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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100년 숲 관리를 위한
산림경영 심포지엄
목재수확과 생태계서비스를 고려한
산림경영관리 방안 모색
일시 : 2022년 8월 18일 (목) 13:00~16:30
장소 :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 (3F)

주최· 주관
후

원

초대의 글
국립산림과학원은 한국산림과학회, 한국생태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미래 100년 숲 관리를 위한 산림경영 심포지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두 학회와 함께 과학기반의 산림경영 모델을 수립하기 위하여 『목재수확과 산림생태계서비스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모델
정립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지난해 국민적 관심 속에 운영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의 합의문에 포함된 학제간 공동연구 실행의 이행 차원에서 마련
되었습니다. 그 첫걸음 차원에서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민관협의회를 이끄신 강영진 위원장님의 기조발표를 통해 산림경영과 생태가치의
조화, 과학기반의 사회적 합의를 논의합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추이와 전망, 선순환을 위한 경영 활성화, 생태적 가치를 고려한 산림관리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이 목재수확과 생태계서비스의 균형을 이루는 과학적 산림경영 방안을 도출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장

박현

세부일정
시간

사회자: 김영환 연구관 (국립산림과학원)

프로그램

등록
12:30~13:00
참석자 소개
13:00~13:05
개회사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
13:05~13:10
환영사 (한국산림과학회 우수영 회장)
13:10~13:15
환영사 (한국생태학회 이훈복 회장)
13:15~13:20
축사 (산림청 남성현 청장)
13:20~13:25
기념촬영 및 장내 정리
13:25~13:30
주제발표
기조발표 - 산림경영과 생태가치의 조화, 과학기반의 사회적 합의 (탄소중립위원회 국민참여분과 강영진 위원장)
13:30~14:00
주제발표
1 - 미래 산림정책을 보는 창(窓), 산림자원의 추이와 전망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배재수 부장)
14:00~14:20
주제발표 2 - 산림자원 선순환을 위한 산림경영 활성화 방안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최정기 교수)
14:20~14:40
주제발표 3 - 생태적 가치를 고려한 산림관리 방안 (서울여자대학교 생명환경공학과 이훈복 교수)
14:40~15:00
휴식 및 장내 정리
15:00~15:10
지정토론 (좌장 : 한국산림행정학회 박광국 회장)
지정토론 -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이상귀 정책실장,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
15:10~16:10
여주시산림조합 이후정 조합장, 한국환경연구원 구경아 자연환경연구실장
종합토론 및 폐회
16:10~16:30
※ 원활한 행사진행(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등)을 위하여 8월 5일(금)까지 참석자 사전등록(소속, 성명, 연락처)을 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 T. 02-961-2832, 2823 l E. jang646@korea.kr

Location | 찾아오시는 길

시설안내

서울 도심, 강남, 공항 방향으로 진입하기 용이한 최적의 도로환경과 인접한 여의도 버스 환승센터, 지하철(5.9호선) 여의도역
은 서울 전역으로 이어지는 교통편을 제공하여 업무활동에 원활한 흐름을 만들어 드립니다.

지하철로 오시는 법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 하차(2번출구 5분거리)
자가용으로 오시는 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전경련회관),
(TEL. 02-3771-0114)
마포대교 남단 방향
마포대교남단 → MBC방면 좌회전 → MBC앞 사거리 우회전 →
사학연금회관 건물 끼고 우회전 → 전경련회관

올림픽대로 진입시
올림픽대로 → 여의상류IC → 63빌딩 좌회전 후 직진 →
광장아파트 지나 우회전 → 전경련회관

영등포 방향
영등포 → 서울교 → 전경련회관

버스로 오시는법
전경련회관
지선 5012, 5615, 5618, 5713, 6513 ,6628 ,6649
간선 160, 162 ,360, 503, 600, 662
광역 300, 301, 320, 700, 871, 10, 11-1, 11-2, 83, 88, 88-1, 510, 530
여의도역
지선 5012, 5618, 5623, 6513
간선 160, 260, 360, 600, 662
광역 7007-1, M7625, 108, 700, 5601
여의도공원 앞
지선 5012, 5713, 6513, 6623, 6628, 6649
간선 160, 260, 360, 600, 662
광역 300, 700, 11-1, 11-2, 83, 88, 8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