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한국축산식품학회/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공동 추계심포지엄

축산식품의 가치 창출을 통한
스마트컨슈머 대응과 과제

일 시 2019년 9월 27일 (금) 13:30 ~ 17:00
장 소 aT센터 그랜드룸
주 최 (사)한국축산식품학회,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초대의 말씀

1960년대 초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동물성 식품에 대한 유해성 논란과 함께 축산식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축산식
품이 건강에 이로운지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하였습니다. 동물성 식품 섭취 감소 제안 및 잘못된 건강식단 제시로 인해
건강한 식탁에는 축산식품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막연한 인식이 동물성 식품 섭취의 증가를 답보 상태에 있게 만들었습
니다. 이러한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하기 위해 ‘한국축산식품학회’와 ‘축산 바로
알리기 연구회’에서는 ‘축산식품의 가치창출을 통한 스마트 컨슈머 대응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열어 건강
한 축산제품의 생산과 소비자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식품 공급을 위한 지속가능한 축산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현시점의 축산식품에 대해 파악하고 소비자들의 변화에 따른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식
품을 생산함으로써 미래 청정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방향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각계 전문 분
야에서 축산식품에 대한 가치와 안전성 그리고 대체축산식품에 대해 연구한 정보를 논의하여 소비자들의 올바른 판단
과 결정을 도와 우리 축산식품이 건강한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축산식품
을 토대로 한 올바른 식문화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심포지엄 세션 1에서는 ‘축산 바로 알리기 연구회’ 회장이신 서울대학교 최윤재 교수님께서 “축산식품의 가치와 안
정성” 그리고 ‘협동조합 농장과 식탁’ 김재민 편집장님께서 “건강한 식육생산을 위한 합리적 환경규제 방안”이라는 주제
로 귀중한 강연을 진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션 2에서는 소비자의 변화와 축신식품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주제 아래
‘소비자 공익네트워크’ 김연화 대표님께서 “소비자의 현명한 축산물 선택”에 대해서 그리고 농촌경제연구원 이정민 팀
장님께서 “대체축산물 개발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제발표자와 한국식품커뮤
니케이션포럼의 박태균님, 매일유업의 양진오님, ㈜선진의 문성실님과 함께하는 종합토론을 끝으로 공동심포지엄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동심포지엄을 통해 축산식품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며, 또한 올바른
축산식품에 대한 소통이 늘고, 더 나아가 언론 및 소비자와 소통함으로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
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사)한국축산식품학회 회장 김 일 석·축산 바로 알리기 연구회 회장 최 윤 재

행사일정
13:00-13:30

등록
회장인사 (사)한국축산식품학회 회장 김일석

13:30-14:00

[사회] 황인호 간사장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회장 최윤재
축

사 나눔축산운동본부 대표 김홍길
심포지엄 I : 축산식품의 가치와 건강한 식육 생산

14:00-14:30
14:30-15:00

축산식품의 가치와 안전성
최윤재 교수 (서울대학교)

[좌장] 김영붕 박사 (한국식품연구원)

건강한 식육생산을 위한 합리적 환경규제 방안
김재민 편집장 (협동조합 농장과 식탁)

15:00-15:20

Coffee Break
심포지엄 II : 소비자 변화와 축산식품의 지속가능성

15:20-15:50
15:50-16:20

소비자의 현명한 축산물 선택
김연화 대표 (소비자 공익네트워크)

[좌장] 강대경 교수 (단국대학교)

대체축산물 개발 동향과 시사점
이정민 팀장 (농촌경제연구원)
종합토론

16:20-17:00

주제발표자, 양진오 (매일유업), 문성실 (㈜ 선진),

[좌장] 주선태 교수 (경상대학교)

박태균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오시는 길
대중교통 이용안내
지하철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 : 4번출구 (도보 50m)
버 스
140, 405, 407, 408, 421, 440, 441, 462, 470, 471
4432
9404, 9408, 9500, 9501

주 소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양재동 232 aT센터)
Tel. 02-6300-1114 (일반안내)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at.or.kr/contents/acko331100/view.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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