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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사회 공동체 기반 농업유산 국제 심포지움
International Symposium on Agricultural Heritage
based on Agrarian Community

Millenary-old Agrarian Community
and Nongdari in Gusan village, Jincheon
2015. 2. 24. ┃화┃ 09:00 - 12:30
주최

|

진천문화원 1층 공연장
후원

주관

오시는 길 |

진천문화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79(교성리 108)
전화. 043-533-2742
자가용 이용
■ 중부고속도로 : 진천IC → 진천 (약 5km, 12분 소요)
■ 청주 (17번국도) → 진천
■ 천안,병천 (21번국도) → 진천
■ 성환,입장 (34번국도) → 진천

대중교통 이용
■ 동서울종합터미널(구의동) → 진천 (소요시간 : 1시간 40분)
매일 35회 운행 (20~30분 간격)
■ 청주시외버스터미널 → 진천 (소요시간: 50분)
매일 51회 (첫차 06:20, 막차 20:15)

참가문의

허지연 (재)환경생태연구재단 연구원

TEL : 02-412-1242

e-mail : viaventus@daum.net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진천군 구산동은 마을 주민들이 세금천 건너 초평면 죽정내 마을의 넓은 농경지에 농사하러 가기 위해 조성된 천년간
보전되어 온 농다리가 인접한 마을입니다. 마을에서 오래된 농경 공동체문화를 통해 농다리를 축조하고 보수해 왔으
며, 여러 민속놀이가 계승되어 왔습니다. 구산동 마을은 농다리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 농촌마을의 문화경관 개선과 마
을공동체 회복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창조지역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진천군은 2014년부터 진행되어온 구산동 마을 전통체험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마을 공동체문화 지속
프로그램 운영, 전통 생태문화마을 경관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통농업과 농업공동체에 기반한 지역발전 성공 전략을 도모하기 위해 일본 및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그들
의 경험과 노하우를 얻고 우리 진천군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함께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2015. 2.
진천군수 유영훈

진행순서

P r o g r a m m e

09:00-09:20

등록

09:20-09:35

개회식
개 회 사 : 유영훈 (진천군수)
축
사 : 신창섭 (진천군의회 의장)

09:35-09:55

기조발제
세계농업유산의 전통농업과 농촌공동체에
기반한 지역발전 전략
Local development strategies based on
rural communities and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이응철 (LEE Eung-Cheol, 일본 사가대학교 교수)

09:55-10:15

국내·외 모범 사례
발표1 : 일본 농업유산의 지역공동체 운영
및 지역발전
Rural community’
s management on
agricultural heritages and
local development in Japan
하야시 히로아키 (Hiroaki HAYASHI, 쿠니사키우사
지역 세계농업유산 추진협의회 회
장, 前 동경대학 대학원 교수)
발표2 : 일본 농업유산의 경제적 효과
및 지역발전
Economic effect of agricultural heritages
and local development in Japan
카지하라 히로유키 (Hiroyuki KAJIHARA, 아소산
에코뮤지엄 대표)

구산동의 과거-현재-미래
발표1 : 구산동 마을 자원 아카이브를 활용한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Promoting communities by using archive of
Gusan village
김성균 (KIM Sung-Gyun, (사)지역사회연구원 이사)
발표2 : 구산동 농촌 생태문화마을 발전 방안
Master plan to develop agrarian
eco-cultural village in Gusandong
최진우 (CHOI Jin-Woo, (재)환경생태연구재단
상임이사)

10:15-10:25

10:25-11:55

발표3 : 한국 농어업유산 제도 및 향후 정책방향
Programs and policy directions of Nation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in Korea
김상범 (KIM Sang-Bum,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박사)
12:00-12:30

종합토론
토론좌장 : 한봉호 (HAN Bong-ho,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지정토론 : 마을 이장 및 마을 주민, 진천군청,
농림축산식품부, 현대모비스 등

휴식
※ 한국어·영어(순차통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