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N V I T A T I O N

기후변화적응 과기융합포럼
: 부산•경남 기후변화적응 실태 및 전망(4차 산업)

일 시

2017년 6월 8일(목), 14:30∼19:30

장 소

인제대학교 일강원(G동) 102호

주 최

경상남도, 한국과학기술자총연합회, 인제대학교

주 관

한국과총 경남지역연합회(경남과총),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후 원

인제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기후변화적응 과기 융합포럼

초청의 글
20세기 말에 시작된 기후변화는 재난, 재해, 물 부족 등 전 지구적으로 광범위하게
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IPCC(‘14)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기후변화를 전
망하고 있다. UN은 향후 20∼30년 동안 우리의 적응 노력이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
며, 지속적인 발전과 기후변화 영향을 방지하는 긴급조치에 적극적 동참을 촉구하
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제4항에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
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 예방적 관리에 우선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통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각 지자체는 제2차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72021)
을 수립하여 그간의 성과, 한계 및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 기후변화속도가
현저히 빨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태 및 전망
을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과의 연계를 위한 융합 포럼은 2차 기후변화적응대책 시
행에 있어 매우 절실한 시점이다.
현 시점에서 경남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가 공
동으로 주관하고 후원하는 “부산∙경남 기후변화적응 실태 및 전망” 이라는 주제로
기후변화적응 융합포럼을 정기적으로 갖고자 하오니 산․학․관 전문가 및 NGO 여러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부산 및 경상남도와 기초자
치단체 모두가 효율적인 기후변화적응 대응책 마련 및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최 : 경상남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인제대학교
주관 : 한국과총 경남지역연합회(경남과총),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후원 : 인제대 공학교육혁신센터

기후변화적응 과기 융합포럼

세부일정
시간

내용

14:30~15:00

등록

개회식

(좌장: 김향숙/경남과총 부회장)

§ 개회사 (김영곤/경남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15:00~15:30

§ 환영사 (최상준/경남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 축

사 (차인준/인제대학교 총장)
(오재호/한국기상학회 전 회장)

§ 기념촬영

주제발표

(좌장: 박흥재/경남과총 이사)

§ 국가 기후변화적응 이수 및 대책

(임영신 박사/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 부산광역시 기후변화적응 대책 현황과 성과

15:30~17:10

(이철희 팀장/부산시 기후대기과 기후변화대응팀장)

§ 경상남도 기후변화적응 대책 현황과 성과
(정영진 과장/경상남도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 기후변화적응 : 방재 및 폭염 (김은별 박사/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휴식

17:10~17:30

패널토의
17:30~18:30

18:30~

(좌장: 박종길/경남과총 부회장)

오재호 교수(부경대학교)

이정숙 교수(경남과총 전회장)

김영신 연구원(APEC 기후센터)

김백조 과장(국립기상과학원)

나성준 대표(㈜ 동녘)

남광현 연구원(대구경북연구원)

간친회

기후변화적응 과기 융합포럼

오시는 길
주

소

경남 김해시 인제로 197 일강원(G동)

일강원(G동)

인제대 순환버스

탑승장소: 인제대역 1번 출구(소방서 건너편)에서 탑승
운행시간: 08:15 ~ 21:30(15분 간격 운행)

철

도

편

구포역 → 지하철 3호선 구포 지하철역 → 지하철 3호선 부산-김해경
전철 대저역(경전철 환승) → 부산-김해경전철 인제대(활천)역 하차
→ 부산-김해경전철 인제대 순환버스 이용 → 인제대학교

항

공

편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역 → 부산-김해 경전철 인제대(활천)역 하차
→ 부산-김해경전철 인제대 순환버스 이용 → 인제대학교

버

스

편

인제대 정문 앞 하차: 1, 1-1, 2, 8, 8-1, 97, 98, 100, 128-1, 상동공영1,
상동공영2
인제대역 정류소 환승: 7, 123, 127, 130, 207, 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