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산업식품공학회 2017년도 춘계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쌀 가공산업의
이해 및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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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산업식품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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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

봄을 재촉하는 따스한 날씨입니다. 이번 한국산업식품공학회에서 “쌀 소비촉진을 위한 쌀가공
산업의 이해 및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에서 춘계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을 개

모시는 글_

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산업식품공학회는 창립 20주년을 넘어 도약하는 학회로 거듭나기 위해 학회의 정체성과
존재감의 확립, 식품산업 및 식품기계업체의 가교역할을 통한 산학협력 기반 확립, 국내에서 학
회활동을 넘어 국제적인 활동 기반구축의 출발로 춘계학술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30년 전인 1985년도 128.1 kg이였지만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
량은 61.9㎏으로 절반이상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식품 제조업 부문의 소비량
이 지난해 약 66만 톤으로 14.5%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를 볼 때 쌀가공산업의 발전
은 쌀소비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년 춘계학술대회에
서는 쌀 수요 공급 정책, 쌀가공식품의 발전과정, 쌀 가공식품의 신규 시장의 접근을 위한 식품
및 비식품 개발기술 및 제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학회에서는 쌀가공산업과 관련된 가공공정, 기계, 품질관리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쌀가공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학회발전에 학계 및 산업체 회원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쌀가공산업의 이해와 함께 포스터 발표를 통해 각 실험실에서 행해
지는 연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가 되고, 연구결과의 소통을 유도하여, 21세기 희망으로
새로운 식품분야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가 연구
의 바람직한 방향을 탐색하는 ‘대화의 광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후원해주
신 한국식품연구원 쌀가공식품산업발전연구회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21일
한국산업식품공학회
회장 류 기 형

일 시

프로그램_

발표 및 내용

09:30~10:00

등록

10:00~10:30

개회식 및 총회

좌장

제1부
제1부
09:30~
13:30

10:30~11:10

쌀 수급안정 정책 방향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11:10~11:50

쌀 가공식품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백무열 (경희대학교)

11:50~12:50

오찬

12:50~13:30

포스터 발표

김성민
(농촌진흥청)

제2부
13:30~14:10

제2부
13:30~
17:00

쌀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쌀가루의 지속적 응용 확대
정상교 (농심미분)

14:10~14:50

쌀가공식품 개발기술 및 신규 시장 접근
박종대 (한국식품연구원)

14:50~15:10

Coffee Break

15:10~15:50

쌀 활용가치 제고를 위한 또 하나의 대안, 숙성증류주
김태완 (한국식품연구원)

15:50~16:30

미강(rice bran)의 고부가 식품 및 화장품 소재화
임승택 (고려대학교)

16:30~17:00

포스터 시상식 및 폐회식

이승주
(동국대학교)

금준석
(한국식품연구원)

1. 등록안내
회 원 – 일반 60,000원, 학생 30,000원

Information_

비회원 – 일반 90,000원, 학생 40,000원
(※ 회원은 2017년도 회비 납부자에 한하며, 비회원 등록시 회원 가입으로 포함됨)
2. 포스터 발표 초록 접수 안내
가. 접수기간: 2017년 3월 20일(월) ~ 4월 9일(일) 24:00까지
나.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www.foodeng.or.kr) : 학술대회 -> 초록 접수 클릭
다. 작성방법
(1) 1. 논문제목, 2. 저자명, 3. 소속, 4. 초록을 한글이나 MS word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2) 한글, 영문 모두 가능하며 영문으로 작성할 경우 initial이나 약어가 아닌
full name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초록은 300단어를 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길_

(456-756)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중앙대학교 809관 4101호
TEL : 031-670-4662, FAX : 031-676-9235, E_MAIL : food@foodeng.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