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10:00~10:40 개회식

개 회 사 오재학 |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환 영 사 정해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축      사 백혜련 |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윤한홍 | 국회의원(TBC)

어명소 | 국토교통부 제2차관

이선하 | 대한교통학회 회장 

김영태 | 국제교통포럼(OECD-ITF) 사무총장 

10:40~11:20 주제발표

발 표 1 모빌리티 3대 혁명과 공공의 이해: 자율화, 전기화, 공유화
다니엘 스펄링 | 미국 UC Davis 교수

발 표 2 한국의 모빌리티 전환 : 주요 도전과 혁신과제 
김영호 |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전환연구본부장

11:20~12:10 종합토론

좌      장 황기연 | 홍익대학교 교수 (전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토      론 니콜라 펠티에 | 세계은행 Global Director for Transport

제임스 레더 | 아시아개발은행 Chief of Transport Sector Group

아키마사 후지와라 |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 교수 

유영상 | SK 텔레콤 대표이사

문미옥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윤진환 |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한국교통연구원은 개원 36주년을 기념하여 ‘모빌리티 대전환: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전략’ 국제세미나를 개최합니다.

SOC 투자 효율화, 대중교통중심체계, 교통·물류 산업 선진화 등을 선도했던 한국교통연구원은 이제 모빌리티 대전환

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위기로부터 촉발된 모빌리티 대전환은 자율차, 전기차, 공유차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산업, 디지털인프라, 모빌리티 서비스, 법·제도 등을 포함한 전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36주년 기념 국제세미나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모빌리티 강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모빌리티 대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초청의 말씀

모빌리티 대전환: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전략

한국교통연구원 36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2022년 8월 25일 10:0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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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이용시

■ KTX 오송역 하차

B1, B2(BRT) 버스 탑승 → 누리리 정류장 하차 → 

B0, B5(BRT) 버스 환승 → 국책연구단지 정류장 하차  

 → 세종국책연구단지 도착

고속버스 이용시(시간당 1대)

■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출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강남)에서 고속버스 탑승 →  

 세종연구단지 정류소 하차 → 도보 이동(7분) →  

 세종국책연구단지 도착

승용차 이용시

■ 서울 출발

경부고속도로 (86.9km) → 논산천안고속도로 (20.4km) 

→ 정안세종로 (15.8km) → 세종국책연구단지 도착

■ 대전 출발

호남고속도로지선 (12.5km) → 당진영덕고속도로 

(7.9km) → 세종로 (4.8km) → 세종국책연구단지 도착

 유튜브 채널 “한국교통연구원” 생중계

사전등록페이지 바로가기

https://online-registration.kr/conference/?c=KOTI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