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는 길

제23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중회의실B (지하 2층)

농촌 활성화의 길,

신활력 플러스에서
찾는다

대한상공회의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서울상공회의소 (남대문로 4가 45번지)
TEL 02-6050-3114
지하철 2호선 시청역 9번 출구 5분 거리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서울역 3번 출구 5분 거리
※ 무료 주차가 불가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8. 6. 26. (화) 15시~18시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지하 2층)

문의

홍 승 택(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 · 주관 | 농어촌지역정책포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061) 820-2246

후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EMAIL ghdtmdxor314@krei.re.kr

초대의 글

프로그램

시간

진행 내용

계절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14:30-15:00

등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촌정책 분야의 연구자, 현장 전문가, 정책 담당자

15:00-15:10

등이 참여하는 제23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15:10-15:40

개회식
개회사

김창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환영사

김종훈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기조강연

이번 포럼은 ‘농촌 활성화의 길, 신활력 플러스에서 찾는다’라는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시행되었던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이어받아

주제 발표
주제 1

원칙을 논의하고 사업 추진에 귀감이 될 사례들을 공유하는 취지에서 이번

주제 2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제 3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는 데 이번 포럼이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농촌

송재호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15:40-16:30

올해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추진하게 될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지향할 방향과

문재인 정부의 농촌 지역개발정책 대표 주자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균형발전 비전과 신활력 플러스에 거는 기대

신활력 플러스 방향과 농촌 지역개발 연계 추진 방안
김 철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장
신활력 플러스, 과거의 성과와 새로운 방향
김광선·심재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사람이 먼저인 농촌 활성화 사례와 시사점
이기원 / 한림대학교 교수

16:30-16:45

휴식 및 정리

16:45-18:00

종합토론 및 자유토론

활성화를 이끄는 촉매로 신활력 플러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자체

좌장

이민원 / 광주대학교 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토론자

송미령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가나다순)

행정 담당자, 관련 연구자와 현장 활동가 여러분들께서 이번 행사에 많이

종합토론

참석하셔서 지혜를 보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법민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실장
유정규 /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장
이원호 /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국토지리학회장
임경수 / 성결대학교 교수·한국지역개발학회장

2018년 6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김창길

자유토론
18:00

참석자 전원
폐회

제23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안녕하십니까? 여름의 문턱에 접어들어 더위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