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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방면

대중교통 이용방법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 (광화문 사거리 방향)

주차 안내
행사장(농협신관)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차시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이화여고 앞 주차장
간선버스
주차요금 : 주차 10분당 500원 (주차 1면 단위)
101, 160, 171, 260, 270, 271, 273, 370, 470, 471, 할인혜택 : 경차 50% 승용차요일제 참가차량 20% 할인
601, 702, 703, 704, 710, 720, 721, 750, 751
지선버스
광역버스
7019, 7021, 7024 9701, 9714, 9710

행사문의 :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 (02-2080-6573 / 010-53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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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사일정
시 간
13:00~13:30

등 록

13:30~13:45

국민의례
개회사│이상락 미래축산포럼 위원장 (건국대학교 교수)
축 사│

축산환경, 가축질병, 축산물 안전성 등 우리나라 축산업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대안 제시가 어느

내 용

때보다도 시급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축산업계
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한 축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주제발표│
생산성향상분과 축종별 생산비 절감방안
김유용 서울대학교 교수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친환경축산분과 친환경 및 동물복지 축산의 발전 방안
양철주 순천대학교 교수

전문가들을 모시고 최근 축산관련 이슈를 점검하고

13:45~15:00

식 품 가 공 분 과 축산식품 안전성 제고방안
윤요한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질 병 방 역 분 과 한국의 HPAI 발생역학 및 방역대책 개선방안
손영호 반석가금진료연구소장

| 일 시 | 2017. 11. 24(금) 오후 1시

신성장동력분과 축산 4대 현안과제에 대한 미래형 해결 방안
이학교 전북대학교 교수

| 장 소 | 서대문 농협 신관 3층 대회의실
| 주 최 | 미래축산포럼

15:00~15:15

중간휴식

15:15~16:35

좌장│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이사장
토론│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이철영 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장
이영규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김범석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장
정연근 내일신문 기자

| 주 관 | 농협경제지주
| 후 원 | 농림축산식품부

16:40

폐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