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피부기능식품연구회 심포지움
♣ 모시는 글
피부미용기능식품은 이너 뷰티의 개념 확대와 함께 사회적인 요구도가 커지고 있으며 효능에 대한 과학
적 검증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회는 식품의 피부 기능 연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왔으며, 특히
지난 1년간 피부기능식품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검증 방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결
실로 “피부기능식품의 현재와 과학적 이해” 라는 주제로 2013년 심포지움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셔서 활발한 토론과 폭 넓은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2013년 10월
피부기능식품연구회 회장 조 윤 희
♣ 프로그램 안내

주제: 피부기능식품의 현재와 과학적 이해
일시: 2013년 11월 29일 (금요일) 9:00 - 17:00
장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청운관 지하 1층 중강당 (B117호)
프로그램 내용 (연사명, 소속)
09:00 - 10:00 등록 및 인사말
10:00 – 10:30 건강기능식품 법규 및 피부미용식품의 전망
(김수창,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10:30 - 11:00 콜라겐 소재의 한.중.일 아세안 뷰티푸드 소재 기능 연구 및
산업화 연구 (서대방, ㈜ 아모레퍼시픽)
11:00 – 11:30 Encapsul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피부미용 소재의 생체 이용률
향상 및 신규 소재 연구

(Akifumi Nagatome, 일본 모리시타진단)

11:30 – 12:00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한 건기식과 화장품의 Total solution 사례
(김영호, ㈜삼양제넥스)
12:00 - 13:30 Lunch
13:30 – 14:00 피부 건강에 대한 콩 유래 화합물의 분자 기전 (이기원, 서울대학교)
14:00 – 14:30 피부 세라마이드 플랫폼 구축 및 이의 의생명 연구 적용
(류광현, 경북대학교)
14:30 - 15:00 식품 유래 소재의 피부 미백 효능 및 기전 (최상윤, 한국식품연구원)
15:00 - 15:20 Break
15:20 - 15:50 유산균과 피부 건강 (정대균, 경희대학교)
15:50 – 16:20 GABA의 숙면과 피부 건강 효과 및 기능성 식품 개발 연구
(지민영, ㈜ 파마푸드 코리아)
16:20 - 16:50 아토피 피부염과 피부기능식품 연구 현황 (이양원, 건국대학교 피부과)
♣ 심포지움 등록안내
등록비: 사전 등록 – 학생 3만원, 일반 5만원 (책자, 점심, 주차할인권 포함),
당일 현장등록 – 학생 4만원, 일반 6만원
사전 등록방법: http://www.komets.or.kr (한국대사체학회) 팝업창에서 피부기능식품 연구회 회원가입
및 사전 등록 (계좌이체,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모두 가능)
사전등록기간:

2012년 11월 25일 (월) 까지

등록확인/ 심포지움 관련 문의: <newj88@gmail.com>, <hleany@nate.com>
031-888-6178 (주연아), 031-201-3819 (신지혜)
입금확인 문의: 010-3738-1509 (유승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