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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5층 그랜드홀
Tel. 02-6300-1114
※ 무료 주차가 어렵습니다.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철
양재시민의숲역(신분당선) 4번출구
양재역(3호선, 신분당선) 9번출구

●

버스
6, 11-3, 917
140, 400, 405, 421, 440, 441, 452, 470, 741
9404, 9408, 9500, 9501

※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출입자 명단작성·체온측정·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구본아 061)820-2038 | vlbona@krei.re.kr

일시 2020. 6. 30.(화) 14:30~17:30
장소 aT센터 그랜드홀(5층)
주최/주관 농어촌지역정책포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모시는 글

행사일정

안녕하십니까.

진행내용

시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후원으로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제26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은
2011년 출범하여 매년 농촌정책 분야의 주요 현안을 놓고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들이

등록

14:00~14:30
14:30~15:45

논의하는 자리를 가져왔으며, 이번에 활동 10년차를 맞아 최근 주요 이슈인 농촌공간

개회사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환영사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계획을 주제로 토론을 하려 합니다.
주제 1
현재 우리나라 농촌 곳곳에서는 난개발로 인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경관이 훼손되는
한편, 인구 공동화와 공동체 활력 저하로 농촌다운 자원을 보전·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1부]
개회식 및 주제 발표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농촌공간계획 도입에 대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주제 2

주제 3

장래 농촌이 국민들의 정주공간으로 지속 가능한 곳이 되려면 난개발 해소와 조화로운
공간 정비 방안 모색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촌공간계획 도입
필요성에 대해 농업계를 포함한 국민 다수의 의견을 여쭙고,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향에
대해 지자체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농촌공간관리제도 정비 방안
김승종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농촌공간계획 수립 방향과 과제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

좌장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포용성장·균형발전연구단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토론자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코로나19 유행으로 그동안 겪은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국민 모두가 분주하고 경황이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농촌에 애정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번 농어촌지역정책
포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더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나다순)

[2부]
종합토론

김 홍 상

김훈규 (거창군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경관센터장)
이수용 (김해시 도시계획과장)
이유직 (부산대학교 교수 / 한국농촌계획학회 고문)

2020년 6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용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휴식 및 장내정리

15:45~16:00
16:00~17:30

농촌의 난개발에 따른 환경취약지역 실태와 개선 과제

최용한 (임실군 농촌활력과장)

17:30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