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한림원연합회 해양환경보호 성명서 공표 심포지엄
2021. 6. 4(금), 14:00 ~ 18:30
온라인 생중계

Protection of Marine Environments
해양환경보호

생중계 보러가기

사전등록 하러가기

행 사 명 국제한림원연합회 해양환경보호 성명서 공표 심포지엄
주

제 Protection of Marine Environments

일

시 6월 4일(금), 14:00 ~ 18:30

장

소 온라인 생중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유튜브채널)

주

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 www.iapstatementsympo2021.kr

이번 국제한림원연합회 해양환경보호 성명서 공표 심포지엄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한국과학기술한림원(KAST)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현장 참석은 사전 초청자분들로 제한됩니다.

별도 참가신청 없이 유튜브에서 시청이 가능하지만, 참가신청을 하신 후,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 심포지엄 후, 추첨을 통하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사이즈를 50분께 드립니다.
홈페이지에 사전 질문을 올려주세요. 질문이 채택되신 5분께 스타벅스 커피&케익을 드립니다.

PROGRAM
시 간
13:30~14:00

구 성
등 록

개회식
14:00~14:10

14:10~14:20

사회_ 김부근 부산대학교 교수
개회사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축 사

Richard Catlow 국제한림원연합회 회장

성명서 소개(Protection of Marine Environments)
김수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세션 1_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세부 주제 발표

좌장_ 장창익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14:25~14:40

해양 건강성 악화와 생물다양성
김종성 서울대학교 교수

14:40~14:55

해양 서식지 파괴에 의한 연안생태계 변화
권봉오 군산대학교 교수

14:55~15:10

환경오염물질
김성길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질팀장

15:10~15:25

기후변화와 해양환경변화
국종성 POSTECH 교수

15:25~15:40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 현황과 관리방안
강수경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관

15:40~15:55

남극과 북극의 바다, 멀고도 가까운 지구환경 건강 지킴이
신형철 극지연구소 부소장

15:55~16:10

플라스틱 감축 이니셔티브
홍윤희 세계자연기금 사무총장

16:10~16:25

휴식
좌장_ 이윤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원장

세션 2_ 질의응답 및 토의
16:30~16:35

정

책_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 본부장

16:35~16:40

교

육_ 신춘희 한국해양교육연구회 회장

언

론_ 김진두 YTN 보도국 문화생활과학부 부장

산

업_ 윤석민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환경에너지연구그룹장

16:40~16:45
16:45~16:50

토 론

16:50~16:55

시민단체_ 홍선욱 동아시아바다공동체 대표

16:55~17:00

국제협력_ 이윤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원장

17:00~17:30

질의응답

17:30~18:15

자유토론

제 언
18:15~18:30

18:30

사회_ 김부근 부산대학교 교수

박병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
김태욱 고려대학교 교수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폐 회

문 의 처
프로그램 관련
문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국제협력실

참가 문의

심포지엄 사무국 (주)코멕스플랜에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2(구미동) 한국과학기술한림원 3층(13630)
T 031-710-4656 E jaehyoung.lee@kast.or.kr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00-10 다내리빌딩 6층
T 02-322-3706
E iapsympo@comexplans.co.kr

본 사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복권기금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This project was supported by the Lottery Fund and the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with the aim of contributing to the promotion of social values in South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