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ITATION

KFCA 2015년 2차 세미나

신선식품 SCM 최적화를 위한
최강의 툴을 만나다
지구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친환경 물류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대적 요구인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친환경 물류시스템 구축의
선행 과제는 콜드체인 시스템의 고도화라 하겠습니다.
이에 (사)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는 친환경 신선물류시대를 이끌어가는 콜드체인 서비스,
시스템, 기기·장비 업체들의 제품과 서비스 속에 녹아 있는 콜드체인 신기술을 발굴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신선식품 SCM 최적화를 위한 최강의
툴을 만나라’는 테마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5년 11월 19일 (목) 14:00~17:00

◆ 장

소 : 제10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FOOD WEEK KOREA 2015)
코엑스(서울 삼성동) 3층 컨퍼런스룸 317호

◆ 초청인원 : 150명 (선착순) , 참가비 : 무료 /교재제공
◆ 사전신청 : 2015년 11월 11일(수)까지
(혜택: 서울국제식품산업전 무료관람권 제공, 현장등록은 명함 지참)
◆ 주

최 : (사)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 ㈜코엑스

◆ 후

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Korea Maritime Institute)

◆ 세미나 일정
13:30~14:00

등록 및 네트워킹

14:00~14:10

인사 말씀

14:10~14:40

한국 콜드체인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 방안

14:40~15:10

신선식품을 위한 통합물류시스템 구축방안

15:10~15:20
15:20~15:50
15:50~16:20
16:20~16:50

정명수 협회장

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엠프론티어

식

혁신과 융합을 통한 콜드체인의 기술의 개발
온도센서+RFID 원칩 tag를 이용한
신선식품 실시간 전주기 온도관리 솔루션
Hybrid 냉동 탑차 시스템

※ 위 세미나 일정과 주제는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FMS코리아
TKS세미콘
리드파워

'신선식품 SCM 최적화를 위한 툴을 만나다'
KFCA 2 차 콜드체인 세미나 참가신청서
◈ 참가자 (동일 기업 복수 신청시 추가 복사하여 사용하십시오.)
성 명

회 사 명

부서명/직위

e-mail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성 명

회 사 명

부서명/직위

e-mail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 신청담당자 (참가자 본인일 경우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 명

부서/직위

전 화

e-mail 주소

위와 같이 (사)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가 주최하는 <신선식품 SCM 최적화를 위한
툴을 만나다>세미나에 참가 신청합니다.
2015년

월

회사명 :
신청자/신청담당자명

:

※ 위 신청서를 11월 11일(수요일)까지 아래 FAX나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문의] TEL : 070-8824-3056, FAX : 02-718-3056,
(사)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 사무국/ 박은혜 연구원 kfca2014@kfcca.kr

(서명)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