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시는 글

인구의 노령화와 성인병 발병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 건강 기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적으로도 국민

들에게 각종 질병을 예방하게 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며, 의료비를 경감하게 하기 위하여 건강 기능성 식품소재 및 식품 개발을 통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 기능 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식품과학회의 후원 하에 한국식품과학회 영남지부와 호남지부가 공동으로“기능성식품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주제”로 아시아의

기능성 식품 및 제도를 탐색하기 위하여 한국, 일본, 베트남, 중국의 기능성 식품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국내외 기능성 식품산업의 동향, 기능

성 식품제도 그리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1년도 영·호남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각종 식품들은 국내외 학계의 많은 연구를 통하여 그 기능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기능성 식품의 시장 또한 성장하고 있습니다.

본 심포지엄을 통하여 최근 아시아 국가의 기능성 식품 연구 및 산업동향을 파악함으로써 향 후 이 지역의 기능성식품 산업과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였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많은 연구자 및 관련자 여러분들께서 금번 심포지엄에 참석하셔서 기능성 식품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이들의 동향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1년 9월
한국식품과학회 호남지부장 은 종 방 교수
한국식품과학회 영남지부장 안 동 현 교수

찾아오시는 길 (농업생명과학대학 5호관)

동문
(후문)

남문(정문)

서문
(농대)

북문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5호관 1층 대강당(102호)

광천동 시외버스 터미널 하차고속버스 · 시외버스편

• 택시 15~20분 소요 (요금 : 4,000원 정도)

• 시내버스 37번 버스 이용

시내버스편

• 전대 남문(정문) : 7, 29, 37, 38, 102

• 전대 동문(후문) : 6, 7, 8, 9, 10, 34, 51, 60, 80, 102, 745

항공편

철도편

• 택시 5분 소요 (기본요금)

광주역 하차

• 택시 : 약 30~40분 소요 (요금 : 약 10,000원 정도)

• 시내버스 : 공항버스 탑승 후 광천버스터비널 하차

37번 버스 이용

일시 : 2011년 10월 20일(목) 14:00~18:00

장소 :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5호관 1층 대강당 (102호)

KoSFoST

2011년도 영·호남 식품과학회 국제 심포지엄
- 기능성식품의 현재와 미래 -



14:00 - 14:10 등 록

14:10 - 14:30 개회사 및 환영사
은종방 교수 (한국식품과학회 호남지부장, 전남대)
안동현 교수 (한국식품과학회 영남지부장, 부경대)
이 철 교수 (한국식품과학회장, 고려대)

Session 1   좌 장 : 문제학 교수 (전남대)

14:30 - 15:00
Functional food in Japan and bioactive effect of
natto

Dr. Keitarou Kimura 
(Senior Researcher, National Food 
Research Institute, Japan)

15:00 - 15:30 피부 건강기능식품의 연구 및 산업화 현황
황재관 교수
(연세대)

15:30 - 16:00 건강기능식품제도에 대한 이해
이혜영 연구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기준과)

16:00 - 16:10 Coffee-Break

Session 2  좌 장 : 한기동 교수 (영남대)

16:10 - 16:40
Functional food in Vietnam and functional food
products from Gac (momordica conchinchinensis)
fruit

Mr. Quang-Vinh Nguyen 
(Assistant Professor, Tay Nguyen 
University, Vietnam)

16:40 - 17:10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산업의 현황과 시장동향
허석현 국장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무국)

17:10 - 17:40 Functional food in China and ingredient trend

Dr. BinHai Shi / Mr. Qiang Han
(Senior Researcher/Assistant 
Director, Amway R&D Center, 
China)

한국식품과학회 영·호남 국제 심포지엄 프로그램

■ 행사일정: 2011년 10월 20일(목) 14:00 ~18:00
■ 장 소: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5호관 1층 대강당(102호)
■ 주 제: 아시아 기능성식품의 현재와 미래
■ 후 원: 한국식품과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