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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ATION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국제세미나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EXPO 2012 Yeosu Korea

여수세계박람회의 비전,
‘Blue Economy’
Blue Economy, a Vision of EXPO 2012 Yeosu Korea

■ 일시 _ 2010년 7월 22일(목) 13:00~17:20
■ 장소 _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
■ 주최 _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 주관 _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오늘날 전 세계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자원 부족에 대응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해답을 해양에서 찾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양을 주제로 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이러한 인류 공동의 당면과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Blue Economy를 핵심기조로 설정하였습니다. Blue Economy는 해양과 연안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보호하는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해양의 현명한 이
용과 보호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인류사회의 미래를 조망하고, Blue Economy의
보편적인 개념 정립과 실천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국제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저명한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하는 이번 세미나에 꼭 참석하시어 귀하의 고견을
전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010년 7월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강 동 석

Program
시간
13:00~13:30

내 용
등

발표자 및 토론자

록

개회식
개회사

김근수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환영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13:45~14:05

기조연설 : 해양과학기술의 미래

강정극 한국해양연구원장

14:05~14:15

휴

13:30~13:45

식

주제발표
14:15~14:40

14:40~15:05
15:05~15:30

Blue Economy 실현을 위한 과제
Ocean’s Role and the Human Initiatives in the Blue Economy
미국의 Blue Economy 정책과 시사점 / Whither US Ocean and Costal Policy?
Ocean Policy Task Force, NOAA Next Generation Strategic Plan and Reality

중국의 Blue Economy 정책과 시사점
Blue Economy Initiatives in China: General Perspectives and Case Studies

15:30~15:55

Blue Economy 실현을 위한 우리나라 해양·연안 정책의 방향 / The Aspect of
Blue Economy in Ocean and Coastal Policy, Korea: Past, Present and Future

15:55~16:15

휴

16:15~17:20

종합토론

황기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David Fluharty(미국, NOAA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의장, 워싱턴대학교 교수)
Shuguang Liu(중국 해양대학교 교수)
고철환 서울대학교 교수

식
좌장 : 임진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웅서 KORDI 책임연구원, 박복재 전남대학교 교수, 박철 한국해양학회장,
방인권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보전본부장, 온기운 매일경제 논설위원외 (가나다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