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중장기 농촌 지역개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다(1)

‘농촌성(rurality)’에 바탕을 둔
맞춤형 지역개발의 모색

일시 | 2016. 4. 26. (화) 15:00~18:00
장소 | 대전 유성호텔 그랜드볼룸
주최 | 농어촌지역정책포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따스한 봄 햇살과 향긋한 봄꽃과 함께 인사를
전합니다. 농어촌정책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과 아젠다 발굴을
목적으로 2011년도에 출범한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이 올해로 6
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농어촌지역정책포럼 회원 여러분들
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 포럼이 여기까지 발전
해왔습니다.
올 한 해는 “중장기 농촌 지역개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다”
라는 주제 아래 기획 시리즈로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을 네 차례
운영하고자 합니다. 첫 순서로 ‘농촌성(rurality)’에 기초를 둔 정책
가치 도출과 농촌 특성을 반영한 공간 유형별 맞춤형 정책 방향에
대해 여러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정책 담당자 여러분들과 논의
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하셔서 앞으로 우리 농촌의 장기 비전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공유하는 귀중한 자리로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세균

프로그램
14:30~15:00 참석자 등록
15:00~15:10 인사말
15:10~16:10 주제발표
1. 새로운 지역개발 가치로서 ‘농촌성(rurality)’의
모색과 정책적 시사점
유수상 | 농촌복지실천가협회 회장

2. 새로운 공간 구분을 통해 농촌을 바라보다:
농촌의 유형별 여건 진단과 과제
심재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3. 농촌 공간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 방안
김정욱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사무관

16:10~16:25 휴식
16:25~17:30 지정토론
좌장

윤원근 | 협성대학교 교수

토론자 박 훈 | 전북도청 농촌활력과 사무관
(가나다순)

송미령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양주필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장
이종화 | 목포대학교 교수 / 전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장
정재희 |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경원 |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

17:30~18:00 자유토론
포럼 회원 및 참석자 전원

18:00~

폐회 및 만찬

오시는 길
충남대학교 정문
엑스포과학공원
대덕연구단지
조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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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온천역
(6번 출구)

6

계룡산(동학사)

대전역

기차 이용시
●

대전역 : 지하철 → 유성온천역 6번출구(도보2분)

●

서대전역 : 버스 101,119번 → 유성온천역 하차

고속버스 이용시
●
●

유성(금호)고속버스터미널(도보3분)
대전고속버스터미널 : 버스 102,105,106번 → 유성온천역 하차

유성네거리 경유 노선버스 이용시
●

101, 102, 105, 106, 107, 108, 109, 113, 114, 115, 116, 119, 121,
312, 704, 706, 911

자가용 이용시
●

●

유성IC → 충남대학교 정문 앞 → 유성호텔(2.5km)

위치 및 교통편 문의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 9 유성호텔
TEL. 042) 820-0100

●

행사안내 및 문의
정희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061-820-2067
EMAIL. jhr9409@kre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