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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지번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

지하철 이용 시 1, 2호선 시청역 하차 4번 출구
5호선 광화문역 하차 5번 출구
버스 이용 시

서울신문사 하차
•초록(지선) 1711, 7016
•파란(간선) 101, 150, 402, 405, 501, 506, N40
•노란(순환) 101, 150, 402, 405, 501, 506, N40
광화문빌딩 하차
•파란(간선) 700, 707
•빨강(광역) 9703, 9714, M7106, M7111, M7119

2019.

5. 15.(수) 13:00~17:00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주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기획위원회,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초대의 글

행사 일정

안녕하십니까?

·

푸르름이 더해가는 오월입니다. 오월의 생동감이 우리 농업과 농촌에도

·

일시 | 2019. 5. 15.(수) 13:00~17:00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속가능한 농업, 살고 싶은 농촌, 안심 농식품’을
금년도 연구사업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구분

시간

주요 내용

등록

13:00~13:30(30분)

등록

개회

13:30~13:45(15분) 환영사 박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농업 분야 유일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농정을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
니다.

개회사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축 사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재인 정부 또한 출범 직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농정개혁 TF’를
구성하여 ‘농업·환경·먹거리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5일에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출범하여 농정개혁을 위한 노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계기로 그간의 농정개혁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책기획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성과와 과제
총괄발표 13:45~14:00(15분)
발표 : 오현석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14:00~14:15(15분)

청년농, 농업·농촌 혁신인재 확보

14:15~14:30(15분)

가축방역, 사전 예방의 중요성과 우수 사례

발표 :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 우병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적 농업, 농촌 지역사회 혁신과 협동의 길
주제발표 14:30~14:45(15분)
발표 :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
성과와 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4:45~15:00(15분)

귀농·귀촌,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농정개혁 방향과 실천 전략들이 문재인

15:00~15:15(15분)

푸드플랜, 지역 먹거리 자치의 실천

정부 후반기 농정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농업계, 학계, 언론계, 정책

발표 :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 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담당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부디 참석

휴식시간 15:15~15:30(15분)

하시어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 실현을 위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좌장 :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토론 : 김의성 (전국청년농업인선정자연합회 회장)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서은수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
유정규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장)
종합토론 15:30~17:00(90분)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임정빈 (서울대학교 교수)
정혁수 (머니투데이 부장)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창길

COFFEE BREAK

※ 토론자는 가나다 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