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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방향과 실천 전략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F 활동결과 발표

aT center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 구 주소 : 양재동 232 aT 센터 )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에서 하차 후 4번 출구로 나오셔서,
약 50m 직진하면 aT센터
초록(지선) 4432
파랑(간선) 140, 405, 407, 408, 421, 440, 441, 462, 470, 471
빨강(광역) 9404, 9408, 9500, 9501
고속버스 이용 시
-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462번 탑승 후 aT센터(양재시민의 숲)에서 하차
- 동서울 터미널(2호선 강변역)에서 2호선 탑승 후 강남역에서 하차
140, 407, 408, 421, 440, 441, 462, 470, 471 탑승 후 aT센터 하차
행사안내 및 문의
김창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

T_061-820-2288

E_chkim@krei.re.kr

일시

2018.10월 30일 14:00-18:00

장소

aT센터 그랜드홀 (서울 양재동 aT센터 5층)

주최

I N V I T A T I O N

초대의 글

S C H E D U L E

일정

안녕하십니까?

시간

무더운 여름이 어느새 그 뒷자락도 보이지 않은 채 물러가고, 청명한 하늘을

분

주요 내용
개회, 인사말 및 축사 (사회 : 국정연구국장)

14:00-14:30

30

가르는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가을입니다.

인사말 정해구(정책기획위위원장), 김창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축사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권(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농정공약으로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14:30-15:00

30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다’고 제시

15:00-15:20

20

5월에 농정개혁TF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15:20-15:40

20

과감한 농정개혁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및 정책수단을

15:40-16:00

20

16:00-16:20

20

16:20-16:40

20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는 지난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기조 발표 농정의 틀, 이렇게 바꾸자 (박진도 TF 위원장)
제1주제 발표 직불제 농정으로의 전환과 실천 전략
(TF 대표발제 : 장경호, 공동집필 : 김홍상, 오현석, 이명기)
제2주제 발표 농촌정책 전환과 실천 전략
(TF 대표발제 : 유정규, 공동집필 : 오현석)
Coffee Break
제3주제 발표 먹거리종합계획(푸드플랜), 생산과 소비관계의 재편 전략
(TF 대표발제 : 박영범, 공동집필 : 이명기, 황수철)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그동안의 농정개혁TF의
활동결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방향과 실천 전략’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TF 대표발제 : 허헌중, 공동집필 : 정기환)
종합토론
좌장 : 김홍상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제시되는 농정개혁 방향과 실천 전략들이 ‘국가 농정
기본 틀’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업계, 학계, 언론계, 정책담당

제4주제 발표 농특위, 농정거버넌스 개혁 전략

16:40-17:50

70

자 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 : 김경규(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국회 : 김현권(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농민단체 : 한민수(한농연정책실장), 강광석(전농정책위원장)
정책위TF : 오현석, 정기환, 황수철

바쁘신 와중에도 부디 참석하시어 문재인 정부 ‘국가 농정 기본 틀’이 바르게

17:50-18:00

10

농정개혁 제언(박진도 TF위원장), 기념촬영, 폐회

수립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공유하는 귀중한 자리로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정해구
김창길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F (2018.05-10)

유정규(서울시지역상생교류사업단장)

•정책기획위원 : 박진도, 오현석, 정기환

장경호(농민문제연구소녀름)

•외부 (가나다순)

최재관(청와대 농어업비서관)

김정희(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허헌중(지역재단 상임이사)

김홍상(KREI, 농업농촌정책혁신단장)

황수철(농정연구센터소장, 국민경제자문위원)

박영범(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간사 : 김창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명기(KREI, 농업농촌정책혁신단)

•정책위지원 : 장대호(국정연구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