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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변화의 시기! 
혁신과 창조적 도전

Time for the change in food industry! 
Innovation and Creative challenge

로버트 피터슨 / Robert A. Peterson
現, 텍사스 주립대학교 연구부총장 / 

Vice-President for Research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기조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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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Vice President for Research 연구 부총장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現, 텍사스 주립대학교

BS, University of Minnesota, 1966
MS, University of Minnesota, 1968
PhD, University of Minnesota, 1970

학사, 미네소타 대학(University of Minnesota), 1966
석사, 미네소타 대학(University of Minnesota), 1968
박사, 미네소타 대학(University of Minnesota), 1970

ROBERT A. PETERSON is Associate Vice President for Research at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John T. Stuart III Centennial Chair i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Charles Hurwitz Fellow. 

Before taking up the current position, he had worked as deputy director and director of research 

at IC2 Institute,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from 2004 to 2013 and, is director at IC2 Institute 

since 2013.

In June 2012, he made a keynote speech at the Academy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Con-

ference in Macau, China, under the theme of “Entrepreneurship, Open Innovation and the Research 

University” and, in 2006 he won the Incentive Marketing Association’s Distinguished Teaching 

Award.

He co-edited AMS Review in 2008 and was President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Currently, Peterson’s writings are used for marketing textbooks in around 100 prestigious universi-

ties world-wide.

로버트 피터슨 부총장은 현재 텍사스 대학교의 연구 부총장이며, 존 T. 스튜어트 III 

(John T. Stuart III) 경영학 100주년 위원장 및 찰스 허위츠(Charles Hurwitz) 연구원이다. 

현 직책을 맡기 전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동 대학교에서 IC2 연구소 연구이사를 역임

했고, 2013년 부터는 연구소 이사도 맡고 있다.

2012중국 혁신 및 기업가정신 컨퍼런스 아카데미에서 “기업가 정신, 개방형 혁신과  

연구대학”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으며 2006년에는 IMA(국제마케팅협회) 최고  

교수상을 수상했다.

2008년에는 AMS 리뷰 공동 편집을 진행했으며 前, 마케팅 과학 아카데미 회장직도  

역임했다.

피터슨 부총장의 저서는 세계 100여 개 유명대학의 마케팅 교재로 쓰이고 있다.

Keynote Speech 기조강연 

Robert Peterson  로버트 피터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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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식량 가치 사슬은 지난 10년간 주요 변화들을 겪어왔고, 앞으로 더 많은 변화들이 예기되고 있다.  

이러한 식량 가치 사슬은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의 뚜렷한 도전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다양화 되고 있는  

소비자 선호도를 해결하는 것이 그 중 하나이다. 이는 세계가 직면한 첫번째 도전으로 시장 이질성의 증대

와 분열을 반영한다. 두번째 도전과제이자 전 세계의 세번째 도전은 2050년 까지 96억 인구에 식량을 공급

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도전과제 모두 식량 가치 사슬 내외부에서 개방형 혁신과 주체들 간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개방형 혁신을 통한 도전과제 해결에 있어 특별한 방안중 하나는 전 세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급된 기술들의 창의적인 활용이다.

식품산업 변화의 시기! 
도전과 창조적 혁신

로버트 피터슨

텍사스 주립대학교 연구부총장

The traditional food value chain has experienced major changes in the past decade, and more changes lie 

ahead.  Globally there are two distinct challenges facing the food value chain.  One challenge is addressing 

the increasing diversity in consumer preferences.  This is primarily a first world challenge and reflects the 

increasing heterogeneity and fragmentation of the marketplace. The second challenge is supplying food to 

9.6 people by 2050.  

This is primarily a third world challenge.  Both of these challenges can be addressed through open innova-

tion, the collaboration of entities both within and outside of the food value chain.  Of particular assistance in 

addressing the challenges through open innovation is the creative use of technologies sourced globally from 

a variety of disciplines.  

Time for the change in food industry! 
Innovation and Creative challenge

Robert A. Peters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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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주목하는 식품 
R&D 혁신사례

Creative examples of food R&D 
that catching worldwide attention

호날드 비체스 / Dr. Ronald W. Visschers
現, TNO 연구소 비즈니스 라인 매니저 / Business Line Manager, TNO

주제강연1

Memo



Nationality

Current Position

Organization

Professional Experiences

국적

직책

소속

경력

Netherlands 네덜란드

Business Line Manager 비지니스부문 매니저

TNO TNO 연구소 

Dr. Ronald W. Visschers (1965), is manager of the TNO research program Efficient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Food. He is responsible for the research strategy ranging from understanding taste 
and texture of solid and semi-solid food materials for reformulation purposes to the screening and 
development of new processing methods for functional health ingredients. 

The program is executed by more than 40 researchers within TNO and has national and interna-
tional collaborative partners. The program assists many companies in developing specific inno-
vations for their food products. His main expertise includes protein and polysaccharide structure 
and functionality, rheological aspects of oral processing as well as flavour release and perception. 
Dr. Visschers is co-author on more than 45 scientific publications and co-inventor of two patent 
applications.
 
10-present Business Line Manager TNO
Integral responsibility for strategic development, acquisition and excution of research and project 
portfolio focussed on Food Quality and Production 
TNO, Quality of Life, Zeist
09-10 Knowledge and Program Manager TNO
08-09 Program Manager TNO
managing a research and project portfolio focussed on Food Quality and Production
TNO, Quality of Life, Zeist
05-08 Principal Scientist and Account Manager
Delivering unique texture and flavour sensations 
NIZO Food Research, Ede
99-05  Project Leader WCFS / NIZO
1. Food Biopolymer Dispersions and Gels
2. Dynamics of Biopolymer Networks and Textures
NIZO Food Research,  Ede
97-99  PULS Fellow 
NWOAssembly and Aggregation of Integral Membrane ProteinsStructural Biology, VU Amsterdam
95-97 EMBO 
Fellow‘De-Novo’ Design and Oligomerization of Porphyrin Binding ProteinsDept. of Biochemistry 
and Biophysic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호날드 피체스 (1965) 박사는 TNO 연구 프로그램, 효율적인 개발 및 식품생산의 매니저이며,  

재구성의 목적으로 고체 및 반고체 식품 재료의 맛과 텍스쳐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건강 기능  

성분에 대한 새로운 가공법 개발 및 선별을 포함하는 연구 전략을 담당하고 있다. 

TNO에서 40명 이상의 연구자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및 국제 협력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식품에 대한 구체적인 혁신 개발 분야에서 많은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의 전문분야는 단백질과 다당류의 구조 및 기능성, 유동학적 측면의 경구처리, 그리고 향기의 

방출과 지각 분야이다.  피체스 박사는 45 건 이상의 과학 출판물의 공동 저자이며, 2건의 특허  

출원에 대한 공동 발명자이기도 하다.

 
10-현재  TNO비즈니스 라인 매니저
식품 품질 및 생산에 초점을 맞춘 연구 및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 개발, 수집 및  
실행에 대한 통합적 책임 
자이스트(Zeist) TNO, 삶의 질 
09-10 TNO 지식과 프로그램 매니저 
08-09 TNO 프로그램 매니저 
식품 품질 및 생산에 초점을 맞춘 연구 및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
자이스트(Zeist) TNO, 삶의 질 
05-08 수석연구원 및 관리매니저
독특한 텍스쳐와 맛 감각 전달
에데( Ede) NIZO 식품 연구 
99-05  WCFS / NIZO 프로젝트 리더 
1. 식품 생체 고분자 분산제 및 젤
2. 생체 고분자물질 네트워크 및 텍스처 역학 
에데( Ede) NIZO 식품 연구 
97-99  NWO PULS 연구원 필수 세포막 단백질의 조립 및 집합체
VU 암스테르담(VU Amsterdam) 구조 생물학 
95-97 EMBO 연구원포르피린 결합 단백질의 ‘드 노보(de novo)’ 디자인 및 올리고화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대학 생화학 및 생물 물리학과 
 

Session1  주제강연1 

Ronald W. Visschers  로버트 피터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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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식품포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무의식적인 반응과 브랜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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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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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직책

소속

학력

경력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Professor 교수

Cornell University 미국 코넬대학교

Bachelor’s and master’s degrees in Consumer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with specialties in marketing) 
at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학사 및 석사, 서울 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 캘리포니아대학교 (마케팅 전공) 경영학

HaeEun (Helen) Chun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Services Marketing in the School of Hotel Admin-
istration at Cornell University since 2009. Prior to joining Cornell University, she earned her bach-
elor’s and master’s degrees in Consumer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completed her 
doctoral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with specialties in marketing) at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consumer experience management in the service context, with a fo-
cus on the role of consumer emotions, anticipation, and memory. Her other research topics include 
food marketing and food consumption behavior, specifically with respect to nudging consumers to 
make healthier choices. She also investigates consumer behavior and psychological processes in 
response to companies’ green marketing strategies and other broader branding strategies. 

She was granted the Best Paper Award in the Social Responsibility & Sustainability Track from 
the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Summer Educators’ Conference and the Annual Best Article 
Award from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nsumer Studies. She teaches Consumer Behavior 
and Marketing Management for Services, and she has been honored with the Teacher of the Year 
Award and Ted Teng Dean’s Teaching Excellence Award.

전해은(헬렌) 교수는 2009년부터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 호텔 경영학부의  

서비스 마케팅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 대학교 소비자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캘리포니아대학교 (마케팅 

전공) 경영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마친 후, 코넬 대학교에 합류하게 된다. 

그의 연구 분야는 소비자의 감정, 기대심리, 기억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라는  

문맥에서의 소비자 경험 관리를 연구하는 것이며, 또 다른 연구 주제는 소비자가  

 특히 건강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리드하는 등의 식품 마케팅 및 식품구매 

행동에 관한 것이다. 또한 기업의 그린 마케팅 전략과 기타 폭 넓은 브랜드 전략에 대응

하여 소비자의 행동과 심리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미국 마케팅 협회 하계 교육자 대회(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Summer Edu-

cators’ Conference )에서 사회적 책임 및 지속 가능성 트랙 분야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고, 한국소비자학회(Korean Society of Consumer Studies)에서 연간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행동과 마케팅 관리를 교육하고 있으며,  

올해의 교사상과 테드 탱 학장의 교육 우수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Session2 주제강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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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herlands 네덜란드

CEO 대표이사

Innova Market Insight B.V. 이노바 마켓 인사이츠 대표이사 

Ireland’s National University 아일랜드국립대학교

A graduate of Ireland’s National University Patrick has worked in Ireland the United Kingdom and 

for the past twenty years in his adapted country, The Netherlands. 

He founded CNS Media, a technical publisher focusing on food marketing and technology and is 

Co-founder and President of Innova Market Insight. 

The Innova Database is the world’s largest collection of knowledge on the food and nutrition busi-

ness providing full text patents to literature abstracts, new products in 80 countries as well as a 

deep knowledge of markets.

패트릭 매니언 대표는 아일랜드국립대학교 졸업생으로 영국 아일랜드에서 근무해 

왔으며, 지난 20 년 동안 그가 적응해 온 나라인 네덜란드를 위해 일해왔다. 

식품 마케팅 및 기술에 초점을 둔 출판사인 CNS 미디어의 설립자이며 이노바 마켓  

인사이트의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이다. 

이노바 데이터베이스는 식품과 영양 사업에 관한 세계 최대의 지식 총체로써 시장에  

대한 깊은 지식뿐만 아니라 80 개국 신제품에 대한 문헌 초록 원문 특허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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