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국축산식품학회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게 더욱 의미 있는 한해가 되시길 바라며,
2014년도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을 “축산식품의 신 시장 창출을 위한 할랄푸드”라는 주제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축산식품 산업의 현실은 현재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AI와 같은 질병과 FTA 등 대외적인 환경에 의해 지속적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회원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업계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최근 한국의 축산식품 산업을 더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되
며, 그 중에서도 특히 할랄 푸드(Halal Food)가 세계적인 큰 시장으로 대두되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
니다. 이에 2014년 한국축산식품학회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에서는 대한민국 축산식품의 신 시장 창출을
위하여 할랄 푸드의 생산 및 수출 전략 등 추진방안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누는 뜻 깊은 자
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쪼개어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 강연을 해 주실 연사님들과 짧은 기간 동안
본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을 준비하신 김진만 간사장님 이하 간사님, 그리고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2월
(사)한국축산식품학회 회장 전우민 올림.

행사일정
13:00-13:30 등록
13:30-13:40 회장 인사
13:40-14:20 정기총회 및 평의원회
Symposium
좌 장: 최양일 교수(충북대학교)
14:30~15:10 : 한식의 HALAL 인증 절차와 한식 HALAL FOOD의 이슬람 문화권 현지 소비자 조사
아워홈(주) 장성호 연구원장
15:10~15:50 : 할랄에 대한 이해와 인증프로세스
펜타글로벌 방해룡 상무
15:50~16:10 : Coffee Break
16:10~16:50 : 닭고기 수출 활성화를 위한 무슬림시장 진출방안
건국대학교 김진만 교수
16:50~17:00 : 종합토론

< 오시는 길 >

대중교통편 안내
1. 지하철 이용
서울대 정문으로 오시는 경우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하차, 호암교수회관 및 기숙사를 거쳐 후문으로
오시는 경우에는 낙성대역에서 하차. (지하철역에서 서울대까지는 도보로 약 25~35분소요)
* 농생대까지 오는 방법
- 서울대입구역 하차
- 3번 출구로 나옴
- 학교 셔틀버스나 시내버스(5511, 5513) 또는 택시 승차
* 운행노선 (괄호 안의 숫자는 학내 버스 정류장 번호임)
- 행정관행 셔틀버스 : 서울대입구역 → 행정관 앞 잔디밭(4-1) → 서울대입구역
- 제2공학관행 셔틀버스 : 서울대입구역 → 제2공학관
- 5511번 시내버스: 서울대입구역 → 정문 → 경영대(18) → 행정관(4) 방향으로 순환
- 5513번 시내버스 :서울대입구역 → 정문 → 행정관(4) → 경영대(18) 방향으로 순환
•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4번 출구)
4번 출구로 나와 직진하다 주유소에서 좌회전하여 제과점 앞 정류장에서 02번 마을버스를 이용합니다.
* 학내까지 오는 방법
- 낙성대역 하차
- 4번 출구로 나옴
- 마을버스 02번 또는 택시 승차
2. 버스 이용
• 서울대입구역 : 5511번, 5513번
• 낙성대역 : 관악02번
• 신림역 : 5516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