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의 글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나라 농업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농업인과 관련 업계 종사자 여러분, 올 한
해도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기상이변과 가축 질병확산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변동으로 소비자와 농업인 모두에게 어려움이 많았지만
귀농・귀촌 인구 증가와 4차 산업혁명의 결합으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한 해 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희망찬 농업·농촌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오는 1월 18일 「농업전망 2017」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농업전망대회에서는 「미래를
향한 농업·농촌, 변화와 도전」이라는 대주제 하에 ‘인구사회구조 변화와 대응’, ‘농식품 시장
변화와 농업의 활로’, ‘기후·기술 변화와 미래의 농림업’, ‘국제 통상·협력 질서 변화와 도전’ 등의
이슈들과 주요 농림축산물 ‘중장기 수급전망’을 발표합니다.
올해 농업전망대회도 서울대회뿐만 아니라 호남권, 영남권에서 지방대회가 개최됩니다. 농업인,
정부, 학계, 유관기관, 농업관련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정보 공유의 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농업전망은 올해가 제 20회로 성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한 해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는 바쁜 시기이지만, 참석하시어 농업전망 20주년을 함께
축하해주시고 우리 농업이 직면한 변화와 도전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서울대회 일정

08:30 - 09:30

등

1월 18일(수)

록

개 회 사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09:30 - 09:50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축

사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제 1 부 농정 방향과 한국 농업 전망 (09:50-11:30)
2017년 농정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11:30 - 13:30

2017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특별강연: 4차 산업혁명과 농업·농촌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점

심

제2부

Ⅰ
인구사회구조
변화와 대응
(좌장: 박시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책이슈 (13:30-15:10)

지속가능한 농업의 조건: 고령화와 청년 신규 취농

김정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

늘어나는 곳과 줄어드는 곳: 농촌인구와 농촌개발 과제

정도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분야 새로운 일자리 및 비즈니스 창출

김영생(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지정토론: 김정연(충남대학교), 유정규(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이재욱(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Ⅱ
농식품 시장
변화와

식품 소비구조 변화와 트렌드 전망

김상효(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능성 농식품 시장의 이슈와 대응

박성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ICT 융합을 통한 농식품 유통 고도화

고윤석(한국정보화진흥원)

농업의 활로
(좌장: 이계임)

Ⅲ
기후·기술
변화와

지정토론: 김관수(서울대학교), 박병홍(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양승룡(고려대학교)
기후스마트농업의 동향과 전망

임영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산림관리

안현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의 기술 발전과 농업 혁신

미래의 농림업
(좌장: 김수석)

지정토론: 강기경(농촌진흥청), 김인중(농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관),
박주원(경북대학교), 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중용(서울대학교)

국제무역질서 변화에 따른 농업통상 전망

이상현(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 협력의 이슈와 대응 전략

이대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 농식품시장 변화와 수출 전략

이유성(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Ⅳ
국제 통상·
협력 질서
변화와 도전
(좌장: 최지현)

지정토론: 설광언(한국개발연구원), 임정빈(서울대학교),
정일정(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

15:10 - 15:30

중간휴식

제3부
Ⅰ
곡물
(좌장: 강창용)

Ⅱ
과일·과채 및
임산물
(좌장: 성명환)

Ⅲ
채소
(좌장: 김연중)

Ⅳ
축산
(좌장: 허덕)

산업별 동향 및 전망 (15:30-17:10)

쌀, 콩 수급 동향과 전망

김종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김종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부의 사후적 쌀 수급관리 실태와 개선방향

김태훈(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채 수급 동향과 전망

박미성(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일 수급 동향과 전망

이미숙(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단기임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민경택(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엽근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노호영(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양념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송성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양채소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대응 과제

이용선(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육우 및 돼지 부문 수급 동향과 전망

이형우(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가금 부문 수급 동향과 전망

김형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유 수급 전망 및 낙농산업 구조개선 방안

지인배(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각 분과는 동시에 진행되며, 분과별로 질의 응답이 있습니다.

호남대회 일정 2월 7일(화)

13:00 - 13:30

등

록

개 회 사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환 영 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13:30 - 13:40

제1부 농정 방향과 한국 농업 전망(13:40 - 14:20)
13:40 - 14:00

2017년 농정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14:00 - 14:20

2017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14:20 - 14:30

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

제2부 권역별 품목전망 발표 및 토론(14:30-16:40)
14:30 - 14:55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김종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55 - 15:20

과일・과채 수급 동향과 전망

박미성(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20 - 15:45

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송성환(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45 - 15:55

휴

15:55 - 16:20

축산 수급 동향과 전망

16:20 - 16:40

종합토론

호남대회 찾아오시는 길

식
이형우(한국농촌경제연구원)
좌장: 양병우 (전북대학교)

전라북도청 대강당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호남고속
도로

•자가용으로 오시는 길

전북대학교
덕진경찰서

전주시청
전북경찰청
서전주
북도
전
청
IC
전주대학교
전라북도교육청
전주박물관

➊ 전주 I.C: 전주I.C ▶ 반월교차로 (월드컵경기장방면)
		 ▶ 화개네거리 직진 ▶ 서곡교 ▶ 홍산교 ▶ 전북지방경찰청
		 ▶ 전북도청(20분 소요)
➋ 전주역방향: 전주역 ▶ 백제로 ▶ 화산로 ▶ 진북터널사거리
		 (우회전) ▶ 본병원 ▶ 전북경찰청 ▶ 전북도청(25분 소요)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길

➊ 전북대학교 ▶ 도청: 165, 385번 버스
➋ 객사 ▶ 도청: 385번 버스
➌ 서곡지구 ▶ 도청: 61번 버스

영남대회 일정 2월 9일(목)

13:00 - 13:30

등

13:30 - 13:40

록

개 회 사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환 영 사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축

사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제1부 농정 방향과 한국 농업 전망(13:40 - 14:20)
13:40 - 14:00

2017년 농정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14:00 - 14:20

2017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14:20 - 14:30

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

제2부 권역별 품목전망 발표 및 토론(14:30-16:40)
14:30 - 14:55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김종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55 - 15:20

과일・과채 수급 동향과 전망

박미성(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20 - 15:45

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노호영(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45 - 15:55

휴

15:55 - 16:20

축산 수급 동향과 전망

16:20 - 16:40

종합토론

식
이형우(한국농촌경제연구원)
좌장: 김태균 (경북대학교)

경상북도청 대강당(경상북도 안동시)

영남대회 찾아오시는 길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
교육청

•자가용으로 오시는 길

경북바이오 서안동
일반산업단지 I.C
풍산읍사무소

경북도청 신청사
낙동강
하회마을

안동시외
버스터미널

➊ 중앙고속도로 서안동IC ▶ 예천군 ▶ 34번국도 ▶
		 신도시 진입도로 ▶ 경북도청 신청사
➋ 중부내륙고속도로 점촌함창IC ▶ 안동,예천군(34번국도)
		 ▶ 신도시 진입도로 ▶ 경북도청 신청사
➌ 신도시 진입도로 개통으로 34번 국도에서 진입도로로 바로 진입
		 ※ 내비게이션 이용: “경북도청 신청사”로 설정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길

안동터미널 ▶ 도청: 22, 44, 46번 버스

농업전망 발자취
농업전망이란?
농업 부문 대내외 환경 변화와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전망하고 예측력을 높여 생산자,
소비자, 정부 및 관련 종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매년 연초에 주최하는 발표대회입니다.
20년간의 변화
1998년 1월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농업전망대회는 한 해 농정기획과
영농계획의 기초가 되며, 행사 규모도 계속 확대되어 농업 분야를 대표하는 대회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의 도전
기후, 무역, 소비, 인구 등 대내외 농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농촌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월 농업전망 대회
1회 시작

참석자
1,000명 돌파
2001년

1998년

종일 행사로 확대
대주제 선정 시작
2005년

4회

1회

8회

2004년

7회

2015년
2017년

현재
농업전망 20주년

18회

전국 5개 권역별
발표대회 개최

2013년

16회

지방대회 개최 시작,
참석자 2,000명 돌파

참가신청 안내
참가신청
인터넷신청 http://www.krei.re.kr, http://aglook.krei.re.kr (접속하시면 신청화면이 나타납니다)
전화신청 및 문의 02-332-3155 (사무국 운영시간 09:30 -18:30)
참가비 안내
- 서울대회 사전등록 15,000원 / 현장등록 25,000원(현금결제만 가능) / 책자구입 25,000원
- 호남/영남대회 사전등록 5,000원 / 현장등록 15,000원(현금결제만 가능)
- 무통장 입금시 농협 317-0001-3854-41(예금주: 농촌경제연구원)

기타
참가 인원이 많아 점심식사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니 양해를 바라오며, 행사장 주변의 음식점 등을
개별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당일 현장에서의 등록비 환불은 불가하며, 등록 후 발표대회 참석을 하지 않으시고
「농업전망 2017」 책자만을 받고자 하실 경우 추가비용을 해당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시면
발송해드립니다. (배송료 착불, 2월 13일 이후 발송)

송파경찰서
통정보센터

서울대회 찾아오시는 길

잠실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3층
송파구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40

청)
파구
송
(
역
잠실

잠실 3동 주민센터
송파YMCA

선
・8호
선
호
2
3 번출구

갤러리아
팰리스

롯데월드

롯데월드타워
(2017년 4월 예정)

롯데호텔

석촌호수(동호)

민속박물관 롯데잠실 미술관
샤롯데시어터

•지하철로 오시는 길
➋호선 ➑호선 잠실역 3 번 출구
지하철 잠실역 2호선 또는 8호선 3 번 출구로
나오신 후 잠실 롯데호텔 정문으로 들어오시거나,
지하철과 연결된 통로를 이용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잠실우체국

애비뉴엘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월드몰

호수임광아파트

•버스로 오시는 길
롯데백화점(잠실점) 하차
간선(파랑): 301, 341, 351, 360, 362
지선(초록): 2415, 3217, 3313, 3314,
		
3315, 3317, 3411, 3412, 		
		
3414, 4318, 4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