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식품영양학회 춘계학술대회(온/오프라인 병행)

언택트시대의
식품영양분야
뉴노멀 제시와 전망
일 시: 2021년 5월 14일(금) 12:30 ~ 17:30
장 소: 더케이호텔 서울 본관 2층 가야금 B홀
주 최: 한국식품영양학회
후 원: (재)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식품영양관련학과교수협의회, (사)한국식품관련학회연합, (사)대한영양사협회, 경인여자대학교, 중앙급
	식관리지원센터, 대한위생사협회, ㈜세니젠, 문운당, 교문사, 라이프사이언스, 파워북, 광문각, ㈜범문에듀케이션, ㈜SRC, CJ 프레시웨이,
㈜엘에스비

*이공계 대학원생 학술대회 참석 및 포스터발표 지원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 대회장 내에서 음식 섭취가 불가하며, 이에 따라 점심 식사를 포함한 음식의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시는 길
● 지하철

3호선 양재역 9번 출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앞 → 셔틀버스 이용
3호선 양재역 10번, 11번 출구 → 서초08번, 20번 마을버스 이용
→ 호텔 후문하차
●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매헌)역 5번 출구 → 도보 약 5분 정도 소요
●

● 

● 버스(일반 간선 버스)

405, 421, 140, 470, 441 (AT센터, 양재 꽃시장 하차 → 도보 5분소요)
● 셔틀버스 노선도
호텔

양재역 인천공항버스
정류장(6009번)

양재역(9번출구)
서초문화예술 회관 앞

호텔

● 셔틀버스 운행시간표
● 주소 및 연락처
더케이호텔서울 Tel. 02-571-8100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2길 70

시간

호텔

양재역

6:00

10분

15분

7:00 ~ 8:00

00분, 30분

15분, 45분

9:00 ~ 17:00

00분, 30분

10분, 40분

18:00 ~ 21:00

10분, 40분

25분, 55분

22:00

20분

30분

한국식품영양학회
THE KOREAN SOCIETY OF FOOD AND NUTRITION

- 초청의 말씀 한국식품영양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도 크게 대두되는 시기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는 언택트 비즈니스와 온
라인 서비스의 가속으로 디지털 경제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온라인 유통,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식품산업 및 영양 서비스 분야에도 뉴노멀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식품영양학회는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를 「언택트 시대의 식품영양분야 뉴노멀 제시와 전망」을 주제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조 강연으로 식품안전관리의 뉴노멀에 대한 정부의 방향제시를 시작으로, 고령화시대의 실버케어푸드 시장전망, 어린이 급식
의 뉴노멀, 3D 프린팅 기술과 푸드 프린터 동향, 포스트코로나 시대 푸드서비스산업의 전망과 해외 식품영양분야의 패러다임 변화
등에 대한 강연과 토론을 통해 미래 식품영양학 분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학술대회를 통해 식품영양 분야의 뉴노
멀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갖고 학계, 산업체, 정부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유용한 정보를 나누고 학문적 교제의 장이 되길 기대하며 초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5
한국식품영양학회
회장 최향숙

학술대회 일정
12:30 ∼ 13:20

등록

13:20 ∼ 13:30

개회식, 개회사 한국식품영양학회 회장 최향숙 교수(경인여자대학교)

사회: 김미옥 교수(대구보건대학교)

Section 1:

식품영양분야 뉴노멀 정책과 현황

좌장: 정하숙 교수(덕성여자대학교)

13:30 ∼ 13:55

제 1 주제: 식품안전관리의 뉴노멀 ― 발표자: 최종동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13:55 ∼ 14:20

제 2 주제: 2020 한국인영양소 섭취기준 ― 발표자: 권오란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14:20 ∼ 14:40

포스터 심사(질의 및 응답)

Section 2:

식품영양분야 뉴노멀 산업체 현황

14:40 ∼ 15:05

제 3 주제: 고령화시대의 실버케어푸드 시장전망 ― 발표자: 김선애 과장 (CJ 프레시웨이 헬씨누리팀)

15:05 ∼ 15:30

제 4 주제: 3D 프린팅 기술과 푸드 프린터 동향 및 활용 사례 ― 발표자: 이산홍 대표 (㈜ 엘에스비)

15:30 ∼ 15:45

휴식 및 포스터 참관

Section 3:

식품영양분야 뉴노멀 전망

15:45 ∼ 16:10

제 5 주제: 일본식품영양분야의 패러다임 ― 발표자: Mie Imanaka 교수(일본시네마현립대 간호영양학부 식품영양전공)

16:10 ∼ 16:35

제 6 주제: 어린이급식의 뉴노멀 ― 발표자: 최경아 팀장(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식생활교육정책지원팀)

16:35 ∼ 17:00

제 7 주제: 포스트코로나 시대 푸드서비스산업의 전망 ― 발표자: 함선옥 교수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17:00 ∼ 17:15

종합토의

좌장: 류혜숙 교수(상지대학교)

사회: 김미옥 교수(대구보건대학교)

토론자: 정하숙 교수(덕성여자대학교), 이수정 교수(부천대학교),
		

류혜숙 교수(상지대학교),

좌장: 이수정 교수(부천대학교)

김종현 교수(마산대학교)

17:15 ~ 17:30

정기총회 및 시상(감사장, 우수포스터상 등)

17:30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