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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06774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양재동 232 aT센터)
전화 : 02-6300-1114

지하철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매헌역) 4번 출구

버스

양재꽃시장 22-298 AT센터 22-636 양재2동주민센터,양재꽃시장 22-293
140 405 407 408 421 440 441 462 470 471 4432 9404 9408 9500 9501

※ 사전신청을 해주신 분들께는 2018 식품소비행태조사 보고서를 현장에서 나누어 드립니다.
문의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성윤 전문연구원 (061-820-2379, heo0411@krei.re.kr)

사전신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재현 연구원 (061-820-2188, wlsgus8581@krei.re.kr)

ION

TAT

INVI

모시는
말씀

발표대회
일정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의 식품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확대되면서 식품외식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고, 폭우와

시간

주요 내용

13:00~13:30

등 록
개회식

13:30~14:00

태풍,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예상치 못한 사건들의 영향도 컸던 해입니다.

조사 소개

고령화와 1인 가구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4차산업혁명이나 푸드테크의 발달 또한

14:00~15:00

<제1세션>
가구 내
식품 소비

조사하여 농업 생산자와 식품/외식업계 뿐 아니라 식품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담당 부처에

•소비자의 외식행태 및 배달 · 테이크아웃 이용 실태 분석
홍연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전국 규모의 「식품소비행태조사」를 실시하고
15:20~16:00

<제2세션>
외식 소비

청소년 6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16:00~16:40

<제3세션>
식품 정책

16:40~17:00

<제4세션>
농소모

이번 발표대회는 우리나라 소비자의 식품소비행태의 변화를 이해하고 전망하는데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김홍상

•Heavy Diner와 Heavy HMR 소비자 간의 식품소비행태
차이와 영향 요인 분석
서선희(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소비자의 식품 정책 인식과 시사점
박미성(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사 및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업 및 식품/외식산업과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2019년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친환경식품 인식과 구매행태 분석
강혜정(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가구의 식품구매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효과 분석
안병일(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우리 국민의 식품소비행태와 식생활 그리고 식품정책에 대한 인식을

있습니다. 올해로 7년차를 맞이한 「식품소비행태조사」는 2019년 기준 3,337가구, 성인 6,176명,

•2019 식품소비행태조사의 표본 특징과 조사 개요
이계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구 내 식품소비 및 식생활 행태 분석
김상효(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식품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식품소비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회사 김홍상(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농식품 소비역량과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이 식품 관련 정책
만족도와 식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현주(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농소모가 바라본 2019-20 식품소비 트렌드 및 전망
홍복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트렌드 모니터 7기)
최재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7:00~17:30

참석자 설문조사 및 기념품 증정

17:30

폐 회
사회 : 허성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