levels such as individual, household, 
and community. Statistical methods include multilevel 
regression analysis, multilevel logit regression, and methods 
for using longitudinal or panel data sets. 

Participants are expected to have training in social science 
or public health research, knowledge of basic demographic 
methods (such as life tables), and knowledge of basic 
statistical methods for causal analysis (such as regression 
models). Experience working with large-scale demographic 
survey data and a working knowledge of statistical analysis 
software packages such as SPSS, SAS, or STATA will be 
helpful.

| Workshop3 |
Advanced Statistical Methods for Demographic Analysis
15 Sept.-26 Sept. 2014
Venture Maru, Jeju, Rep. of Korea

Minja Kim Choe PhD.

Adjunct Senior Fellow
East-West Center, U.S.A.

mchoe@hawaii.edu

| Workshop2 |
Quantitative Methods in Demography
25 Aug.-5 Sept. 2014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Rep. of Korea

This workshop will cover advanced topics in formal and 
mathematical demography, with an emphasis on practical 
applications. Although basic concepts will be reviewed, it is 
assumed that workshop participants will have some prior formal 
training and/or real-world experience in population studies.

Workshop participants are very strongly encouraged to 
bring their own data sets, so that the techniques learned 
may be applied to real data.  Individual data sets will ideally 
be suited to answering unresolved questions of interest to 
the participants, with the goal of performing an analysis 
during the workshop which will be suitable for a peer-
reviewed publication.  There will be opportunities for in-
depth consultation on each data set.

Topics will include:
• Leslie matrix population forecasting
• Gompertzian mortality
• Cause-deleted life tables
• Stable population theory
• Lee-Carter mortality models
• Demographic heterogeneity
• Competing risks & frailty models
• Seasonal adjustment of vital rates using Fourier regression
•  The nexus of epidemiology and demography: SEIR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models

The computer-related prerequisite for this workshop 
is knowledge of at least computer spreadsheets (such as 
Excel).  Experience with statistical software such as SPSS, 
SAS, or Stata will be helpful. Experience with matrix-based 
computer languages such as R, Matlab, or IDL will also be 
extremely helpful.

Andrew Noymer PhD.
Department of Population 
Health & Disease Prevention
Program in Public Health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noymer@uci.edu

Introduction of 
Three Consecutive 
and Independent 
Workshops

The 1st KOSTAT Summer Seminar on Population

Dynamic population models provide a general and flexible 
platform for modelling and analyzing population change 
over time. They allow for the combination of all the main 
components of population change by age and sex with 
various transitions that population groups may experience 
throughout their life course. 

The workshop brings together recent advances in 
multi-state (or multi-regional) life tables and projections, 
probabilistic projections and statistical methods for dealing 
with categorical data, uncertainty, expert judgments 
and missing data. The emphasis will be on (1) estimating 
various age-specific demographics and transitional input 
components and how they change over time and (2) 
constructing and developing general multi-state population 
modelling frameworks. Strategies for utilizing dynamic 
population models to analyze the sources of population 
change and the interconnections between fertility, mortality, 
migration, and other activities or attributes (e.g., health, 
marital status, or employment) will also be presented. 

The workshop will be taught utilizing a mixture of 
lectures and computer workshops. Participants should have 
computer experience, basic knowledge of demography, 
mathematics, and statistics. All techniques, statistical 
packages, and concepts will be introduced at a basic level 
and then reinforced during the two weeks of the workshop. 

Workshop participants should bring their own research 
results or project data that can be used to address a 
particular population policy issue. At the end of the 
workshop, each participant will be expected to present an 
individual or group project as part of the workshop. 

| Workshop1 |
Dynamic Population Modelling
11 Aug.-22 Aug. 2014
Statistical Training Institute, Daejeon, Rep. of Korea

James Raymer PhD.
Director, Australian Demograph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james.raymer@anu.edu.au

The Summer Seminar on Population was held by the East-

West Center (EWC) in 1970-2011. Responsibilities for some 

population activities of the EWC were transferred to the 

Statistics Korea (KOSTAT) in 2013. Statistics Korea will launch 

the 1st KOSTAT Summer Seminar on Population this year 

and will hold it annually afterwards.

The Summer Seminar on Population will serve as a forum 

for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concerned with population-

related issues. It will contribute to the sharing of knowledge 

and experience regarding demographic situations in Asia 

Pacific countries and around the world. 

| Applications |

•  Participant requirements : University graduates
  ( Training and experience in a field relevant to one of the 

workshops are preferred.)
• Working language : English
•  Tuitio n fees : FREE 
 ①      Responsible only for own meals and lodging
 ②  A one-day field trip during the weekend is free of charge
 ③  Free-accommodation and meals provision for up to ten 

full-time graduate students
• Due date : July 20, 2014. 
• Registration
 ①      On-line application system is on the APPI  homepage 

(http://www.appi.re.kr/eng)
 ②  Send your completed application form to the institute 

by e-mail to master@appi.re.kr
•  Contact information : Research associates
   E-mail : master@appi.re.kr  
   Phone : +82.42.489.9329/+82.42.482.9328

www.appi.re.kr/e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