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청의 말씀

글로벌 공급사슬망의 불안정, 스테그플레이션 우려, 지역 불균형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한국의 경제 

사회는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국민들은 새정부에 거는 

기대와 바라는 희망이 큽니다.

모빌리티 대전환, 지역 균형을 위한 철도 투자,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 비대면 스마트 물류체계, 

포용적 항공서비스 등 정부의 혁신적 교통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모빌리티 대전환 시대, 새정부 교통정책 종합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향후 5년 

동안 우선순위가 높은 교통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발표와 함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여와 다양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14:00-14:30 개회식

개회사

환영사

축   사

오재학 ㅣ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정해구 ㅣ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헌승 ㅣ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어명소 ㅣ 국토교통부 제2차관

14:30-15:00 기조강연

대전환 시대, 경제·사회 구조변화와 삶의 질
김경환 ㅣ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5:00-16:10 주제 발표

발표 1 새정부 중장기 교통정책 방향과 도전 과제 
유정복 ㅣ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발표 2 모빌리티 전환 생태계 구축
김영호 ㅣ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연구본부장

발표 3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중심 광역교통 정책
박준식 ㅣ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정책연구센터장

발표 4 신도시·지역균형을 위한 철도투자
이   호 ㅣ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

발표 5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민연주 ㅣ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물류연구센터장

발표 6 이용자 중심의 지방공항 혁신
박진서 ㅣ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우주교통연구본부장

16:10-16:20 휴 식

16:20-17:50 토 론 

좌   장 이창운 ㅣ 인프라경제연구원 원장(前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토론자
(가나다 순)

강승필 ㅣ 한국민간투자학회 회장 

고영선 ㅣ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

김응철 ㅣ 대한교통학회 부회장 

노승만 ㅣ 강원연구원 연구본부장 

변종국 ㅣ 동아일보 기자

송상석 ㅣ 녹색교통운동 정책위원장 

유승일 ㅣ 카카오모빌리티 CTO

윤진환 ㅣ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최봉문 ㅣ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 

하헌구 ㅣ 인하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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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지하철 이용시 

 2호선 시청역 9번출구 (삼성본관빌딩방향 5분거리)

 1호선 서울역 3번출구 (IBK기업은행(구YTN)방향 5분거리)

 4호선 회현역 5번출구 (남대문방향 5분거리) 

버스 이용시 

 삼성본관앞 :  [간선]150, 406, 500, 504, 603, 700, 707, N16  

[지선]1711, 7011, 7022

 염천교 : [간선]173, 261, 262, N16 [지선] 7011, 7017

 시청앞 : [일반]99 [간선]103, 400, 401, 402, 471 [지선]7016

● 문의처

한국교통연구원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Tel: 044) 211-3035       E-mail: likeaugust@koti.re.kr

대한상공회의소   Tel: 02) 6050-3114

2022.7.5(화) 14:00~18:0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모빌리티 대전환 시대,

새정부 교통정책 종합토론회

주최 주관

사전등록 바로가기

2022년 7월 5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 해 구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오 재 학

https://online-registration.kr/conference/?c=seminar-kot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