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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66(어진동178-86)
오송역(KTX)에서 오시는 경우
990번 버스(BRT/빨강) 탑승 후 정부세종청사 북측 정류장 하차(20분 소요)
> 정부세종컨벤션센터까지 도보 20분

대중교통

조치원역(무궁화)에서 오시는 경우
601번/602번 버스(간선/파랑) 탑승 후 제3주차장 정류장 하차(30분 소요)
> 정부세종컨벤션센터까지 도보 10분
세종 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오시는 경우
601번/602번 버스(간선/파랑) 탑승 후 제3주차장 정류장 하차(20분 소요)
> 정부세종컨벤션센터까지 도보 10분

자동차

안내·문의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 > 천안JC > 천안논산간고속도로 > 정안IC우측진입 >
정안톨게이트 > 정부세종청사 방향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민 경 찬(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061) 820-2389

EMAIL minkc@krei.re.kr

일시 | 2017.

12. 13.(수) 13:00~17:40

장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
주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후원 | 한국농어촌공사

초대의 글

프로그램
시간

진행 내용

안녕하십니까?

13:00-13:30

등록

어느덧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13:30-14:00

개회식
개회사

김창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축 사

김영록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환영사

한상기 /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태안군수)

14:00~14:10

수여식

장관 표창

14:10~14:50

기조강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와 함께 ‘농어촌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는 주제로 삶의 질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정부의 18개 중앙행정기관이 협력하여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의 내실을 다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개발 분야의 연구자, 현장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14:50~16:10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을 통해 농어촌의 다양한 정책 현안과 아젠다를 논의해
왔습니다.

주제 및 사례 발표
주제 1

지금 우리 농어촌 삶의 질은
김정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

사례 1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 봉화
박노욱 / 봉화군수

사례 2

지붕 없는 박물관 창조도시 영월
박선규 / 영월군수

주제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편 방안
김철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

이번 행사는 2017년 삶의 질 정책 컨퍼런스와 제22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의
공동행사로 기획하였습니다. 농어촌 삶의 질 정책 성과와 과제를 현장 사례와 함께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와 함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에서 희망을 키워가는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연구자,
행정 담당자, 현장 전문가, 주민 등이 모여 현시점에서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려 합니다.

16:10~16:30

휴식 및 정리

16:30~17:40

종합토론

올 한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해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이 참석하시어 토론회에 함께해 주시기를

종합토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창길

성경륭 /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17:40

좌장

송미령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토론자

김기훈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
서은수 /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
이현민 /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장
이희진 / 영덕군수
허기도 / 산청군수

(가나다순)

폐회 및 만찬(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주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