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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수원 웨딩의 전당
일 시 2016년 11월 15일(화) 10:00~14:30

축산식품 제대로 알고 먹자
2016년 제2회 축산과 건강 심포지엄
오/시/는/길
셔틀버스 이용시
- 화서역 6번 출구
- 버스정류장 (서호생태 수자원센터 : 15~20분 간격 수시운행)
일반버스 이용시 (종합운동장 하차)
- 5, 25, 25-2, 27, 36, 55, 62-1, 63, 65, 301, 310, 777, 8
수원역(12번출구) - 5, 301, 310, 77
좌석버스 이용시
- 3000 (강남역) 7번출구 / 7770 (사당역) 4번 출구
- 900 (구로공단) / 2007 (성남) / 300 (범계역)
택시 이용시
- 화서역 1번 출구 길 건너 10분 거리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20

문의처
김근배 교수 : 031-670-3027 / 010-7225-5986
윤요한 교수 : 02-2077-7585 / 010-5007-1536
남기창 교수 : 061-750-3231 / 010-6747-9298

이원재 교수 : 055-772-1884 / 010-7171-6198
허선진 교수 : 031-670-4673 / 010-5441-9438

(사)한 국 축 산 식 품 학 회
Korean Society for Food Science of Animal Resources

http://www.kosfa.or.kr / Tel: (02)458-4594 / Fax: (02)455-459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본관 614호

초대의 말씀
아시다시피 고기, 우유, 계란은 영양가가 풍부하고 맛있는 식품입니다. 축산식품을 적절하게 섭취함으로써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면역을 증가시켜 생명연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축산식품에서 각종 생체물활성물질에 의한
건강에 이로운 기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고 인류의 꿈인 건강하게 장수하는데 매우 중요한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축산식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무분별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된 적도 많았습니다. 축산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야 말로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는 길잡이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주부회원들과 축산관련 종사자를 모시고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축산식품의 영양과
건강적 가치에 대해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대중성이 있는 저명한 연사를 모셨기 때문에 더욱 흥미 있는 심포지엄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축산식품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6년 11월
(사) 한국축산식품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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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포 지 엄 >>
좌장: 고경철 대표 (㈜한국육류연구소)

11:00~11:30

축산식품 제대로 알고 먹자
경상대학교 주선태교수

11:35~12:05

한의학 관점에서 보는 동물성 단백질의 중요성
화성행궁명인한의원 김오곤 원장

12:10~12:40

비만과 대사질환의 적! 동물성 포화지방인가? 당인가?
트럼프미디어 홍주영 작가 (MBC 스페셜 “밥상, 상식을 뒤집다-지방의 누명” 제작)

12:45~14:30

점심식사

이 성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