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학회
정기 총회/ 심포지엄 개최
존경하는 한국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학회 회원 및 회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회장 고종호 입니다.

2019년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어, 회원님께 초대의 글을 올립니다.
2004년 한국유산균학회로 창립된 이래 회원 여러분들의 열성과 헌식에 의해 유산균 관련
산업 및 학술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2017년 한국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학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6월과 11월 세종대학교에서 진행한 춘계 및 추계 심포지엄에서는 총 600여분이 참
석하여 성공적으로 심포지엄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추계 국제 심포지엄부터는 ㈜삼익유가
공의 고(故) 여송(汝松) 이종익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제정된 신진연구자들을 위한 “여
송(汝松) 젊은 과학자상(Young Scientist)”을 시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및 회원사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덕이라고 생각되며 다
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학회가 산업과 과학 발전의 더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 자주 만날 수 있는 장(場)을 마련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2월 21일 (목), 배화여자대학교에서 정기 총회 및
미니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본 미니 심포지엄에서는 매일 유업의 양진오 연구소장
님의 “프로바이오틱스 신규연구 및 산업화 동향”과 남부대학교 황권택 교수님의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하여, 산업계와 학계 모두에게 유용
한 정보의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 일들로 바쁘시겠지만, 2019년 정기총회와 심포지엄에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를 당부드리며, 학회 발전을 위한 소중한 고견을 주시고, 더불어, 학술 교류 및 친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장에서 뵙겠습니다.
한국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학회 학회장 고종호 드림

일시 : 2019년 2월 21일 (목) 15시 30분
장소 : 배화여자대학교 필운관
3:00~3:30
3:30~4:00

접
수
정기 총회
미니심포지엄

사회 : 간사장 임광세 박사

주제발표 1 :
4:00~4:30

4:30~5:00

프로바이오틱스 신규연구 및 산업화 동향

사회 : 학술간사 서명지 교수

양진오 박사(매일유업 연구소장)
주제발표 2 :

좌장 : 부회장 박훈 교수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방안

5:00~

황권택 교수(남부대학교)
간사회의 및 식사

안내 : 총무간사 국무창 교수

1.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참석 여부를 2월 15일 18시까지 학회메일 (kslabp@naver.com)로 회
신 부탁드립니다. (⓵ 정기총회

⓶미니심포지엄

⓷ 간사회의 및 식사

)

* 학회 홈페이지에 임시총회(2018년 6월)시의 규정개정사항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2. 정기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은 원활한 총회 진행을 위하여 첨부해드린 위임장을
작성하여 2월 15일 18시까지 학회메일 (kslabp@naver.com)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3. 정기 총회 안건
3.1 2018년 진행 결과
⓵ 2018년 사업 및 회계 보고
⓶ 학회 규정 승인 (2018년 6월 8일 임시총회에 의거, 공고된 규정)
⓷ 2019년 감사 인준
4. 오시는 길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 배화여자고등학교 정문을 통해 들어오셔서, 끝까지 올라오시면, 정면으로 보이는 3번 건물
(우측 그림)이 필운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