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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충청남도지사

양승조

한·중·일 동아시아 지방정부는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어려움을 함께 인식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5년 대한민국 충청남도에서‘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지방정부의
길’
이라는 주제로‘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을 처음 개최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일본 시즈오카 현에서‘식(食)과 농(農) 지역포럼’
을 주제로, 그리고 지난해에는
중국 구이저우 성에서‘산지농업 녹색나눔’
을 주제로 순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3년의 기간 동안
동아시아 지방정부들은 3농포럼을 통하여 긴밀히 교류하며 서로 배우고 함께 발전하여 왔습니다.
올해 7월 1일, 충청남도는 민선7기(2018~2022) 새로운 지방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저는 지
난정부에서 추진해 왔던‘3농정책’
의 정신과 가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지
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 행복한 농어민’
을 비전으로 농어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
고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 발전하는 농정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3농(농어업, 농어촌, 농어민) 문제의 해결은 동아시아 각국이 처한 당면 과제이기도 합니다. 어
느 한 국가, 한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의 정책적 오류를 되풀이하
지 않기 위해서는 각국 지방정부간 협력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역사적 지리적 유사성이 높
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지방정부들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농정사례와 지식정보를 공유
하고 공동번영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오늘 개최되는‘2018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이 농어업과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함께
이해하고 극복해 나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동아시아 미래농정의 발전방향도 모
색하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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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충청남도의회 의장

유병국

아름답고 풍요로운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2018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 포럼」
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농어업은 인류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이며, 다가오는 미래의 생명산업입니다. 또한 인류의 삶터
이자 쉼터가 되는 농어촌은 생산적 가치에서 공동체 가치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아시아 지방정부의 농어업과 농어촌문제 공동인식과 상생발전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 나가자는 제안을 드리며, 포럼을 통해 농어업정책의 다각적 방
안을 모색하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의회는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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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소개
역사·지리적 인접성과 농업시스템 유사점을 가진 동아시아 지방정부 간 농업정책의
경험·비전을 공유하고 정책교류·협력강화를 위해 제4회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개최

제1회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2015년)
| 한국 충청남도

●

포 럼 주 제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지방정부의 길

●

일시·장소

●

참 석 인 원 1,000여명(한국 910, 중국 50, 일본 40 등)

`15. 9. 14.(월) ~ 9. 16.(수) / 충남 홍성 충남도청 문예회관
(한국) 충청남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전라북도지사 등
(중국) 옌볜주 부주장, 산시성 부청장 등
(일본) 나라현지사, 시즈오카현지사, 주한일본대사 등

제2회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2016년)
| 일본 시즈오카현

●

주 요 성 과 한중일 지방정부의 3농문제 공통 인식, 대응방안 공유

●

포 럼 주 제 동아시아 식(食)·농(農)지역 포럼

●

일시·장소

●

참 석 인 원 400명(한국 60, 중·일 340 등)

`16. 10. 28.(금) ~ 10. 30.(일) / 시즈오카 컨벤션 아트센터
(한국) 충청남도지사, 주일한국대사, 국가식품클러스터센터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 원저우시, 닝보우시 등
(일본) 시즈오카현지사, 국회의원, 나라현 등

제3회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2017년)
| 중국 구이저우성

●

주 요 성 과 각국 정책 및 사례공유를 통한 상호학습의 장

●

포 럼 주 제 산지농업, 녹색나눔

●

일시·장소

●

참 석 인 원 500명(한국 50, 중국 410, 일본 40 등)

`17. 9. 16.(토) ~ 9. 18.(월) / 구이저우성 귀양시 신세계호텔
(한국) 충청남도지사, 세종시, 전남도, 한국총영사관, 농협 등
(중국) 구이저우성, 외교부, 중국농업부 등
(일본) 일본경제산업국, 시즈오카현, 사가현

●

주 요 성 과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로 우호협력 강화

2018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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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참석인사
한국

Korea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의회 의장

세종특별자치시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양승조

유병국

이춘희

김창길

중국

China

구이저우성 농업과학원 원장

옌볜주 인민정부 상무부주장

자오더강

펑타오

천사이

시즈오카현지사

구마모토현 관광경제교류국 국장

나라현 농림부 차장

가와카쓰 헤이타

하라야마 아키히로

고자와 요시유키

일본

상하이시 농업위 기관당위 부처장 산둥성 워이팡시 농정국 부국장

치리신

Japan

말레이시아

Malaysia

말라카주 산업통상투자부 장관

모흐드 라픽 나이자호히딘

2018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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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현황
한국

Korea

충청남도지사 양승조,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충청남도의회 의장 유병국,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나소열
● 충청남도의회 의장 유병국,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득응,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복만,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명선,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기서,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명숙, 충청남도의
회 의원 김영권, 충청남도의회 의원 방한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양금봉
● 충청남도 농정국장 박병희,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3농정책위원회 위원장 박의열
● 논산시장 황명선, 청양군수 김돈곤, 예산군수 황선봉, 공주시 부시장 손권배, 보령시 부시장 정원춘, 아산시 부시장
이창규, 금산군 부군수 강흔구, 부여군 부군수 유흥수, 서천군 부군수 박여종, 홍성군 부군수 이용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창길, 한국농식품정책학회장 송경환, 단국대학교 교수 고경호, 전북대학교 교수 백승우,
충남대학교 교수 홍승지, 전남대학교 교수 강혜정, 단국대학교 교수 양성범, 부산대학교 교수 이유직, 충남연구
원 연구위원 조영재, 홍성군 팀장 정진규, 협성대학교 교수 윤원근, 공주대학교 교수 김정태, 전북대학교 교수 최
동근, 농촌진흥청 기후변화생태과장 장은숙, 충남농업기술원 과장 최택용,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연구관 조점래,
충남대학교 교수 조진웅, 대전지방기상청 과장 허복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본부장 허장, 충북대
학교 교수 송양훈, 강원대학교 교수 김경량,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오영, 영남대학교 교수 이양수, 라오스 농림
부 봉사닥(Vonsakda), 한국농촌사회학회 총무이사 이해진
●

중국

China

구이저우성 농업과학원 원장 赵德刚(자오더강), 구이저우성농업과학원 찻잎소연구원 주임 陈正武(천정우), 구
이저우성농업과학원 외사처 부처장 巩华静(공화징), 구이저우성 농업위원회 조사연구처 부처장 李志良(리즈
량), 구이저우성 농업위원회 감사처 부처장 沈海燕(선하이얜), 구이저우성 정부 발전연구센터 판공실 주임 马燕
(마얜), 구이저우성 공급판매실 부조사연구원 贾福强(지아푸치앙), 구이저우성 푸 시 공급판매사 주임 孙学标
(쑨쉐뺘오), 구이저우성 마장현 공급판매사 주임 李庆松(리칭쏭), 구이저우성 외사판공실 직원 邱 锐(츄우루이)
● 산둥성 워이팡시 농정국 부국장 祁立新(치리신), 산둥성 외사 및 교무판공실 4급 조사연구원 겸 아주과장 宋玉民
(쑹위민), 산둥성 농업기술보급센터 부주임 刘建生(류우지앤성), 산둥융성농업발전유한공사 사장 梁增文(량정원)
● 옌볜주 인민정부 상무부주장 冯 涛(펑타오), 옌볜주 농업위원회 주임 鲁作猛(루쭈어멍), 옌볜주 왕칭현위원회
상무위원 겸 왕칭현 정부 당조직 멤버 崔永国(추이융궈), 옌볜주 인민대외우호협회 통역 池美映(츠메이잉)
● 상하이시 농업위 기관당위 부처장 陈赛(천사이), 상하이시 농업위 조직처 부처장 彭忠斌(펑중빈), 동방도농일보
사 부사장 胡晓滨(후샤오빈)
● 헤이룽장성 농업과학원 경작재배연구소 부연구원 姜树坤(장슈쿤), 헤이룽장성농업과학원 농산물품질안전연구
소 소장 廖 辉(랴오후이), 헤이룽장성농업과학원 외사처 부처장 唐晓东(탕시아동), 헤이룽장성농업과학원 목단
강분원경제작물연구소 부연구원 范书华(판슈아)
● 중국 하북성 사회과학원 농촌경제연구소 연구원 陈建伟(천지안웨이)
● 중국 하북성 사회과학원 농촌경제연구소 부연구원 張波(장보)
● 중국 헤이룽장성 동북농업대학 현대농업발전연구센터 부주임 李忠孝(리샤오중)
● 중국 농업대학교 경제관리학원 교수 陈前恒(천치앤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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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

Japan

구마모토현 관광경제교류국 국장 原山 明博(하라야마 아키히로), 구마모토현 농림수산정책과 과장 千田 真寿
(치다 마사토시), 구마모토현 농림수산정책과 주간 甲斐 聡史(가이 사토시), 구마모토현 국제과 주사 永井 真
理子(나가이 마리코), 구마모토현 국제과 전문원 韓相姫(한상희)
나라현 농림부 차장 古川 芳之(고자와 요시유키), 나라현 지사공실 국제과 과장 増田 修司(마스다 슈지), 나라
현 농림부기획관리실 주임주사 西川 慶子(니시가와 요시코), 나라현 지사공실 국제과 주임주사 谷脇 俊輔(다니
와키 슌스케), 나라현 지사공실 국제과 전문원 尹晳鉉(윤석현)

●

시즈오카현지사 川勝 平太(가와카쓰 헤이타), 시즈오카현 지역외교감 増井 浩二(마스이 히로시), 시즈오카현
지역외교국참사 影島 英一郎(가게시마 에이이치로), 시즈오카현 지역외교과주사 金田 隆宏(가네다 다카히로),
시즈오카현 지역외교과전문관 高知延(고지연), 시즈오카현 공청홍보과주사 渡邊 多恵(와타나베 다에), 시즈오
카현 공청홍보과주사 西田 帆麦(니시다 호무기), 시즈오카현 서울사무소소장 小関 克也(고세키 가쓰야), 시즈
오카현 서울사무소부소장 野原 靖(노하라 야스시), 시즈오카현 서울사무소 소장대리 閔昭映(민소영), 시즈오카
현 농림수산전략감 芦川 敏洋(아시카와 도시히로), 시즈오카현 경제산업부 첨단농업추진담당이사 津久井 剛
(쓰쿠이 다케시), 시즈오카현 경제산업부 농업국 농업전략과 주임 野村 芳一(노무라 요시카즈), 시즈오카현 (사)

아그리오픈 이노베이션 전무이사 岩城 徹雄(이와키 데츠오)
일본 아이치공업대학 교수 小林 富雄(고바야시 토미오)
● 일본 동경농공대학 명예교수 千賀 裕太郞(센가 유타로)
●

●

일본 국립농업식품산업기술총합연구기구 농업환경 변동 연구센터 연구원 金元植(김원식)

말레이시아
●

Malaysia

말라카주 산업통상투자부장관 MOHD RAFIQ NAIZAMOHIDEEN(모흐드 라픽 나이자호히딘), 말라카주 농업기
업개발부국장 NORHIZAM HASAN BAKTEE(노리잠 하삿 박티), 말라카주 개발국장 SALHA SALLEH(샬라 샬
레), 말라카주 투자청국장 HAFFIZAM ABU SEMAN(아피잠 아부세만), 말라카주 역사도시의회 위원 RAMLAN
MEON(람란 메온), 말라카주 역사도시의회 위원 ADILAH JAMALUDIN(아딜라 자말루딘), 말라카주 농업국 팀장
ABDUL RAZAK MUSTAFA(압둘 라작 무스타파), 말라카주 농업담당자 HAZLINA RAZALI(하즐리나 라잘리), 말
레이시아 투자진흥청 서울사무소장 MOHAMAD REDUAN MOHD ZABRI(모하마드 레두안 모하마드 자브리), 말
레이시아 투자진흥청 서울사무소 투자담당관 SHIN YOONJEONG(신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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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포럼 개요
●

행 사 명 2018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

주

제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논하다

●

기

간 2018. 9. 12.(수) ~ 9. 14.(금), 2박 3일

●

장

소 리솜스파캐슬(예산군 덕산면)

●

내

용 개회식, 기조강연, 지방정부 대표 토론, 공동선언, 4개세션 토론 등

오전
09:10~12:35

개회식 및 기조강연, 지방정부 대표토론, 공동선언 등

오후
14:00~17:00

1세션 : 지역먹거리 전략과 지방정부 정책과제(지역 푸드플랜) |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세션 : 인구감소시대 농촌마을 재생(재편) 전략 | 충남연구원
3세션 : 기후변화 대응 미래 농업기술 혁신전략 | 농업기술원
4세션 : 농업·농촌분야 ODA1)(공적개발원조) 추진실태와 확대전략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

●

주

최 충청남도, 3농정책위원회

●

참

가 4개국(한국,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 500여명
- 국가별 지방정부 대표 및 관계자, 유관기관·단체, 농어업인, 학회, 전문가 등

●

후원기관 농정 관련 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공·연구기관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중문화우호협회, 충청남도교육청,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한국농촌사회학회, 중도
일보, 충청투데이, KBS대전방송, 한국농어민신문

●

부대행사 2018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전시관 운영
제1회 한국 충 청 남 도 개최(′
15.9.14(월)~16(수), 충남도청 문예회관 / 1,000명)
제2회 일본 시즈오카현 개최(′
16.10.28(금)~30(일), 시즈오카현 그랜드쉽 / 300명)
제3회 중국 구이저우성 개최(′
17.9.16(토)~18(월), 신세계호텔 /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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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그램
구분
9.12
(수)

시간

주요내용

장소
외부인접견실
정무부지사실

16:30~17:30

대표접견 | 정무부지사 - 일본, 중국 2개국 7단체

17:30~18:00

실무회의

세이지

18:30~20:00

초청만찬 | 농정국장 주재

다     빈

09:10~09:30

티타임 | 도지사 - 참가 지방정부대표 및 주요인사

VIP룸

개 회 식
개   회 | 사회(이덕진, 홍민영)
개막공연 | 부여 충남국악단(국악-무용, 사물놀이)
● 참석자 소개
● 3농포럼 주제영상
● 개회사 | 충청남도지사
● 환영사 | 충청남도의회의장, 예산군수
● 축   사 | 시즈오카현지사, 구이저우성(농업과학원장)
세종특별자치시장
● 축하메시지 | 국회의장, 농식품부장관,
구마모토현지사, 나라현지사
●
●

09:30~10:50

9.13
(목)

주니퍼

10:50~11:20

기조강연 : 새로운 미래를 위한 농업·농촌의 과제
|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11:20~11:25

주제공연 | 미디어 퍼포먼스

11:25~12:15

지방정부 대표토론 | 충청남도, 시즈오카현, 구이저우성,
말라카주

12:15~12:25

공동선언 | 한·중·일 9개 지방정부

12:25~12:35

3농포럼 전시관 관람

12:35~13:40

테마동
해외 및 국내 주요인사
| 루비노(스파동 2층)
국내 일반참가자
| 포티나인(스파동 1층),
  다빈(테마동 L층)

환영오찬 | 도지사 주재

주제별 토론
1세션  지역 먹거리 전략과 지방정부 정책과제
            (지역 푸드플랜) | 한국농식품정책학회

로즈마리

2세션  인구감소시대 농촌마을 재생(재편) 전략
            | 충남연구원

제라늄

3세션  기후변화 대응 미래 농업기술 혁신전략
            | 농업기술원

메리골드

4세션  농업·농촌분야 ODA 추진실태와 확대 전략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아이리스

환송만찬 | 정무부지사 주재

주니퍼

정책현장 견학

정책현장
및
문화탐방

●

●

14:00~17:00

●

●

18:00~19:30
9.14
(금)

09:00~12:30

1코스 : 아산 | 친환경에너지단지, 외암마을, 꽃식물원
● 2코스 : 부여 | 스마트팜, 궁남지, 백제문화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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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경력
2016. 6~현재
● 2018~현재
● 2017~현재
● 2013~201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ICT Convergence Korea 포럼 공동의장
한국농업경제학회 회장
OECD 농업, 환경정책위원회 의장

주요저서
2016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에 대한 경제적 평가
2016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 분석
● 2015  2015년 농업환경분야 OECD 연구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김창길

●

새로운 미래를 위한 농업·농촌의 과제
■한국 농업·농촌의 현실
한국 농업은 전체 GDP에서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도·농간 소득격차도 점차 심화되고 있음. 또한 농가수, 경
지면적, 취업자수, 농촌인구 감소와 농가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임.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FTA 확대로 농축산물의 교역수지가 악화되는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음.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회와 변화
한편, 다양한 농업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헌법 반영을 위한 노력으로 농업·농촌의 중요성이 증대되
고 있으며, 농식품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욜로, 워라벨, 소확행 등의 새로운 트렌드 변화, 귀농·귀촌의 증가는 농
업·농촌의 새로운 변화와 기회로 다가올 전망임.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이 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 농촌
관광 등 다양한 농업부문에 적용됨에 따라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도전 과제와 희망
한국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원적 기능을 가진 가치농업 증진하고,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 일자리 확충, 중앙·지방정부의 정책적 조화, 식품산업의 육성, 농업부문의 국제협력 강화, 지속가능한 농
업의 실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확대·보급할 필요가 있음.  

■결론
농업은 사양산업이며, 돈(세금)먹는 하마라는 그 동안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농업은 미래성장이며, 국민
경제의 기초산업이고,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는 긍정적 시각으로 시선을 높이고, 상상을 더 하면 농촌은 유토피
아로 바꿔 나갈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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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언
농업과 농촌은 생명을 살리고 환경을 보전하는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농업과 농촌은 기후변화, 환경오염, 자원고갈 등으로 그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농업과 농촌의 문제는 식량주권, 먹거리 안전, 도농격차, 에너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밀접
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동아시아 지방정부의 공동대응이
요구된다.
앞으로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바이오산업의 성장 등으로 농업과 농촌에는 새로운 변화와 과제,
그리고 기회가 나타날 것이다. 이에‘2018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에 참여한 각국 지방정부들은
성공적인 농업·농촌·농민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야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안전한 먹거리가 재배·유통·소비될 수 있는 지역먹거리 정책을 추진한다.
둘째,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마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응전략을 함께 모색한다.
셋째,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등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과 농촌의 혁신전략을 공유한다.
넷째, 공적개발원조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강구한다.
다섯째, 위와 같은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동아시아 지방정부는 상호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번영의 원칙하에 연대하고 협력한다.
2018. 9. 13.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구이저우성
상하이시
옌볜주
산둥성 워이팡시

시즈오카현
구마모토현
나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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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동아시아지방정부
3농포럼

주제별 토론

1세션 농업정책분야
개요
일시/장소 2018. 9. 13.(목) 14:00~17:00 / 리솜 로즈마리
주
관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주
제 지역먹거리 전략과 지방정부 정책과제(지역푸드플랜)
●
●

좌장
한국농식품정책학회장

송경환

시간계획
시간
14:00~14:05

내용

비고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좌   장

기조발제 : 지역먹거리 전략과 지방정부 정책과제
14:05~14:20 15´
|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고경호 교수

발제자

주제발표(8명)
① 푸드시스템 추진사례와 과제 | 한국 전북대학교, 백승우 교수
② 지역생산-지역소비의 연계를 위한 정책과제 | 한국 충남대학교, 홍승지 교수
③ 하북성 특화 농산물 생산 및 정책
    | 중국 하북성사회과학원 농촌경제연구소, 천지앤웨이 연구원
④ 마장현 블루베리 산업의 비교우위와 전망분석
    | 중국 구이저우성 마장현 공급판매사, 리칭쏭 주임
14:20~15:50 90´

발표자  

⑤ 워이팡시 농산품 품질안전을 위한 조치 및 성과
    | 중국 산둥성 워이팡시 농정국, 치리신 부국장
⑥ 일본 폐쇄사회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 일본 아이치 공업대학 경영학과, 고바야시 토미오 교수
⑦ 나라의 맛있는 농산물을 농장에서 식탁으로
    | 일본 나라현 농림부, 고자와 요시유키 차장
⑧ 지역먹거리 전략과 지방정부 과제
    | 말레이시아 말라카주 농업국, 압둘 라작 무스타파 팀장

15:50~16:00 10´ 휴  식
    좌 장 : 송경환 | 한국농식품정책학회장
               토론1 : 강혜정 | 한국 전남대학교 교수
16:00~17:00 60´ 패널토론
               토론2 : 양성범 | 한국 단국대학교 교수

좌   장
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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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토론 _2세션

2세션 농촌정책분야
개요
일시/장소 2018. 9. 13.(목) 14:00~17:00 / 리솜 제라늄
주
관 충남연구원
●주
제 인구감소시대 농촌마을 재생(재편)전략
●
●

좌장
부산대학교 교수

이유직

시간계획
시간
14:00~14:10 10´

내용

비고

참석자 소개
| 충남연구원, 유학열 박사

사회자

주제발표(6명)
① 한국 한계마을의 문제점 및 정책방향
    | 한국 충남연구원, 조영재 박사
② 동아시아 농촌풍경과 가치
    | 일본 동경농공대학, 센가 유타로 교수
14:10~15:50 100´

③ 하북성의 향촌진흥 전략 실시방안
    | 중국 하북성사회과학원 농촌경제연구소, 장보 부연구원

발표자  

④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와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 한국 홍성군, 정진규 팀장
⑤ 인구감소시대의 농촌재생(재편) 전략
    | 일본 구마모토현 농림수산정책과, 치다 마사토시 과장
⑥ 인구감소시대 농촌발전 : 귀주성을 사례로
    | 중국 구이저우 농업위원회 조사연구처 리즈량 부처장
15:50~16:00 10´ 휴  식
종합토론
16:00~17:00 60´

좌 장 : 이유직 | 한국 부산대학교 교수
토론1 : 윤원근 | 한국 협성대학교 교수
토론2 : 김정태 | 한국 공주대학교 교수

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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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토론 _3세션

3세션 농민정책분야
개요
일시/장소 2018. 9. 13.(목) 14:00~17:00 / 리솜 메리골드
주
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주
제 기후변화 대응 미래 농업기술혁신 전략
●
●

좌장
전북대학교 교수

최동근

시간계획
시간
14:00~14:05

내용
5´

14:05~14:20 15´

비고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전북대학교, 최동근 교수

좌   장

기조발제 : 농업환경 기후변화 대응 전략
| 한국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장은숙 과장

발제자

주제발표(7명)
① 구이저우의 기후변화와 차 산업
    | 중국 구이저우성 농업과학원, 자오더강 원장
② 시즈오카현의 AOI 프로젝트
    | 일본 시즈오카현, 아시카와 도시히로 농림수산전략감
③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기술 연구 현황 및 추진전략
    | 한국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최택용 과장
14:20~16:05 105´

④ 헤이룽장성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벼생산 기술
    | 중국 헤이룽장성 농업과학원 경작재배연구소, 장슈쿤 부연구원

발표자  

⑤ 농업생산방식을 전환하여 녹색농업과 다기능 도시 현대 농업을
    적극 발전시킨다.
    | 중국 상하이시 농업위 기관당위, 천사이 부처장
⑥ NIAES/MAFF의 기후변화적응 연구
    | 일본 국립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 농업환경변동 연구센터, 김원식 연구원
⑦ 새로운 농작물 병해충 발생현황 및 대응전략
    | 한국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 조점래 연구관
16:05~16:15 10´ 휴  식
종합토론
16:15~17:00 45´

좌 장 : 최동근 | 전북대학교 원예학과교수
토론1 : 조진웅 | 충남대학교 식물자원학과
토론2 : 허복행 |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장

좌   장
발표자
토론자

2018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 16

주제별 토론 _4세션

4세션 국제협력분야
개요
일시/장소 2018. 9. 13.(목) 14:00~17:00 / 리솜 아이리스
주
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
제 농업·농촌분야 ODA(공적개발원조) 추진실태와 확대전략
●
●

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본부장

허장

시간계획
시간
14:00~14:05

내용
5´

14:05~14:25 20´

비고

참석자 소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장 글로벌협력연구본부장

좌   장

기조발제 : 농업ㆍ농촌분야 ODA 추진실태와 확대전략
| 한국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송양훈 교수

발제자

주제발표(5명)
① 농업·농촌 분야 ODA 사례와 정책과제
    | 한국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김경량 교수
② 지방정부 해외협력에 미치는 무역정책의 영향
    | 중국 동북농업대학 현대농업발전연구센터, 리샤오중 부주임
14:25~15:40 75´

③ 농업분야 ODA 기술협력사례와 성과제고 방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본부, 차원규 부연구위원

발표자  

④ 동아시아 ODA 농촌발전을 위한 한국의 제언
    | 한국 영남대학교, 이양수 교수
⑤ 라오스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제를 위한 한국의 ODA 농촌개발 적용
    | 라오스 농림부, 봉사닥
15:40~16:00 20´ 휴  식
종합토론
16:00~17:00 60´

좌 장 : 허   장 |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본부장
토론1 : 권오영 | 한국 강원연구원 지역사회연구부 부연구위원
토론2 : 손홍모 | 한국농어촌공사 국제농업협력부장
토론3 : 천치앤헝 | 중국농업대학교 경제관리학원 교수

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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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동아시아지방정부
3농포럼

정책현장 견학

개요
일
시 ′
18. 9. 14.(금), 09:00 ~ 15:00
대 상 자 희망 지방정부 관계자, 3농혁신위원, 인솔 및 통역
●내
용 충남의 선진농업현장 및 문화유산을 동시에 견학
- 견학코스별 문화해설사 및 시군 담당공무원 배치 안내
●
●

코스

1코스
(아산) 세계꽃 식물원, 친환경에너지 농업단지, 외암민속마을
● 인 원 : 35명(초청 30, 통역 3, 안내공무원 2)
2코스
(부여) 스마트(우듬지)팜 단지, 궁남지, 백제문화단지
● 인 원 : 35명(초청 30, 통역 3, 안내공무원 2)
              ※ 코스별 인원 : 지방정부별 실무회의를 통하여 최종인원 확정

일정

출발

3농정책
선진현장

문화유산
현장견학

오찬

숙소 또는
인천

09:00~

10:00~11:00

11:00~12:30

12:30~13:30

13:30~15:00

※ (오찬) 현장견학 인근 농가맛집 또는 명품밥상 선정

2018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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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스

충청남도 아산시 일원
아산 세계 꽃 식물원
시설규모 : 46,795㎡(부지면적)
전시관 조성 운영 : 세계꽃식물 3,000여종 전시     
● 연 매출액 : 25억원(수출 40만불)
● 연간 방문객 : 약 180,000 ~ 200,000명
●
●

아산 친환경에너지단지
사 업 명 : 친환경에너지 시설 농업단지
대 상 지 : 신창면 수장리 48-32
● 사업면적 : 면적 5,835㎡, 첨단시설 하우스 3,300㎡
● 주요내용 : 친환경 재생에너지 활용 온실하우스설치
●
●

아산 외암민속마을
중요민속자료 제236호(2000.1.7.)
저잣거리 현황
   - 주요시설 : 건물24동, 난전, 놀이마당, 주차장 등
● 방문객 : (`16) 40만명, (`17) 45만명
●
●

충청남도 부여군 일원

2코스

부여 우듬지 영농조합법인
위
치 : 부여군 흥수로 698
생산품목 : 대추방울토마토, 캄파리 토마토, 파프리카  
● 매 출 액 : 8,824백만원
● 시설규모 : 유리온실 3ha, 16연동 비닐온실(1.3ha)
  23연동 비닐온실(2.3ha), 7단동 비닐온실(0.6ha)
●
●

부여 궁남지
궁남지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연못 가운데 최초의 인공 조원이다.
『삼국사기』무왕 35년(634)조에“3월에 궁 남쪽에 못을 파고 20여
리나 먼 곳에서 물을 끌어들이고 못 언덕에는 수양버들을 심고
못 가운데는 섬을 만들었는데 방장선산(方杖仙山)을 모방하였다”
는 기사는 바로 이 궁남지를 두고 말함이다.

부여 백제문화단지
국내 최초로 삼국시대 백제왕궁을 재현한 곳으로 왕궁/사찰의
하앙(下昻)식 구조와 청아하고 은은한 단청은 백제시대의 대표적
건축양식으로 사비성의 모든 건물마다 백제시대의 유물에 근거하
여 사실적으로 재현하여 1400년 문화대국이었던 백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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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안내

테마동

(주행사장)

스파동

(보조행사장)

테마동 1층(L층)
개막식·대표토론

VIP

다빈(한식당)

- 다빈(한식당) :
일반참가자,
시군 관계공무원
개막식

3농 성과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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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동 2층(L1층)

세션 운영(4개)

계단

4세션(아이리스)

3세션(메리골드)

2세션(제라늄)

1세션(로즈마리)

스파동

오찬

1층(포티나인) : 도·행사관계자
2층(루비노홀) : 해외 참가자·국내 주요인사

포티나인

루비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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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memo

행사장 위치 안내
●

대한민국

●

충청남도

고덕IC
서해안고속도로
15

덕산 리솜스파캐슬
RESOM SPA CASTLE

예산군
홍성군

해미IC

충의사

덕산온천관광호텔

45

수덕사

홍성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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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