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춘계연합학술대회
(사)동아시아식생활학회, (사)한국식생활문화학회, (사)한국식품조리과학회

환경 변화에 따른

창조경제시대의 식생활 트렌드
일 시: 2014. 5. 17(토) 09:30~17:00
장 소: 이화여자대학교 ECC 이삼봉홀
모시는 글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를 둘러싼 자연 환경의 변화는 점차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식생활에도 깊숙이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창조경제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도 인구의 고령화, 출산율 감소, 식품재료의 글로벌화, 식품기술의 발달, 소비식품 패턴의 변화
등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도 식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바른 식생활을 제시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아시아식생활학회, 한국식생활문화학회와 한국식품조리과학회는 이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환경변화에 따른 창조
경제의 식생활 트렌드』라는 주제로 춘계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주제와 관련하여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창조경제와 미래 식생활에 대한 기조강연과 함께 기후, 인구, 과학기술, 식문화와 소비자의 변화에 따른 식생활과의 관계에 대한 연
구를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이번 춘계 연합학술대회를 계기로 식품관련 3개 학회 회원들이 우리의 미래 식생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 서로 유익한 정보를 교류하
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5월 17일
동아시아식생활학회 회장 김 미 라
한국식생활문화학회 회장 이 영 은
한국식품조리과학회 회장 신 말 식
사회: 한진숙 교수 (동의과학대)
09:30-10:00 등록 / 포스터 준비
10:00-10:20	개회사
- 신말식 회장 (한국식품조리과학회)
	축 사
- 조미숙 학장 (이화여대 건강과학대학)
	환영사
- 이영은 회장 (한국식생활문화학회), 김미라 회장 (동아시아식생활학회)
10:20-11:00

기조강연: 창조경제와 新 식품정책 (좌장: 김정원 교수, 서울교대)
- 최희종 식품정책실장 (농림축산식품부)

11:00-11:30

주제강연 1: 기후변화와 식생활 변화 (좌장: 한명주 교수, 경희대)
- 한화진 부원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1:30-12:00

주제강연 2: 식생활에서의 소비와 유통 이슈 (좌장: 윤지현 교수, 서울대)
- 백인수 이사 (롯데미래전략센터)

12:00-14:00

오찬 및 포스터 논문발표

14:00-14:25

주제강연 3: 글로벌 식품소비 및 생산 트렌드 변화 (좌장: 곽은정 교수, 영남대)
- 최지현 부원장 (농촌경제연구원)

14:25-14:50

주제강연 4: 건강지향성 식품의 이용 트렌드 (좌장: 정혜정 교장, 국제한식조리학교)
- 최정희 교수 (백석예술대)

14:50-15:15

주제강연 5: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와 식품산업의 대응 (좌장: 노정옥 교수, 전북대)
- 최혜경 교수 (이화여대)

15:15-15:40

주제강연 6: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나타난 우리 국민의 식생활 변화 (좌장: 정진은 교수, 안산대)
- 김초일 단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5:40-16:00

Coffee Break

16:00-16:30 종합토론
사회: 조우균 교수 (가천대)
			김은진 교수 (원광대), 이정희 박사 (농심), 김선아 교수 (한국방송통신대),
김주현 교수 (동서울대), 한귀정 박사 (농촌진흥청), 최미경 교수 (공주대)
16:30-17:00

우수논문상 시상

이화여자대학교 오시는 길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 지하철 2호선 이대역 2번, 3번 출구에서 300m 이화여대 정문 방향으로 걸어오
시면 ECC가 보이며 왼쪽건물(본관을 향해) 지하 4층에 이삼봉홀이 있습니다.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사직터널 방향 10m위 정류장에서 파
란색 버스 272, 606, 708로 이화여대 후문 또는 이대부중 앞에서 하차하여 이
화여대 후문을 통해 교내로 들어오셔서 본관 앞 옛 운동장 자리의 ECC건물
계단으로 내려오시면 오른쪽건물(정문을 향해) 지하 4층에 이삼봉홀이 있습
니다.

주차장 및 주차권 안내
- 학교 정문으로 들어와 좌회전하여 서문방향으로 나오신 후 우회전하여 30m
직진하면 오른쪽에 ECC주차장 입구가 있습니다.
승강기 6번 이용하여 지하 4층으로 오십시오.
- 학교 후문으로 들어와 50m 직진하다가 오른쪽 수영장입구에서 왼쪽으로 ECC주차장 입구가 있습니다.
승강기 6번 이용하여 지하 4층으로 오십시오.
- 당일 주차권은 주차할인권(4,000원)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사전등록 안내
사전등록 - 정회원 4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현장등록 - 정회원 45,000원, 학생회원 20,000원
학생회원 사전등록 할인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후원 농
 촌진흥청
(주)교문사, (주)라이프사이언스, 수학사, 지구문화사, 파워북, 신광출판사, 도서출판 효일
협 찬 남양유업, 농심, 샘표, 여의도떡방, 푸드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