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2019

(사)한국포장학회 제56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주제 : 포장의 사회적 책임과 기술협업
(Social Responsibility and Technical Collaboration on Packaging)
○ 일시 : 2019년 11월 7일(목)∼11월 8일(금)
(1일차) 한국포장학회-물류과학기술학회 공동학술대회, 친환경포럼, 정기총회
(2일차) 학술발표회
○ 장소 : 제주 부영호텔 & 리조트 (서귀포, booyoungjejuhotel.com)
○ 세부 프로그램
(1) 대회 1일차 [11월 7일 (목)]
∎ 친환경 패키징포럼 (에메랄드홀)
발표시간
12:30~13:00

등록

제

목

연

13:00~13:05

개회사

13:05~13:15

경과보고

13:15~13:40

택배 등 유통포장재 재사용 촉진 방안

14:05~14:30

플라스틱 패키징에서의 친환경 추진 사례

14:30~14:55

사용업체에서의 친환경 추진 사례

사

좌 장

신양재 학회장(고려대)

14:30~15:30

“친환경 패키징포럼” 발족을 위한 간담회

15:30~15:50

Coffee Break 및 장내정리

김종경수석부회장 (준비위원장)
이소라실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창휴상무(롯데케미칼)
차규환 수석부장(CJ 제일제당)
패널(가나다순):
-강만옥/KEI 선임연구위원
-고대옥/한국환경공단 부장
-김만영/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위원
-김종경/KCL 센터장
-박수일/연세대 패키징학과장
-박현진/고려대학교 교수
-이해성/한솔제지 상무
-윤형석/한국컨테이너풀 이사

박수일
수석이사
(연세대
/교수)

신양재
학회장
(고려대)

∎ 한국포장학회-물류과학기술학회 공동학술대회 (에메랄드홀)

(주제: Designed for Logistics, Delighted by Packaging)

발표시간

제

목

연 사
/전 해수부장관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
/철도기술연구원장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

16:00~16:40

개회 및 축사

김성진
위성곤
나희승
윤태진

16:40~17:20

Keynote speech (물류분야)

서수민 PD (KBS 개그콘서트)

17:20~18:00

Keynote speech (포장분야)

나건 회장 (한국디자인경영학회)

18:00

좌 장

양수정대표
(엔로지스)

폐회

∎ 2019 한국포장학회 정기총회 및 공동 만찬 (에메랄드홀)
18:10~19:00

2019 한국포장학회 정기총회

19:00~21:00

한국포장학회-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통합 만찬 (사파이어홀)

박수일 수석이사
(연세대)
김종경 수석부회장
(KCL)

(2) 대회 2일차 [11월 8일 (금)]
∎ 학술발표 A: 우수공급망관리를 위한 의료패키징 (보드룸 1)
발표시간

제

목

08:30~09:00

등록

09:00~09:25

바이오의약품 수배송 스마트포장 - 드론배송

09:25~09:50

의약품 물류관리기술과 포장의 중요성

09:50~10:15

우수공급망 관리기술과 표준

10:15~10:30

Coffee Break

연 사

좌 장

정욱건 연구원 (KCL)
배윤성 대표
(탭스인터네셔널)
홍경철
(씨엑스엘라이프케어
대표)

박정수
본부장
(녹십자랩셀)

∎ 학술발표 B: 대학원생 및 기업 우수연구결과 발표 (보드룸 3)
발표시간
08:30~09:20

제

목

연

사

대학원생 학술발표 (구두) (10분씩 5명)

09:20~09:50

회원사 발표: 친환경 커피포장재 개발

09:50~10:15

대학원생 우수논문 시상

10:15~10:30

Coffee Break

유하경 대표 (소프트팩)
윤형원 과장 (Kuraray)
시상: 한국포장학회장

좌 장
정현모
교수
(경북
과학대)

∎ 학술발표 C: 식품포장 및 스마트플랜트 최신 연구 동향(보드룸 1)
발표시간

제

목

연

사

10:30~10:55

천연물 광차단 소재를 활용한 식품포장 개발

고성혁 교수(연세대)

10:55~11:20

단백질 코팅을 통한 고차단성 식품용 필름 개발

최영주 부장(에버켐텍)

11:20~11:45

스마트팜과 스마트팩토리 관련 최신 연구 동향

김기석 교수(서울대)

11:45

좌 장
한재준 교수
(고려대)

폐회

∎ 학술발표 D: 식품포장의 안전과 보호 (보드룸 3)
발표시간

제

10:30~11:20

기구 및 용기·포장 중 이행물질 위해평가

최달웅 교수(고려대)

11:20~11:40

소규모 포장재 제조공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GMP 구축

김현숙 대표
(식품위생안전연구소)

11:40~11:50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기구 및 용기·포장 위
해 물질 관리 현황

구락현 부장
(서울우유협동조합)

11:50

폐회

∎ 학술발표 (포스터)
08:30~11:40

포스터 발표

목

연

사

좌 장

조영진
학술이사
(한국식품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