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럼 현장스케치
제1회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수 있는 서사적 축제

대한민국 – 충청남도
2015.9.14.(월) ~ 9.16.(수) | 주제 |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지방정부의 길

백제인의 진취성과 백제국의 개방성, 백제문화의 창조성을 체험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축제 백제문화제에 여러분을 기쁘게 초대합니다.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논하다

| 지방정부 대표 토론 |

제2회

일본 – 시즈오카현
2016. 10. 28.(금) ~ 30.(일) | 주제 | 동아시아 식(食)·농(農) 지역 포럼

| 지방정부 대표 패널 토론 |

제3회

제64회 백제문화제 개요
●

개최기간

2018. 9. 14.(금) ~ 9. 22.(토) 9일간

●

개최장소

공주, 부여일원(개막식 : 부여, 폐막식 : 공주)

●

주

한류원조, 백제를 즐기다-백제의 춤과 노래

제

2018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 현장 방문(재팬 베리) |

중국 – 구이저우성
2017. 9. 16.(토) ~ 18.(월) | 주제 | 산지농업, 녹색나눔

2018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문의처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농정혁신팀(행사총괄)
Tel. 041-635-2512 | E-mail. wwo7777@korea.kr

| 선포식 |

| 현장 방문(구이양 국제특색농산품교역회) |

2018. 9. 12.(수) ~ 9. 14.(금), 2박 3일
대한민국 충청남도(리솜스파캐슬)

2018 제4회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논하다

프로그램(안)
구분

시간

소요

09:00~16:00
1일차
(9.12)

포럼 개요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이 4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논하다’
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2018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포럼은 2015년 대한민국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2016년 일본 시즈오카현과
2017년 중국 구이저우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농업을
주제로 지혜를 모으고 협력을 모색하는 교류·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18 제4회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주

제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논하다

기

간

2018. 9. 12.(수) ~ 9. 14.(금), 2박 3일

장

소

대한민국 충청남도(리솜스파캐슬)

내

용

기조강연, 지방정부 공동선언, 4개세션 토론, 현장견학 등

주

최

충청남도, 3농혁신위원회

09:20~09:50
09:30~09:50
09:50~10:50
09:50~09:55
09:55~10:05
2일차
(9.13)
오전

10:05~10:15
10:15~10:25
10:25~10:45
10:45~10:50

동아시아 각국 지방정부 관계자 등 500여명

10:50~11:20

- 충남도와 자매결연·우호협력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정부
- 국가별 지방정부 관계자, 유관기관·단체, 농어업인, 학회, 전문가 등

부대행사

17:00~18:00
18:30~20:00

행 사 명

초청대상

16:00~17:00

11:20~11:30
11:30~12:20

참여 지방정부 농업·농촌 관련 정책사례(성과물) 전시

12:20~12:30
12:30~14:00

주요내용
입국 및 이동(인천·김포공항 → 덕산 / 리솜 리조트)

60′
60′
90′
30′
20′
60′
5′
10′
10′
10′
20′
5′
30′
10′
50′
10′
90′

지방정부 대표 접견(희망 시)
실무회의 (참가국 관계관)
환영 만찬
식전 공연
접견 (참가 지방정부 대표)
개회식
포럼 안내 및 개회 선언
참석자 소개 (참가 지방정부 대표)
충청남도 소개영상 상영
환영사 / 충청남도지사
축 사 / 참가 지방정부 대표 등 (4～5명)
축하 영상메시지

기조강연
휴

식

지방정부 대표 토론 / 참가 지방정부 대표
지방정부 3농포럼 공동선언 (서명/낭독) / 〃
오찬 및 전시물 관람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4개 세션)

올해는 동아시아 각국의 지방정부 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주제도 다양화
하여 포럼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더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동아시아 각국 지방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고 그간
성과를 돌아보며 농업·농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2018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에 참가하셔서 각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을 확대하고 공동번영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함께해주시기 바랍
니다.

[1세션] 지역 먹거리 전략과 지방정부 정책과제 (지역 푸드플랜)

진행 흐름

오후

14:00~17:00

[3세션] 기후변화 대응 미래 농업기술 혁신전략

17:00~18:00

1일차(9.12.)

18:00~19:30

입국, 참가국 관계관 실무회의, 환영 만찬
3일차
(9.14)

09:00~15:00
15:00~

2일차 (9.13.)

휴

식

만

찬

정책현장 견학 및 오찬
출국 또는 제 64회 백제문화제 개막식 참석

3농포럼(4개 세션), 만찬

참가 안내
지방정부 대표 참석의 경우

양승조

60′
90′
360′

식전공연, 개회식, 기조강연, 지방정부 대표 인사/토론, 공동선언

※ 농업·농촌정책 관련 부대 전시회 개최

충청남도지사

[2세션] 인구감소시대 농촌마을 재생(재편) 전략
[4세션] 농업·농촌 분야 ODA 추진실태와 확대 전략

고맙습니다.
2018. 7.

180′

3일차 (9.14.)

농업·농촌정책 및 역사문화 현장견학
제64회 백제문화제 등 지역축제 참관

참가 희망 프로그램 신청

1일차 환영 만찬
2일차 개회식(축사), 지방정부 대표토론, 공동선언(서명, 낭독)
2일차 3농포럼(4개 세션) 참가
3일차 정책현장 견학, 백제문화제(9. 14.~22.) 개막식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