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자연치즈 심포지엄

New Era & Marketing Trends
for Synbiotics Cheese
▶

일시 2014년 2월 20일(목) 13:30 - 17:30

▶

장소 임실군청 대회의실

인 사 말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14년 청마해 원단에 삼가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1년 우리 학회와 (재)임실치즈과학연구소가
제1회 ‘건강한 삶을 위한 자연치즈 심포지엄’을 개최한 이래 금년에 다시 제 3차 학술심포지엄을 주관하게 된 것을 여러분과
더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북 임실군은 지난 1967년 벨기에인 지정환 신부가 국내 최초로 자연치즈를 제조하는 기술을 전파한 우리나라 치즈의 고향
입니다. 치즈는 전 세계적으로 약 2천여 종류가 보고되었고, 우유로 만든 제품 중에서 맛과 영양이 뛰어난 “유제품의 꽃”
입니다. 음용유가 주도해왔던 우리나라에서 최근 자연치즈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대중들이 치즈의 식품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고, 치즈가 우리의 전통식품과 조화롭게 소비되는
식품으로서 자리 잡아 향후 발전 잠재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한국유산균학회는 2004년 창립된 이후 유산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작년에는 전문학술지 “Current Topics in Lactic
Acid Bacteria and Probiotics” 창간과 Dasan International Conference를 개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지방에서 개최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 수고하신 간사장 정하열 교수님 이하 여러 간사님들의 노고와 희생에 감사를 드리며,
이 행사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신 전라북도 임실군의 호의에 대하여 학회 회원을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회는 유산균에 관심 있으신 정부, 학계, 관련 산업계는 물론 식품과 건강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임실군을 찾아 오셔서 유익한 학문적 교류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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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좌장: 박영서 (가천대학교)

14:10-14:50

Broad and Complex Functional Activity of Lactic Acid Bacteria Isolated from
Healthy Korean
하남주 (삼육대학교)

14:50-15:30

웰빙시대 치즈 개발 방향
신현정 (남양유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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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 break

15:50-16:30

The Recent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 Cheese Science

좌장: 이형재 (단국대학교)
이원재 (경상대학교)

16:30-17:10

Comparison of Nutritional Value of Cheeses Made from Cows’ Milk at Different
Pastures; Nomad, Lowland and Highland
박승용 (천안연암대학)

17:10-17:30

오 시 는 길

질의 및 응답

임실군청(3층 대회의실)
전북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TEL. (063)640-2114 www.imsi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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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IC→순창방면(임실경찰서 방면)
전주→남원 17번 국도-임실IC→순창방면(임실경찰서 방면)
정읍→강진→30번 지방도→순창방면(임실경찰서 방면)

임실터미널 임실읍 운수로 22 (Tel : 063-642-2114)
강진터미널 강진면 호국로 58-62 (Tel : 063-643-1012)
임실읍 춘향로 2932 (Tel : 1544-7788)
임실역

임실IC

순창방면

▶

임실경찰서

문의처

한국유산균학회 (Tel : 031-750-5378)
남원방면

※ 심포지엄이 종료된 직후 한국유산균학회 임시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니 학회 회원분들은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