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1일차┃2018. 11. 27. 화
기조연설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삶
		

•거버넌스, 기술 그리고 사회정의

전체회의 •미래에 펼쳐질 삶은 어떠한가?
		

•경제성과와 사회 발전 측정에 관한 고위 전문가 그룹 보고서 발표(기자회견)

		

•디지털화와 웰빙

참가안내

연혁

포럼

제1차 포럼 (2004년, 이탈리아 팔레르모)

● 제6차 OECD 세계포럼은 초청에 의해서만 참가가 가능합니다.

주제		통계·지식·정책을 위한 핵심지표

	참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4월에 오픈할 포럼 공식홈페이지

		(Key Indicators on Statistics, Knowledge and Policy)
성과 •사회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OECD 글로벌 프로젝트 목적 공유

(www.oecd-6w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국 경험을 비교·분석하고 의사결정의 토대로 통계 역할 규명
	 포럼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 교통, 숙박 등 기타 개인경비는 참가자 본인 부담)

•세계포럼의 주기적 개최 합의

부문회의 •웰빙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범정부적 지표와 정책 프레임워크
		

•인공지능과 웰빙

		

•한국중심의 거버넌스(한국 통계청 주관)

●2일차┃2018. 11. 28. 수

제2차 포럼 (2007년, 터키 이스탄불)

전시

주제		사회발전 촉진과 측정

● 포럼 주제와 관련한 부대행사로 전시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Measuring and Fostering the Progress of Society)
성과 •21세기 사회발전의 의미 정립

기관, 단체 및 기업의 많은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세계화 등을 아우르는 글로벌 지표 작성

기조연설 •미래웰빙을 위한 기회와 도전
전체회의 •확실하게 변하고 있는 세상과 거버넌스
		

•기업의 목표로서 웰빙과 포용적 성장

•증거기반 의사결정 문화의 확산 등에 대한 국제적 합의 ‘이스탄불

※ 포럼 및 전시 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은 OECD 세계포럼 준비기획단

선언’ 채택

☎ 042-489-2924/oecd2018@korea.kr로 문의바랍니다.

부문회의 •웰빙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영향 측정
		

•탈진실화 세상에서 증거기반 정책

		

•한국인의 삶의 질 측정(한국 통계청 주관)

		

•디지털화와 직업의 미래

●3일차┃2018. 11. 29. 목

제3차 포럼 (2009년, 한국 부산)

행사장 안내
			

전체회의 •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

● Tel 032.210.1114 ● Fax 032.210.1005

부문회의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

		(Charting Progress, Building Visions, Improving Life)
성과 •웰빙 및 사회발전 측정과 촉진을 위한 OECD 로드맵 제시
•통계·정책 분야의 논의의 축 유럽에서 아시아로 전환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

기조연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거버넌스
•미래웰빙 계획

주제		발전 측정, 비전 수립, 삶의 질 향상

•세계 각국이 웰빙과 사회발전 측정지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지표

송도컨벤시아

개발 착수

제4차 포럼 (2012년, 인도 뉴델리)

● 홈페이지 http://www.songdoconvensia.com

주제		정책 결정과 발전을 위한 웰빙의 측정

		

•불평등의 심리학적 영향에 대한 이해

		(Measuring Well-being for Development and Policy Making)

		

•디지털 거버넌스와 시민을 위한 기술

성과 •웰빙의 공통인식 확산으로 측정의 핵심영역, 지표체계 등에서 국가

폐막연설 •OECD의 향후 방향

전시회

미래의 웰빙

(The Future of Well-being)
2018. 11. 27 ~ 29

일정

세계포럼 기간 중(09:00~18:00)

인천 송도컨벤시아

간 유사성 발견
•주관적 웰빙 측정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 등 측정방법 도출
•웰빙 측정 결과의 정책 활용 성과 가시화

제5차 포럼 (2015년, 멕시코 과달라하라)
주제		정책 전환, 삶의 변화

구성 •기관홍보관: OECD, 통계청, 인천광역시 홍보관

		(Transforming Policy, Changing Lives)

		

•포럼주제관: 웰빙관, 거버넌스관, 디지털관

성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달성을 위한 웰빙과 불평등 논의

		

•이벤트관: 포토존, 영상관, 한국문화체험관 등

※ 상기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웰빙 측정에서 정책 활용으로 연계하려는 국제적 노력 진행
•웰빙지표의 정책 활용에 대한 다양한 사례 공유

환영사
OECD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

포럼 개요
통계청장 황수경

점점 복잡해지는 현실사회에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가오는 중요한 국제행사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OECD는 통계·지식·정책에 관한 세계포럼을 지난 2004년 창설하여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정책수행자, 학자, 통계전문가, 시민사회 등 많은 각계의
인사들과 함께 ‘모두에게 더 나은 세상의 구현’을 모토로 증거기반 정책의
확산,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토론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올해 열리는 세계포럼은 6번째 행사이며 ‘미래의 웰빙’(The Future of Wellbeing)이라는 주제로 향후 수십 년간 인류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합니다. 특히, 다양한 요인들 중 ‘디지털화, 거버넌스 역할의 변화, 웰빙의
중요한 주체인 민간영역’에 대해서도 토론할 것입니다.
한국은 10여 년 전 부산에서 제3차 OECD 세계포럼을 개최한 이후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하고 있어 이미 국제적 리더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OECD는 2011년부터 ‘더 나은 삶을 위한 이니셔티브’(Better Life
Initiative)를 통해 삶의 질에 관한 통계와 정책연구를 확대하여 왔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이라는 미션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통계청과 OECD는 디지털 사회의 한계를 극복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리를 다시 마련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11월, 새롭게 스마트 시티로 부상한 인천의 송도컨벤시아에서 여러분과
함께 세계 각국의 연사들과 만나뵙기를 기대합니다.

포럼 주제

포럼 세부내용

포럼 창설 배경

미래의 웰빙

디지털 전환

●경
 제성장 대표지표인 GDP(국내총생산)가 진정한 사회발전과 삶의 질을

제6차 OECD 세계포럼에서는 미래의 웰빙을 조망하고 향후 수십 년 동안

디지털 경제하에서 기술,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및 다양한 혁신은 사람들의

인류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놓을 트렌드를 논의할 것입니다.

생활 향상과 보건, 공공 거버넌스, 세금, 운송, 교육 및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국제적인 공통 인식의 확산
● 새로운 사회발전지표 개발을 위하여 OECD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추진
(2003년)하고 국제적 논의를 위하여 포럼 창설(2004년)

포럼 목적
● 사회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선정 및 측정 방법의 개발과 선진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글로벌 공론의 장 제공

통계 및 정책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상호연결성은 강화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은 불평등, 고용 및 웰빙에 광범위한 영향을 초래할 수도

분열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해진 세계에서 포용적 성장과 웰빙을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가져오는 여러 기회와 과제에

추구하려면 정책입안자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행동해야 하며,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과 기회를 예측하고, 범분야적 협력과
공조를 위한 새로운 방식과 접근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거버넌스의 역할 변화
미래의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웰빙을 강화할 새로운 유형의 거버넌스에

● 증거기반 정책 수립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통계를 지식으로 전환하여
이번 세계포럼에서는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미래의 웰빙을 논의하는 동시에

대해 논의합니다. 평등과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민에게 힘이

‘디지털 전환(transformation), 거버넌스의 역할 변화, 웰빙의 중요한 주체로

참석대상 및 규모

되는 정부’의 필요성, 정부가 민간분야와 시민사회와 같은 비정부 단체들과

부상한 민간부문’이라는 세 가지 주요 트렌드와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 국제 협력을 이끌어 내는 방법, 국내현황과 국제적

● OECD, UN, World Bank 등 국제기구, 각국 정상급 인사, 노벨상 수상자,

심도 있게 다룰 것입니다.

현실의 연결성을 규명하는 방법,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 등을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통계, 지식, 정책의 선순환 구조 확산

시민단체, 기업 등 100여 개국에서 1,500여명 참석

주요 참석예정 연사
●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 앵거스 디턴(Angus Deaton)
미국 프린스턴대학 경제학과 교수, 201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 스테파노 멘서비시(Stefano Manservisi)
EU 유럽위원회 국제협력 및 개발 사무총장
● 아미나 J. 모하메드(Amina J. Mohammed)
UN 사무부총장

토론하게 됩니다.
역대 포럼과 마찬가지로 이번 포럼에서도 세계 각국의 선진사례를 선보이는
한편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관련 사안을 토론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사회를
고찰하는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개인, 기업, 정부가 현재 취해야 할 행동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역할과 웰빙
다가올 미래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웰빙을 달성하려면 개인, 지역사회를
위해 비정부 관계자와 특히 민간분야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사람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준비하는 각 분야 리더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웰빙과 포용적
성장에 관한 접근법이 비즈니스 모델과 측정 프레임워크에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 논의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