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2018년 11월 29일 기준
통계·지식·정책에 관한 OECD 세계포럼은 지난 십 여 년 동안 웰빙 측정과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 전문가, 정책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공정책 및 공동대응의 목표를 '웰빙과 포용적 성장'으로 두는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하였습니다. 2004년 제1차 OECD 세계포럼을 처음 개최한 이후로, 포럼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웰빙을 위해 사람들의 삶에 대한 측정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통계, 지식, 정책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많은 성과를
이루어왔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측정법과 행동방식이 필요한지는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의 웰빙 원동력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가 부족합니다. 이에 이번 제6차 세계포럼에서는
미래의 웰빙을 조망해보고 무엇이 인류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복잡하게 연결된 세상에서 펼쳐질 미래의 웰빙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더 긴밀히 연결되어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분열되어 있기도 합니다. 온라인 네트워크가 넘쳐나
사람들을 한데 모으기도 하지만 정치적 양극화와 가짜 뉴스, 사회의 불신을 양산하기도 합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간의
격차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불평등이 만연하게 되었고, 웰빙의 다양한 차원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
에서 민족주의와 분리주의 사상이 주목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후변화, 대거 이민,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추구 등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이 직면한 많은 웰빙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복잡성과 상호 연결성으로 인해 더욱 예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사회를 특징짓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포용적 성장과 웰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들과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은 보다 창의적으로 새로운
위기와 기회를 예측하고 새로운 접근법과 분야를 넘나드는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과 협업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디지털화와 거버넌스 그리고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제6차 OECD세계포럼은 미래의 웰빙을 광범위하게 다루게 됩니다. 특히 그 중 중요한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거버넌스 역할의 변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웰빙을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해 그 기회와
과제 및 세 가지의 상호작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포럼처럼 삶의 질 측정 방법과 정책 연계에 대한
세계 각 국의 미래지향적인 혁신 사례도 소개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 사회를 고찰하는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개인, 정부,
기업이 현재 취해야 할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6차 OECD세계포럼은 미래를 주제로 한 본 행사에 걸맞게 세계 최초의 미래지향적 스마트시티 중 하나인 대한
민국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됩니다. 또한 이번 행사는 2009년 부산에서 제3차 세계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웰빙 측정의
선진국인 대한민국 통계청과 공동 주관합니다. OECD와 통계청은 인천광역시의 후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포럼 주제 안내
미래 웰빙의 탐구와 측정
미래의 정부와 시민들이 직면할 시급한 웰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측정 방식, 새로운 사고, 새로운 행동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외적인 통합적 접근법과 공동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는 점차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세분화되며 양극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포럼에서는 미래 웰빙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는 문제에 관한 공통된 인식을 수립하기 위해 새롭게
범분야적으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의제를 다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의 삶에 영향을 줄 세 가지 주요 트렌드에
대해 보다 자세히 논의하고자 합니다.

디지털화와 웰빙

복잡한 세상에서의 거버넌스

웰빙과 기업의 역할

디지털 경제의 기술, 스마트 응용 프로그램 본 세션에서는 미래의 포용적 성장과

다가올 미래에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및 기타 혁신 기술은 사람들의 생활 향상과 지속가능한 웰빙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웰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 지역사회를

보건, 공공 거버넌스, 세금, 운송, 교육 및 새로운 유형의 거버넌스에 대해 다룰 것입

위해 비정부 관계자와 특히 민간분야의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 및 정책 문제를 니다. 평등과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본 세션은 지속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디지털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의 필요성, 정부가

가능한 사람중심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

기술은 불평등이나, 고용 및 웰빙에 광범위 민간분야와 시민사회와 같은 비정부

새로운 방안을 준비하는 각 분야 리더들의

한 부정적인 영향도 초래 할 것입니다.

단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 국제 협력을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웰빙과 포용적

이에 본 세션에서는 ‘디지털 전환(Digital 이끌어 내는 방법, 국내 현황과 국제적 현실의

성장에 관한 접근법이 비즈니스 모델과

Transformation)’이 가져오는 여러 기회와 연결성을 규명하는 방법, 시민간의 신뢰를

측정 프레임워크에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

과제에 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회복하는 방법 등을 논의합니다.

지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본 프로그램(제목, 시간, 연사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DAY 1: 2018 년 11 월 27 일 (화)
9:30  9:50

1.a. 개회식
환영사: 강신욱(통계청장)
김동연(제 6 차 OECD 세계포럼 준비위원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조연설: 앙헬 구리아 Angel Gurría(OECD 사무총장)

9:50  10:00
10:00  10:30

1.b. 축사(영상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
1.c. 기조연설: “미래세대를 위한 보다 책임감 있는 세상”
페트라 라우렌틴 네덜란드 왕자빈 Her Royal Highness Princess Petra Laurentien of the Netherlands

10:30  11:00

휴식

11:00  12:30

1.d. 전체회의 : “미래에 펼쳐질 삶은 어떠할까?
좌장: 데이비드 필링 David Pilling(작가, Financial Times 아프리카 지역 에디터)
연사:
박영숙(밀레니엄 프로젝트 한국지부 대표)
모니카 콰이서 Monika Queisser(OECD 사회정책부장)
올리비아 비나 Olivia Bina(리스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크리스틴 피터슨 Christine Peterson(Foresight 연구소 공동 설립자 겸 전 대표)
엔리케 루에다 사바테르 Enrique Rueda-Sabater(보스턴 컨설팅 그룹 선임고문)

12:30  14:30
12:45  13:30

오찬 및 휴식
경제성과와 사회 발전 측정에 관한 고위 전문가 그룹 보고서 발표(기자회견: 모든 참가자 참석가능)
조지프 스티글리츠 Joseph E. Stiglitz(컬럼비아대학 경제학과 교수)
장-폴 피투시 Jean-Paul Fitoussi(파리 정치대학 & 로마 루이스 대학 명예교수)
마틴 듀란 Martine Durand(OECD 통계국장)

14:30  15:00

1.e. 기조연설: “디지털화의 전망과 적응”
줄리아 홉스봄 Julia Hobsbawm(과부하 시대의 생존과 번영 저자 및 런던 카스 경영대학원 명예 객원교수)

15:00  16:30

1.f. 전체회의: “디지털화와 웰빙”
좌장: 앤디 와이코프 Andy Wyckoff(OECD 과학기술혁신국장)
연사: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실장)
로렌조 피오라몬티 Lorenzo Fioramonti(이탈리아 교육대학연구부 차관)
존 풀린저 John Pullinger(영국 통계청장, 정부통계협의회 의장, 국가통계위원회 수석 상임위원)
라하프 하포쉬 Rahaf Harfoush(레드스레드 디지털 문화 연구소 이사, 디지털 인류학자)
말라비카 자야람 Malavika Jayaram(홍콩 디지털 아시아 허브 대표)

16:30  17:00
17:00  18:30

휴식
부문회의
1.g.1. 웰빙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범정부적 지표와 정책 프레임워크
좌장: 캐서린 트레벡 Katherine Trebeck(웰빙 경제연합, 지식과 정책주도 부장)
연사:
게리 길레스피 Gary Gillespie(스코틀랜드 정부 수석 경제학자)
올리버 신간야 Oliver Chinganya(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UNECA) 아프리카 통계센터 소장)
존 헬리웰 John Helliwell(브리티시 컬럼비아 경제학과 명예교수)
파올라 가즈덴 Paola Gadsden(멕시코 경쟁위원회 공공정책부문 자문관)
수지 모리시 Suzy Morrissey(뉴질랜드 재무부 수석 자문위원)

1.g.2. 인공지능과 웰빙
좌장: 크리스 샤록 Chris Sharrock(OECD 영국 대표부 상임대사)
연사:
김영태(OECD 국제교통포럼 사무총장)
존 헤이벤스 John C.Havens(자동 지능시스템 윤리에 관한 IEEE 글로벌 이니셔티브 상임이사)
마틴 카에바츠 Marten Kaevats(에스토니아 정부 디지털 고문)
무잔 아스가리 Moojan Asghari(해킹하우스 프로젝트 매니저)
하난 살람 Hanan Salam(여성과 AI 교육연구기관 공동창업자)
1.g.3. 미래의 웰빙에

관한 심리학적

접근

좌장: 줄리아 홉스봄 Julia Hobsbawm(과부하 시대의 생존과 번영 저자 및 런던 카스 경영대학원
명예 객원교수)
연사:
한창수(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한국 중앙자살예방센터장)
루이스 브래들리 Louise Bradley(캐나다 정신건강 위원회 대표)
리처드 레이어드 Lord Richard Layard(런던정치경제대학교 명예교수)
셰크하르 삭세나 Shekhar Saxena(하버드대학 보건대학원 국제정신건강 객원교수)
모니샤 딩그라 Monisha Dhingra(아쇼카 대학 연구원)
1.g.4. 한국정부의 신뢰성 제고
좌장: 임원혁(KDI 국제정책대학원 부학장)
연사:
김순희(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명진(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리즈 맥큔 Liz McKeown(영국 통계청 공공정책분석국장)
스테판 제이콥존 Stéphane Jacobzone(OECD 공공부문개혁부 차장)
토론자:
김광섭(통계청 통계정책국장)

DAY 2: 2018 년 11 월 28 일 (수)
8:00  8:55

회의시작
9:00  9:30
9:30  11:00

11:00  11:30
11:30  13:00

아침 세미나(병렬진행)
1. 신뢰 측정 :
Trustlab 과
OECD 의 신뢰측정
가이드라인

2. 웰빙과
지속가능성에
기업이 미치는 영향
측정: 현재의
프레임워크를
웰빙의 관점에서
적용하고 평가하기

3. 21 세기 사회에 관한
재고: 사회발전에
관한 국제전문가
(International
Panel on Social
Progress) 보고서

4. 웰빙의 측정: 인적
자본과 무료 디지털
서비스 가치추정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주관)

5. 20%의
최빈곤층을
위한 데이터
혁신, 정책
그리고 정치

6. 다음세대의 중요성:
공정하고 번창하는
미래를 보장하는
지금 세대의 측정과
투자

7. 탈진실 맥락에서의
공식통계: 데이터
리터러시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가?

8. 연계 강화:
아태지역의 여성
웰빙 증진을 위한
양성평등 데이터
강조

9. 공공정책에서의
행복추구:
행복증진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별 가이드

10. 웰빙 경제
국가 그룹

2.a. 기조연설: “정부와 사회 간 신뢰회복”
제프리 삭스 Jeffrey D. Sachs(컬럼비아 대학 경제학 교수)
2.b. 전체회의 : “복잡하게 변하고 있는 세상과 거버넌스”
좌장: 마르코스 본투리 Marcos Bonturi(OECD 공공거버넌스 국장)
연사:
안성호(한국행정연구원 원장)
러셀 밀스 Russel Mills(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 사무총장)
훌리오 산타에야 Julio Santaella(멕시코 통계청장)
제프리 삭스 Jeffrey D. Sachs(컬럼비아 대학 경제학 교수)
캐서린 트레벡 Katherine Trebeck(웰빙 경제연합, 지식과 정책주도 부장)
휴식
부문회의
2.c.1. 웰빙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 측정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와 실제
측정 사이의 차이(파리경영대학원 사회와 조직센터 공동 주관)
좌장: 니콜 프리머 Nicole Primmer(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정책국장)
연사:
다이앤 스트라우스 Diane Strauss(예일대학교 지속가능 금융연구소 소장)
후쥐 류 Huju Liu(캐나다 통계청 경제분석부 수석경제학자)
도로타 베지악 비야오볼스카 Dorota Weziak-Bialowolska(하버드대학 보건대학원 연구원)
아낫 이타이 사릭 Anat Itay-Sarig(수석 과학자 겸 BBetter (데이터분석 스타트업) 공동창업자)
토론자:
라슬로 언도르 László Andor(부다페스트 코르비누스 대학 경제정책학부 학과장)
2.c.2. 21 세기 정부에 관한 재고
좌장: 로미나 보아리니 Romina Boarini(OECD 포용적 성장 이니셔티브 조정관 겸 사무총장 수석 고문)
연사:
정재근(유엔 경제사회처(UN DESA)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 원장)
제이콥 해커 Jacob Hacker(예일대학교 정치과학부 교수)
모리지오 부솔로 Maurizio Bussolo(세계은행 유럽 및 중앙아시아 경제학자연합 수석경제학자)
데이비드 스티븐 David Steven(뉴욕대학교 국제협력센터 선임연구원)
2.c.3. 디지털 거버넌스와 시민을 위한 기술
좌장: 마틴 카에바츠 Marten Kaevats(에스토니아 정부 디지털 고문)
연사:
마크 크릿지 Mark Cridge(영국 My Society 최고경영자)
이리나 볼리체브스키 Irina Bolychevsky(세계열린지식재단 이사회 회원)
나탈리아 까르피 Natalia Carfi(아르헨티나 현대화부 열린정부와 공공혁신 사무국장)
헬렌 마게츠 Helen Margetts(옥스퍼드 대학 사회와 인터넷 전공 교수 및 인터넷 연구소 소장)
2.c.4.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사법제도 확립
좌장: 자자 나모라제 Zaza Namoradze(베를린 지부 열린사회정의위원회 위원장)
연사:
김영기(서울중앙지법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나탈리 드루앵 Nathalie Drouin(캐나다 법무부 부장관 및 퀘벡주 법무차관)
이사벨 슈미트 Isabel Schmidt(남아프리카공화국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제프 멀레린 Geoff Mulherin(Law and Justice Foundation 법률재단 국장)
파스코 플레센스 Pascoe Pleasence(런던대학교 실증법학 교수)
마르코스 본투리 Marcos Bonturi(OECD 공공거버넌스 국장)

13:00  14:30
13:15  13:45

오찬 및 휴식
기업을 위한 포용적 성장 플랫폼에 관한 대담
러셀 밀스 Russel Mills(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 사무총장)
파스칼 드 페트리니 Pascal de Petrini(다논 아태지역 CEO)
마틴 듀란 Martine Durand(OECD 통계국장)

13:45  14:30

2.d. 노벨수상자(경제학상) 조지프 스티글리츠(Prof. Joseph E. Stiglitz) 컬럼비아 대학 경제학과
교수와 말린 리파 볼보그룹 이사의 대담
좌장: 데이비드 필링 David Pilling(작가, Financial Times 아프리카 지역 에디터)

14:30  16:00

2.e. 전체회의: “기업의 목표로서 웰빙과 포용적 성장”
좌장: 뤼트게르 훅스트라 Rutger Hoekstra(KPMG(종합경영서비스기업) 과학부문이사)
연사:
서영경(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
말린 리파 Malin Ripa(볼보그룹 이사)
피에르 하바드 Pierre Habbard(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사무총장)
로돌프 듀란 Rodolphe Durand(파리경영대학원 HEC 교수)
마리즈 로베르 Maryse Robert(미주기구 경제국 국장)

16:00  16:30
16:30  18:00

아사코 나가이 Asako Nagai(비영리단체 기업사회책임(BSR) 도쿄지부대표)
휴식
부문회의
2.f.1. 기업 영향력 측정을 위한 공동기반 개발: 컨셉, 프레임워크와 접근법
(파리경영대학원 사회와 조직센터 공동 주관)
좌장: 로미나 보아리니 Romina Boarini(OECD 포용적 성장 이니셔티브 조정관 및 사무총장 수석 고문)
연사:
수지 모리시 Suzy Morrissey(뉴질랜드 재무부 수석 자문위원)
로돌프 듀란 Rodolphe Durand(파리경영대학원 HEC 교수)
코스탄자 콘솔란디 Costanza Consolandi(시에나 대학 경제경영 대학원 기업금융학 부교수)
헤일리 앨리슨 비어 Haley Allison Beer(영국 워릭대학교 책임과 성과관련 학과 부교수)
토론자:
조동성(인천대학교 총장)
2.f.2. 미래에 펼쳐질 ‘스마트’ 도시의 정의와 측정
좌장: 루디거 아렌트 Rudiger Ahrend(OECD 기업가정신.중소기업.지역개발센터 소속 경제분석, 통계 및
다수준 거버넌스부 부장)
연사:
김진용(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루이스 데이크스트라 Lewis Dijkstra(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지역 및 도시정책 총괄 경제분석국 국장)
제임스 앤더슨 James Anderson(Bloomberg Philanthropies 정부혁신 프로그램 팀장)
프랑수아 피티 François Pitti(프랑스 부이그 건설 전략마케팅 팀장)
닐스 플로 Niels Ploug(덴마크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피파 쿠츠 Pippa Coutts(카네기 영국재단 정책개발팀장)
2.f.3. 한국인의 삶의 질 측정: 지표와 정책 활용
좌장: 한준(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연사:
최성욱(통계청 차장, 제6차 OECD세계포럼 단장)
캐리 엑스톤 Carrie Exton(OECD 통계 데이터국 웰빙과 사회발전 점검관리 팀장)
왕슌 Wang Shun(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로버트 루돌프 Robert Rudolf(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토론자:
김종문(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기획총괄정책관)
2.f.4. 디지털화와 직업의 미래
좌장: 모니카 콰이서 Monika Queisser(OECD 사회정책부장)
연사:
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얀 엠마누엘 데 네브 Jan-Emmanuel De Neve(옥스퍼드 대학 경제학 교수)
헤더 캐리 Heather Carey(The Work Foundation 싱크탱크 부대표)
버니스 앙 Bernise Ang(Zeroth Labs 공동 창립자)

DAY 3: 2018 년 11 월 29 일 (목)
8:00  9:00

회의시작
9:15  11:00

아침 세미나(병렬진행)
1. ‘근로환경의
질’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 발표

2. 공동체 웰빙 :
개념과 진보

3.새로운 사회발전
측정법으로 인해
정부는 어떻게
변화하고, 민주주의는
어떻게 재정립 될
것인가? :국제협력
방안 모색

4. 포용적 성장을 위한
플랫폼 : 기업의 영향력
강화

5. 공동체 웰빙에
공동체 지표가
미치는 영향과 역할

6. 디지털시대에서
경제적 복지의
측정: 대상과
방법

7. 인간중심의
스마트시티와
디지털 사회혁신:
웰빙과 시민 참여
강화

8. OECD 웰빙 측정의
미래: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9. 아동웰빙:
연구,정책,실행을 위한
행동촉구

10. 디지털 전환이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 측정:
국가통계기관은
5G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3.a. 전체회의: “발전을 위한 향후계획”
좌장: 마리오 페치니 Mario Pezzini(OECD 개발센터 소장)
연사:
성경륭(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
함홍주(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경제금융프로그램 사무차장)
장라이밍 Zhang Laiming(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DRC) 차관)
마리오 치몰리 Mario Cimoli (유엔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경제위원회(UN-ECLAC) 사무차장)
리사 벨사레스 Lisa Bersales(필리핀 차관, 통계청장 및 호적관리 총괄)

11:00  11:30
11:30  13:00

라비 칸부르 Ravi Kanbur(코넬대학교 세계학/경제학 교수)
휴식
부문회의
3.b.1. 시민이 생산하는 웰빙 데이터의 활용
좌장: 요하네스 요팅 Johannes Jütting(OECD PARIS21(21 세기 통계 발전 연대) 대표)
연사:
김충락(부산대학교 통계학 교수 겸 한국통계학회장)
제인 버데츠 Jane Badets(캐나다 통계청 사회보건노동통계 차장)
리사 벨사레스 Lisa Bersales(필리핀 차관, 통계청장 및 호적관리 총괄)
레베카 퍼스 Rebecca Firth(Humanitarian OpenStreetMap 팀 파트너십 팀장)
벨렌 곤잘레스 Belén González THCHO(빈곤퇴치 비정부기관) 우루과이 지사장)
3.b.2. 탈진실 세상에서 신뢰 가능한 증거마련
좌장: 콘래드 피센도르프 Konrad Pesendorfer(오스트리아 통계청장 겸 OECD 통계정책위원회 위원장)
연사:
헬렌 마게츠 Helen Margetts(옥스퍼드 대학 사회와 인터넷 전공 교수 및 인터넷 연구소 소장)
빈센트 헨드릭스 Vincent Hendricks(코펜하겐 대학 철학과 교수 및 정보와 버블연구소 소장)
마리아나 코체바 Mariana Kotzeva(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stat 통계처장)
리처드 애디 Richard Addy(애디-카소바 고객 전략(Addy-Kassova Audience Strategy) 대표)
켈리 맥브라이드 Kelly McBride(포인터 연구소(The Poynter Institute) 부원장)
3.b.3. 회복탄력성 구축
좌장: 엔리코 지오바니니 Enrico Giovaninni(로마 토르베르가타 대학 경제통계학 교수)
연사:
발터 레더마흐 Walter Radermacher(유럽국가통계협회연합(FENStatS) 회장)
사라 웨이드-애피챌라 Sarah Wade-Apicella(유엔 재해경감국제전략기구 국제교육훈련연수원 프로그램 관리자)
이고르 링코브 Igor Linkov(위기관리 및 의사결정과학 중심, 미 육군 기술국, 카네기 멜론 대학 교수)
아디티 판딧 Adithi Pandit(딜로이트 뉴질랜드 협력사 전략 컨설팅 담당)

3.b.4. 디지털화와 아동웰빙
좌장: 던칸 캐스벡스 Duncan Cass-Beggs(OECD 미래전략부 부장)
연사:
이야 아미하이 함버거 Yair Amichai-Hamburger(헤르츨리야 학제간 센터대학 인터넷 심리센터(CIP) 소장)
야스미나 번 Jasmina Byrne(유니세프 정책연구소 소장)
아만다 서드 Amanda Third(웨스턴 시드니 대학 디지털 사회문화 연구소 수석책임연구원)
쉐즈 라다 Shehz Ladha(우봉고 기금 관리자)
13:00  14:30
13:15  14:00

오찬 및 휴식
글로벌 개발전망 2019 보고서 (기자회견: 모든 참가자 참석가능)
마리오 페치니 Mario Pezzini(OECD 개발센터 소장)
마르코 미라 데르콜레 Marco Mira D’Ercole(OECD 통계데이터국 가계통계 및 발전측정부장)
마리오 치몰리 Mario Cimoli (유엔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경제위원회(UN-ECLAC) 사무차장)
프랑수아 브루기뇽 François Bourguignon(파리경제대학원 경제학 교수)

14:30  15:55

3.c. 전체회의: “미래웰빙 계획”
좌장: 마틴 듀란 Martine Durand(OECD 통계국장)
연사:
박남춘(인천광역시장)
에브라힘 파텔 Ebrahim Patel(남아프리카 공화국 경제개발부 장관)
사이먼 업튼 Simon Upton(뉴질랜드 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
알렌카 스메르콜 Alenka Smerkolj(슬로베니아 전 개발부장관)
파스칼 드 페트리니 Pascal de Petrini(다논 아태지역 CEO)
앨런 커먼 Alan Kirman(프랑스 사화과학고등연구원 명예교수)

15:55  16:10

3.d. 마무리 세션: 포럼요약 및 인천선언 발표
마틴 듀란 Martine Durand(OECD 통계국장)
강신욱(통계청장)

16:10 - 16:30

3.e. 폐막연설: “미래의 웰빙을 준비하며”
반기문(제 8 대 UN 사무총장)

16:30

폐막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