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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전국 순회하며 지역의 비전·정책과 공약과제 발굴에 나선다!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시즌2, 24일부터 재가동, 공약 개발 본격 시동
- 1∼2월 서울, 부산에 이어 5월 24일∼6월 29일까지 전북, 강원, 인천 등 총 14회 개최 예정
-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계 다양한 지식인, 시민들이 제안하는 지역의 비전·정책 경청

▪ 시즌2 첫 행사「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전북 – 전북의 비전을 제안하다」개최
- 5월 24일(월) 오후 2시, 전북도당 대회의실, 현장과 줌 화상회의를 결합한 온·오프 방식 진행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홍익표)은 더불어민주당 전국 17개 시·도당과
공동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비전·정책을 제안하는‘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시즌2를
5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 재가동하고, 지역의 비전·정책과 공약과제 발굴에 본격적
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 정책엑스포 시즌1은 지난 1∼2월 부산(1차, 1.21일), 서울(1.27일), 부산(2차, 2.18일) 순으
로

3회에 걸쳐 개최되었고, 이번 시즌2는 5월 24일 전북을 시작으로 강원(6.4.), 인천

(6.9.), 대구(6.10.) 등 총 14회에 걸쳐 진행된다.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는 ‘지역의 비전을 제안하다’는 대주제 아래 지역의 경
제계·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경제·노동·복지·도시·교
통·문화·관광·주거·의료(방역)·보육·교육 등 지역 현안 및 의제를 발굴하고, 2022
년 대선을 대비하여 지역의 비전·정책 및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책엑스포 시즌2 첫 행사인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전북’은 5.24.(월) 오후 2
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전북도당 주관으로 개최된다. 전북 정책엑스포
에서는 ‘전북의 비전을 제안하다’라는 주제로 임성진 전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홍
익표 민주연구원장이 ‘2022년 대선 성격과 전망’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안호영 국회의원이 ‘새만금 청사진에서 실행계획으로 전환’을 주제로, 김성주 국회의
원이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중심 금융특화도시로’를 주제로, 이영미 전북테크노파
크 단장이 ‘전북형 그린바이오’를 주제로, 이지훈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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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주제로,

오주병 우리영농 대표가 ‘새만금 남북평

화 농업특구 조성’을 주제로, 윤준병 국회의원이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을
주제로, 김수흥 국회의원이 ‘전북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 전략’을 주제로, 윤명숙 전북
대 사회대학장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전북형 실리콘밸리 조성’을 주제로, 김시백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새만금 대형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주
제로, 김동원 전북대 총장이 ‘대학중심의 산학 클러스터 조성’을 주제로 전북의 비전
및 정책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아울러 전북지역 시도의원, 일반 당원 등 100여명이
온라인 청중으로 참여하여 자유롭게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 민주연구원 홍익표 원장은 “정책엑스포는 지역의 각계 다양한 분들과 함께 지역 현안
을 논의하고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대선을 대비하여 지역의 정책과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홍 원장은 “전북 지역이 그린뉴딜, 디
지털 뉴딜 등 한국판 뉴딜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전북만의
특색 있는 혁신 사업들이 더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면서 “이 행사를 통해 전북도
민들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폭넓은 정책 아이디어들이 풍성하게 논
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전북 이후 전국순회 정책엑스포는 △ 6월 4일(금) 강원, △ 9일(수) 인천, △ 10일
(목) 대구 △ 11일(금) 충남 △ 15일(화) 충북 △ 16일(수) 울산 △ 17일(목) 광주·전남
△ 18일(금) 세종 △ 22일(화) 대전 △ 23일(수) 경북 △ 24일(목) 경남 △ 25일(금) 경기
△ 29일(화) 제주 순으로 진행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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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전북」프로그램
q 개요
❍ 일시 : 2021.5.24.(월) 14:00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대회의실 + 온라인 줌 화상회의
(현장 발표와 온라인 화상회의를 결합한 온오프 방식 진행)
❍ 주제 : 전북의 비전을 제안하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 민주연구원
❍ 참석 : 현장 20여명(외부전문가 패널 7명, 국회의원 패널 4명, 내빈 및 청중 10여명),
온라인 청중 100여명 (댓글 토론 참여)
q 진행순서
❍ 개회 (진행사회 : 조동용 전라북도의회 의원)
- 개회사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 발제 및 토론
- 좌

장 : 임성진 전주대 교수(전북도당 K-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 /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 기조발제 : 홍익표 민주연구원 원장 : 2022년 대선 성격과 전망
- 주제발표 : 전북 지역 비전·정책과제 제안
·안호영 국회의원 : 새만금 청사진에서 실행계획으로 전환
·김성주 국회의원 :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중심 금융특화도시로
·이영미 전북테크노파크 단장 : 전북형 그린바이오
·이지훈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
·오주병 우리영농 대표 : 새만금 남북평화 농업특구 조성
·윤준병 국회의원 :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
·김수흥 국회의원 : 전북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 전략
·윤명숙 전북대 사회대학장 :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전북형 실리콘밸리 조성
·김시백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새만금 대형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클러스터 조성방안
·김동원 전북대 총장 : 대학중심의 산학 클러스터 조성
- 청중토론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댓글 참여 등 온라인 실시간 소통)
❍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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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시즌2 전체 계획(안)
q 목적
❍ 지역의 각계 다양한 의견 청취 및 지역 현안·의제 발굴
❍ 2022년 대선 대비 지역 비전·담론·공약 개발

q 행사 개요
❍
❍
❍
❍
❍
❍
❍

기 간:
장 소:
행사명 :
대주제 :
주 최:
방 식:
참 석:

2021.5.24.(월) ~ 6.29.(목) (총 14회)
더불어민주당 각 시·도당 (※아래 순회 일정 참조)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예시 :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전북)
지역의 비전을 제안한다! (예시 : 전북의 비전을 제안하다!)
더불어민주당 각 시·도당 × 민주연구원
현장 발표와 온라인 화상회의를 결합한 온오프 방식 진행
현장 주제발표 패널 10명 이내(학계·경제계·싱크탱크·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7~8명, 국회의원 2~3명) / 현장 청중 10여명, 온라인 청중
100여명(지방의원, 당원 등 댓글·토론 참여)

q 추진 방향
❍ 전국 17개 시·도당별 순회 정책토론회·정책간담회 진행(총 17회)
- (시즌1) 1~2월 부산(2회) 및 서울(1회) 지역 정책토론회 개최(총 3회 완료)
- (시즌2) 5~6월 전국 시·도당별 순회 정책간담회 진행(총 14회 예정)
❍ 지역 학계, 경제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다양한 의견 청취
❍ 지역 비전 및 핵심정책 정리(정책뱅크), 결과보고서 작성

q 순회 일정
일시
5.24.(월) 14:00
6.04.(금) 14:00
6.09.(수) 14:00
6.10.(목) 14:00
6.11.(금) 14:00
6.15.(화) 14:00
6.16.(수) 14:00
6.17.(목) 14:00
6.18.(금)
6.22.(화)
6.23.(수)
6.24.(목)
6.25.(금)
6.29.(화)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시·도당
전북도당
강원도당
인천시당
대구시당
충남도당
충북도당
울산시당
광주시당
전남도당
세종시당
대전시당
경북도당
경남도당
경기도당
제주도당

장소

주소

전북도당 대회의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61 웨스트빌 6층

춘천 세종호텔 사파이어홀
샤펠드미앙 2층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본관1층 C-quad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스마트홀
청주시 도시재생허브센터 1층 대공연장
울산시당 대회의실

강원
인천
대구
충남
충북
울산

광주광역시당 대회의실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13 201호

세종시당 대회의실

세종 아름서1길 13-1 마드리드R 706호

대전시당 대회의실

대전 중구 동서대로 1337 서현빌딩8층

안동시청 본관(웅부관) 2층 청백실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 안동시청

경남도당 대회의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159 대구은행빌딩 5층

경기도당 대회의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 3층

제주도당 대회의실

제주 연삼로 429,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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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봉의산길 31
남동구 구월동 1135-11
북구 침산동 1758
아산시 시민로 500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36
남구 돋질로 114, 3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