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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콕

세계식량농업기구 (UN FAO)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 영양 및 식량 시스템 수석 담당관

이 박사는 아일랜드 더블린의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영양 및 영양사 학사 학위를 받고, 홍콩 중문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FAO에 재직하기 전, 이 박사는 세계 각국의 대학과 보건 연구소의 교수직을 역임했다. 관련
단체의 각종 위원회에서 일했고, 홍콩 영양학회장을 역임했으며, 아시아 영양학회 연맹의 회장을 지냈다. FAO
본부에 있을 때, 이 박사는 영양 및 식량 시스템 부서의 팀 리더로 활동했다. 최근에는 로마 FAO 본부에서 방콕
FAO 아태 지역 사무소로 적을 옮겼다. 현재 영국의 공인 영양사 및 공인 영양학자 (공중 보건) 로도 일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굶주림 없는 세상을 이룩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하는 유엔 전문 기관이다. 1945년 설립된 이래 오늘날까지
194개 국가가 가입하고 있다. “영양 수준 증진. 생산성과 효과성 개선. 농촌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추구.” 를
사명으로 삼고 기아 퇴치와 식량 안보,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컨퍼런스 기조 발표: 식생활과 영양 개선을 위한 도시 식량 시스템 (5월 17일 10:30)

닉 로즈 (Nick Rose)

호주

호주 푸드네트워크 집행이사 & 윌리엄 앵글리스 연구소 강사

닉 로즈는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과 식량 운동의 전문가이다. 호주 식량주권 연맹을 공동 창설하고
코디네이터로 활동했다. ‘서스테인: 호주 푸드네트워크’ 의 집행이사를 맡고 있다. 현재 멜버른 윌리엄 앵글리스
연구소에서 식량운동, 식량 정책 및 도시농업에 관해 강의하고 있다.
서스테인 : 호주 푸드네트워크 Sustain: The Australian Food Network
서스테인은 자치 단체 지역 식량 연맹 및 연구소들의 싱크탱크이자 네트워크이다. 서스테인의 활동 범위는 로컬
푸드 경제, 식량 정의, 식량 문화 및 요리법, 식량 거버넌스, 도시 농업 및 재생 농업 등이다. “더 나은 식량 시스
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라” 는 사명을 가지고 정부, 생산자, 지역 사회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

www.sustain.org.au
www.cardiniafoodmovement.org
www.melbournefoodhub.org.au
워크샵 주제: 도시농업을 가능케 한 토지 공유: 신·구 호주인 연결 (5월 16일 11:10)
컨퍼런스 발표주제: 호주 공공보건 위기 해결: 도시 농업의 역할 (5월 17일 13:00)

에모리 아츠히사 (江守 敦史)

일본

사단법인 일본 다베루통신 리그 전무이사

에모리 아츠히사는 출판사 리쿠르트, 아스키, 미디어 팩토리를 거쳐 KADOKAWA에서 편집장을 역임했다. 수백편
이상의 여행, 먹거리, 일반 교양, 사진집 등의 서적을 기획, 편집했다. 2015년 일본 다베루통신 리그에 합류하여
「다베루 통신」 의 전국 및 해외 전개를 담당하고 있다.
다베루 통신 食べる通信
「다베루 통신」 은 먹거리를 만드는 사람을 특집으로 한 정보지와 그들이 만든 먹거리를 세트로 전달하는 ‘먹거
리 제공형’ 정보지이다. 그와 함께 SNS를 이용한 대화, 이벤트로 생산자와 독자의 만남을 만드는 등 다양한 관계
망을 만들어내고 있다.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와 함께 먹거리를 맛보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전달하는 새로운 식
(食)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 다베루통신 리그
일본 다베루통신 리그는 전국 37개 지역으로 확대된 「다베루통신」 편집부의 연맹 조직이다. 프랜차이즈 형식이
아닌, 각 통신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리그 형식을 띠고 있다. 리그에서는 「다베루통신」 의 상표, WEB시스템, 비
즈니스 모델만을 제공하고, 상품내용, 디자인, 가격, 발행빈도 등은 각 통신이 지역에 맞추어 자유롭게 결정하고
있다. 개성 있는 「다베루통신」 의 연결망은 일본을 넘어 아시아로 확대되고 있다.
http://taberu.me/
워크숍 주제: 도시농업을 통한 「관계성」 의 가능성 ~ 이부리갓코 (훈제 단무지) 를 매개로 보이게 된 것 ~
(5월 16일 16:10)
컨퍼런스 발표주제: 도시와 지방을 만나고 교류하게 하는 「다베루통신」 의 확대 (5월 17일 13:20)

마틴 리처드

미국

미국 지역사회농업연맹 (CFA: Community Farm Alliance) 이사

1993년 마틴 리처드는 미국 켄터키주에서 전통적 담배 재배 및 소 사육의 다변화를 추구하였고, 켄터키주에서
63번째로 유기농 인증을 받으면서 미국 지역사회농업연맹 (CFA) 과 만나게 됐다. CFA 를 통해 농사가 독립적인
행위가 아닌 더 큰 의미가 있는 세상에 속해 있다는 점을 깨달은 그는, 현재 CFA 의 이사로써 켄터키 농가를
위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지역사회농업연맹 (CFA: Community Farm Alliance)
1980년대 미국 농업에 닥친 위기를 맞은 농민들은 스스로를 조직화해 공공정책을 바꾸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1985년 CFA 를 결성했다. 34년 간의 활동을 통해 실제 농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로컬 푸드 시스템을
개발하고, 켄터키 지역 사회 기반 조직들과 협력하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검증된 모범 사례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https://cfaky.org/
컨퍼런스 발표주제: 격차 해소 - 켄터키 주 건강 식품에 대한 접근성 강화에서 도시농업의 역할
(5월 17일 13:40)

후안 칭 양

타이완

사회적 기업 ‘암탉과 여행자 (Hen and Traveler)’ 창업자 / 여행 작가

후안 칭 양은 2008년부터 여행 작가로 일해왔다. 호주에서 워킹 할리데이를 하는 동안 뒷마당에서 닭을 키운
경험에 영감을 받아 2012년 ‘닭장 없애기’ 캠페인을 시작했고, 동물복지 계란이라는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 후안
칭 가족은 인간과 닭이 더 밝은 미래 속에 함께 살 것이라는 신념 하에, 공공 캠페인, 사회적 기업, 교육 행사 및
도시 양계 등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암탉과 여행자 (Hen and Traveler)
‘암탉과 여행자 (Hen and Traveler)’ 는 노인과 닭이 서로 화합하며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목표로 2014년에
설립됐다. 이 회사는 노인들이 암탉을 동반자로 기르도록 기회를 주고, 놓아 키운 닭이 낳은 계란을 팔아서
닭고기 사료를 충당하고 소득을 올리도록 유도한다. 동물복지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 외에도 식품과 농업 교육
도시양계 조합 계획 및 건설 같은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컨퍼런스 발표주제: 헨 파워 - 도시 양계가 노인 복지에 기여 (5월 17일 15:00)

매터니 닐라봉즈

영국

인크레더블 에더블 토드모던 커뮤니티 앤 아트

토드모던은 잉글랜드 중부의 웨스트요크셔 주에 속해 있다. 인구 15,000 명이며, 주요 일자리가 학교 교직원일
정도로 작은 시장 마을이다. 인크레더블 에더블 (Incredible Edible) 은 2008년 토드모던에서 전세계적인 기후 변
화를 인식하고 걱정하던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작은 마을에서부터 혁명적 변화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됐다.
매터니 닐라봉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2010년 토드모던으로 이주하여 작은 식품 사업을 통해 마을 발전에
참여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서로를 이해해 가는 학습(Learning), 타인에게 손을 내미는 공동체 (Community), 관광
을 통한 수익 창출로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비즈니스 (Business) 세가지 목표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음식 나눔,
기부금, 현물 기부, 자원봉사 활동 및 기술 공유를 통해 수익이 공동체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https://www.incredible-edible-todmorden.co.uk/
워크숍 주제: 인크레더블 에더블의 식용식물채집 (5월 16일 15:00)
컨퍼런스 발표주제: 식량 그 이상을 재배하자 (5월 17일 15:40)

응우옌 더 루

베트남

빈증대학교 교수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호치민시 건축대학교’ 에서 도시 인프라 공학을 공부하고, ‘교통 통신대학’ 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석사 과정 중 ‘판부 투자합작회사’ 에서 근무했다. 2016년 10월 ‘사이공 개발 컨설턴트 합작회사
(SCDI)’ 의 도시 계획 프로젝트에서 감독과 설계 컨설팅을 담당하였다. 특히 나트랑시의 트라이 응우옌 섬을
관통하여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프로젝트의 감독 컨설턴트로 일했다. 이후 해당 프로젝트에서 기계와 전기
시스템을 담당했던 ‘메이스’ 사의 프로젝트 감독 컨설턴트로 근무했다. 2019년 초 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을 목표로 ‘다파 투자 및 컨설팅’ 을 창업하여 도시계획 프로젝트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워크숍 주제:

베트남 도시농업 계획 (5월 16일 15:00)

컨퍼런스 발표주제: 베트남 농업 발전에 대한 기후 변화의 영향력 (5월 17일 16:00)

안정현

미국

CEO (야고 팜 앤 푸드, YAGO Farm & Food, LLC)
전세계 농업 및 식품 커뮤니케이션 분야 프리랜서 컨설턴트

켄터키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으로 학위를 받은 안정현 박사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2011년 안 박사는 켄터키 대학과 경기도 농업기술원 간에 ‘코리
아 마스터 가드너 프로그램(Korean Master Gardener Program)’ 개발을 위한 협력 약속을 촉진하였다. 이후 대학,
정부기관, 비영리 단체와 수 많은 협업을 통해 고국인 대한민국과 켄터키 주의 글로벌 관계를 구축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야고 팜 앤 푸드 YAGO Farm & Food
안정현 박사는 전세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로컬 푸드 운동의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2017년 독자적인 로컬
푸드 비즈니스 프로젝트인 ‘야고 팜 앤 푸드’ 를 설립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식품 형평성 (food equity), 문화적
다양성 (cultural diversity), 전반적인 사회 정의를 중시하는 건강한 공동체 구축이라는 임무를 달성하고자 한다.
특히 이민자와 난민 농부들을 위해 로컬 푸드 시스템과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다.
워크숍 주제: 켄터키 도시 농업에서 문화적 다양성 (이민자 및 난민과 협력) (5월 16일 10:00)

류친홍

타이완

풀뿌리 디자인 스튜디오 (The Grassroots Design Studio) 창업자
대만 중원대학교 (Chung Yuan Christian University) 사회적 디자인 프로그램 (Social Design Program) 강사

류친홍은 2003년 이후 지역사회 계획자이자 설계자로 일해 왔다. 주로 대만에서 지역 사회 계획과 농촌 재생
프로젝트를 위한 지방 자치 단체를 지원했다. 농촌과 도시 모두에서의 활동 경험을 결합하여, 2010년 이후 도시
지역에서 식용 가능한 경관 (edible landscape) 과 지역 사회 정원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후 몇 년 동안 50여
곳의 도시 농장과 지역 사회 및 학교용 옥상 정원을 건설해 왔다. 젊은 세대의 도시 식량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에서 식량 및 농업에 관한 교육 발전에 힘썼다. 최근 몇 년 동안 도시 농장에 양계장을
보급하는 사회적 기업인 ‘헨 앤 트래블러 (Hen and Traveler)’ 와 협업하여 지역 사회 정원에서 미소 순환 농업
(micro circulation agriculture) 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워크숍 주제: 도시 농업에서 양계장의 설계 및 이행 (5월 16일 11:10)

새라 앤 로드리게스

싱가포르

에더블 가든 시티 홍보마케팅

레베카 네오

싱가포르

에더블 가든 시티 도시농부

새라는 정부 기관에서 5년 동안 쉴새 없이 근무한 이후 에더블 가든 시티의 자원 봉사자로 시작했다. 현재는
마케팅과 홍보팀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싱가포르에서 식량 생산의 기쁨을 전파하고 있다.
레베카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생명과학 학사 학위를 받은 직후, 환경 생물학 전공 전문가로 에더블 가든 시티
에 입사했다. 팀의 핵심 멤버로,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돕는다.
에더블 가든 시티 Edible Garden City
에더블 가든 시티는 지난 7년 동안 마리나 베이 샌즈, 리조트 월드 센토사 등을 포함하여 싱가포르의 주목할 만
한 장소에 200개 이상의 식량 정원 (food garden) 을 성공적으로 완공했다. 도시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공간
에서 식량을 재배함으로써 더 많은 자급자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도시 농장
모델인 ‘시민 농장(Citizen Farm)’ 을 통해 허브, 꽃, 채소를 생산해 생산품의 대부분을 식당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시민 꾸러미 (Citizen Box)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에 공급한다.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는 포용적인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며 싱가포르 교도청, 자폐아 자원 센터 및 패스라이트 학교 등과 협업하고 있다.
워크숍 주제: 식용염료아트 워크숍 (5월 16일 16:10)

워크숍
일시 : 5월 16일 (목) 10:00-12:00 / 15:00-17:00,
장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 1층 회의실 (워크숍 A), 대강의실 (워크숍 B)
등록비 : 5,000 원 (입금 계좌: 우리은행 1005-903-200453 / 예금주: (사)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워크숍 등록 : https://forms.gle/CGsDA9vZEqT4drhz8 / (사전등록마감: 5월 13일)

시간/장소

Workshop A

Workshop B
켄터키 도시 농업에서 문화적 다양성

10:00

(이민자 및 난민과 협력)

-

안정현, 야고 팜 앤 푸드 대표 &

11:00

전세계 농업 및 식품 커뮤니케이션
분야 프리랜서 컨설턴트 (미국)

11:10
12:10

도시농업을 가능케 한 토지 공유:

도시 농업에서 양계장의 설계 및 이행

신•구 호주인 연결

류친홍, 풀뿌리 디자인 스튜디오 창업자

닉 로즈, 호주푸드네트워크 집행이사

(타이완)

& 윌리엄 앵글리스 연구소 강사
(호주)

15:00
16:00

16:10
17:10

베트남 도시 농업계획
응우옌 더 루, 빈증대학교 교수
(베트남)

인크레더블 에더블의 식용식물채집
매터니 닐라봉즈, 인크레더블
에더블 토드모던 커뮤니티 앤
아트 (영국)

도시농업을 통한「관계성」의 가능성

식용염료아트 워크숍

〜이부리갓코(훈제 단무지)를 매개로

새라 앤 로드리게스, 에더블 가든 시티

보이게 된 것〜

홍보마케팅 (싱가포르)

아츠히사 에모리, 사단법인 일본

레베카 네오, 에더블 가든 시티 도시농부

다베루 통신리그 전무이사 (일본)

(싱가포르)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http://www.agro-cityseoul.com/workshop/info.php

컨퍼런스
일시 : 5월 17일 (금) 10:00-17:50
장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 1층 시청각실
등록비 : 10,000 원 (입금 계좌 : 우리은행 1005-903-200453 / 예금주 : (사)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컨퍼런스 등록 : http://www.agro-cityseoul.com/conference/form.php (사전등록마감: 5월 13일)

프로그램

시간

개회식

10:00-10:30

내용
개회사 및 축사
도시농업을 통한 건강한 삶과 도시환경
식생활과 영양 개선을 위한 도시 식량 시스템

기조세션

10:30-11:30

워런 리, 세계식량농업기구 아태지역사무소 영양 및 식량 수석 담당관
(타이)
기후변화 시대의 도시농업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한국)

점심시간

11:30-13:00

점심시간

13:00-14:20

먹거리와 건강
좌장

13:00-13:20

한재춘, 서울시 도시농업전문가회 회장 (한국)

호주 공공보건 위기 해결: 도시 농업의 역할
닉 로즈, 호주푸드네트워크 집행이사 & 윌리엄 앵글리스 연구소 강사
(호주)

세션1

13:20-13:40

도시와 지방을 만나고 교류하게 하는 「다베루통신」의 확대
아츠히사 에모리, 사단법인 일본 다베루 통신리그 전무이사 (일본)

13:40-14:00

격차 해소: 켄터키 주 건강 식품에 대한 접근성 강화에서 도시 농업의 역할
마틴 리처드, 미국지역사회농업연맹 이사 (미국)

14:00-14:20

건강, 바로 건강한 먹거리로부터
김은자, 자농아카데미 전무이사 (한국)
도시농업과 치유

14:20-15:25
좌장
세션2

14:20-14:40

강수학,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 (한국)

도시농업과 가족 건강성
전나리, 녹색발전소 곳곳 협동조합 총괄이사 (한국)

14:40-15:00

농업활동의 치유효과와 사회적 가치

김경미,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장 (한국)
15:00-15:20

헨 파워: 도시 양계가 노인 복지에 기여
후안칭양, 사회적 기업 암탉과 여행자 창업자/ 여행작가 (타이완)

15:20-15:25

상쾌한 텃밭
신하늘, 서울창서초등학교 3학년 학생 (한국)

휴식

15:25-15:40

휴식
도시농업과 건강한 환경

15:40-17:00
좌장
15:40-16:00

김성훈, ㈜지음플러스 대표/도시건축가 (한국)

식량 그 이상을 재배하자
매터니 닐라봉즈, 인크레더블 에더블 토드모던 커뮤니티 앤 아트 (영국)

세션3

16:00-16:20

베트남 농업발전에 대한 기후 변화의 영향력
응우옌 더 루, 빈증대학교 교수 (베트남)

16:20-16:40

지구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도시농업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한국)

16:40-17:00

물-에너지-식량-커뮤니티 연계의 창의적인 오목형 옥상 텃밭
한무영,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
좌장

김완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한국)

토의자
종합토의

17:00-17:50

여용옥, 관악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한국)
김지형, 사)대구도시농업협의회 대표 (한국)
박신애, 건국대학교 환경보건과학과 교수 (한국)
최종수, LH 토지주택연구원 도시관리연구실 실장 (한국)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http://www.agro-cityseoul.com/conference/ko.p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