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인천선언

‘제6차 통계‧지식‧정책에 관한 OECD 세계포럼’의 준비와 행사개최를 위해 구성된
‘OECD 세계포럼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는 OECD가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이라는 미션을 위해 삶의 질 관련 통계 및 정책 연구를 오랫동안 노력해
온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우리는 이번 제6차 OECD 세계포럼에서 ‘미래의 웰빙’이라는 주제 하에 논의된 ‘디지털
전환’, ‘거버넌스의 역할 변화’, ‘웰빙의 중요한 주체로 부상한 민간부문’ 등 주요 의제들
이 향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국정운영 기조 및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준비위원회에 속한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은 국민의 삶의 질 수준
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핵심요소임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둔다.
2. 우리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및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동노력을 기울일 때 가능함을 인식하고,
서로 협력하고 참여하며 함께 소통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우리는 모든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복지사회, 차별 없는 기회보장 및 공평한 분배체계 확립 등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4. 우리는 지능화, 디지털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 등 민간 분야와 함께 지속가능한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에
주력한다.
5. 우리는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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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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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는 일·가정 양립, 여가문화 활성화, 양성평등 문화 확립,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사회구성원의 유대강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다.
7. 우리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 및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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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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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노력한다.
8.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 개발을 위한 측정과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계 작성의 선진화, 다양한 행정자료의 표준화와 품질관리, 적극적인
증거기반 정책 실시를 위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이 어우러진 통계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9. 우리는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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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한다.

준비위원회에 속한 모든 기관은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인천선언’의 내용을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화로 구체화하고 실천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인천선언’은 제6차 OECD 세계포럼에서 선언되었으며,
OECD가 적극 동의하고 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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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EON DECLARATION FOR ‘IMPROVING KOREAN
QUALITY OF LIFE’
We, the Korean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6th OECD World Forum, have been set
up to ensure that the preparation and organisation, as well as the Forum itself, are
successfully carried out. We express our sincere gratitude to the OECD that has long
been a champion of research in statistics and policies concerning the quality of life with
its mission, 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
The 6th OECD World Forum has taken a broad perspective to address the future of
well-being, putting particular emphasis on three important trends – the digital
transformation, the changing role of governance and the emergence of the private sector
as an important actor for ensuring sustainable and inclusive well-being. We affirm that
the main agenda for the 6th OECD World Forum is in line with the basis for the
Korean government’s governance and policy direction which will be required to promote
future economic growth and the quality of life of our people.
All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ministries that belong to the Preparatory
Committee recognise the significance of people’s quality of life and are committed to
enhancing capabilities, at the whole of government level, in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related policies.
We affirm our commitment to take this work forward and state the following:
1. We recognise that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of individuals is crucial element in
establishing a virtuous cycle of sustainable national economy and affirm our
commitment to prioritising it in government policy decisions.
2. We recognise that joint efforts by all key stakeholders, includi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are required to improve people’s
quality of life and affirm our commitment to establish new modes of governance
where all sectors are engaged in efforts to cooperate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3. We affirm our efforts to establish a fair and inclusive society where no one is left
behind, ensuring equal opportunities for all and establishing impartial distribution
systems.
4. We commit to foster sustainable industrial infrastructure and ecosystem in tandem
with the private sector, where digitalisation c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people and help address social issues.

5. We affirm our commitment to give further impetus to cultivate a safe and pleasant
residential environment, to promote sustainable land use and urban planning and to
improve air quality by reducing fine particles. This pledge is to ensure that citizens do
not have to be concerned about fine particles, thereby they can instead live a sound
lives for generations to come.
6. We recognise that achieving work-life balance, encouraging active leisure activities,
promoting gender equality, promoting a non-violence culture of peace and
strengthening ties among members of society are fundamental to improve people’s
quality of life and will put them at the center of government decision-making.
7.

We commit to ensure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lifelong learning
experiences for all men and women alike and we will continue to make a
commitment to fostering a safe and sound environment which ensures healthy and
prosperous liv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8. We recognise the significance of measurement and statistics to develop 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 and commit to leverage statistical cooperation among government
ministries,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to advance statistical production,
standardise administrative data, manage statistical quality and implement evidence-based
policies.
9. We commit to foster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growth and exp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is will contribute to poverty eradi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nd improving people’s quality of life.
All Korean organisations which belong to the Preparatory Committee affirm their
commitment to fulfill the Incheon Declaration with concrete policies and systems so that
it can enhance the quality of life where citizens can personally feel changes in their
lives in the near future.
The OECD welcomes and supports the Incheon Declaration for Improving Korean
Quality of Life which has been announced at the 6th OECD World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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