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th FORUM

오시는 길

농어촌지역
정책포럼

벡스코역
(시립미술관)

21th


신활력 플러스의
1부 농촌
성공을 위한 전략 모색

사회적 경제와
2부 농촌의
사회적 농업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2 호선 센텀시티(벡스코)역 > 2전시장
센텀시티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오디토리움을 지나 약 380m 도보로 진입

2 호선 벡스코(시립미술관)역 > 2전시장
벡스코역 5번 출구로 나와서 부산시립미술관을 지나 약 453m 도보로 진입
일반버스 5-1, 31, 39, 40, 63, 100, 100-1, 115, 115-1, 141(심야), 155, 181,
200, 307
급행버스 1001, 1002, 1007
안내·문의 홍 승 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061) 820-2246

EMAIL ghdtmdxor314@krei.re.kr

일 시 / 2017. 11.

23.(목)

1부

13:30 ~ 16:00,

2부

16:00 ~ 18:00

장 소 / 부산 BEXCO 1부 제2전시장 3층(2-321), 2부 제1전시장 3층(1-316)
주최·주관 / 농어촌지역정책포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후 원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발전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ㅣ

21th

농어촌지역정책포럼 ㅣ

21th FORUM

21th FORUM

초대의 글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울긋불긋 아름다운 가을이 서서히 깊어져 가는 시기입니다. 다양한
색소들이 활성화되어 만들어지는 화려한 단풍은 나무가 건강한 겨울을 나기 위한

1부 : 제2전시장 3층(2-321)
13:00~13:30
13:30~13:45

참석자 등록
개회식

자연의 섭리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농어촌도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주제 1 / 새정부 신활력 + 사업 추진 방향
김 철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

요소들을 활성화할 때입니다.

주제 2 / 신활력사업의 성과와 과제
김광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3:45~14:45

주제 발표

농촌개발 분야의 연구자, 현장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정책연구 네트워크인

주제 4 / 지역순환농업과 신활력사업 추진 사례
서병선 (前 장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은 ‘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행사에 맞추어 제21차
포럼을 개최합니다. 2017 균형발전박람회는 새정부 균형발전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14:45~15:00

휴식/회의장 정리

15:00~16:00

종합 토론
및 자유
토론

자리입니다. 제21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에서는 농촌발전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두 개의 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제1부에서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의 성공을 위한 전략 모색’ 이라는 주제 하에 신활력사업의 성과, 농촌신활력+

주제 3 / 산림자원에서 농업의 해법을 찾다!(함양산삼항노화 산업화 사례)
정민수 (함양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16:00~

좌장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손은일 (국제대학교 교수)
(가나다 순)
송우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유정규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단장)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

마무리

사업의 추진 방향, 현장 사례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제2부에서는 ‘농촌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 이라는 주제로 발전 전략과 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2부 : 제1전시장 3층(1-316)
15:30~16:00
16:00~16:10

참석자 등록
인사말

농어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 오신 여러 전문가와 행정 담당자, 아울러
지역 리더와 현장 활동가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을 통해

16:10~17:00

주제 발표

17:00~17:50

종합 토론
및 자유
토론

17:50~18:00

폐회

건강한 농어촌, 활력 있는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빛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창길

주제 1 / 사회적

농업 확산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대 전략과 과제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주제 2 / 농촌지역 사회적 경제 발전 전략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좌장

오내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토론자 강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
(가나다 순)
김정열 (비아캄페시나 동남·동아시아 여성대표)
이현민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