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도 식품 련 학술행사  박람회 개최일정

  본문은 2005년에 개최될 학술 회, 세미나, 박람회. 시회 등에 한 정보를 수록한 것이다. 자세

한 내용  일정에 한 정보는 해당학회나 주 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학술행사 일정

학술행사 일시 장소 주제

 한국 양학회 춘계심포지움  6.10
 한국과학기술회

 강당

 식품의 양강화기 과 

 식품 양정책방향

 한국식품과학회 정기학술 

 회  국제심포지움
 6.15-6.17

 이소 라본의 안 성  효능

 국제심포지움
 6.21

 연세 학교 

 동문회  3층

 회의실

 신약개발 한 미생물 화학 

 심포지엄
 6.2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능식품 개발 략 심포지엄  7.1
 서울 학교 

 호암회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국제심포지엄  정기학술 회
 6.30-7.1

 고려 학교 

 인 기념

 Microorganism and 

 Human well-being

 2005 용기포장 국제심포지엄  7.8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강당

 기능성 발효식품 개발방향  

 마  응 략 포럼
 7.6

 (재) 라북도생물

 산업진흥원

 제 18차 국제 효소공학 

 학술 회
 10.9-10.14  경주 호텔  

 한국 양학회 추계심포지엄  11.3-11.5  경주 콩코드호텔
 양섭취기 에 한

 국가   국제  심

 한국응용생명화학회  11.3-11.5  제주 학교  

  국내․외 학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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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명 일시 개최장소

 국제차 문화  6.15-6.19  COEX 인도양홀

 2005 자연건강식품 박람회  10.13-10.16  한국국제 시장(KINTEX)

 동경식품공업 (FOOMA)  6.7-6.10  동경 Big Sight

 만식품기계 (FOODTECH TAIPEI)  6.16-6.19
 Taipei World Trade 

 Center

 만식품 (FOOD TAIPEI 2005)  6.16-6.19
 Taipei World Trade 

 Center

 보르도 와인 (VINEXPO)  6.19-6.23
 Parc des Expositions de

 Bordeaux Lac o

 북경국제 식품, 음료박람회

 (FHC/PROPAC BEIJING)
 6.28-6.30

 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뉴욕 국제 하계 식품  제과박람회

 (NASFT)
 7.10-7.12  Javits Convention Center

 IFT FOODEXPO 뉴올 즈

 식품기술박람회  식품학회
 7.16-7.20

 New Orleans

 Morial Convention 

 Center

 홍콩 식품박람회(FOOD EXPO)  8.11-8.15
 Honkong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er

 상해 Sweet CHINA  8.31-8.15
 Everbright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er

2. 국내외 박람회  시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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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명 일시 개최장소

 호주 식품박람회(FINE FOOD)  9.12-9.15
 Sydney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er

 미국 자연식품 박람회

 (Natural Products EXPO)
 9.16-9.18

 Washington 

 Convention Center

 IEEP 라스베가스 식품공정 박람회

 (FOOD Processing EXPO)
 9.26-9.28

 Lasvegas Convention 

 Center

 말 이시아 식품  식품첨가물

 (FI-ASIA Malaysia)
 9.27-9.29

 Putra World Trade 

 Center

 동경 식품개발

 (HI/S-TEC 2005)
 10.5-10.7

 Tokyo Big Sight 

 West Halls 1&2

 퀼른 식품개발 (ANUGA)  10.8-10.12  Koelnmesse

 시카고 세계 식품박람회

 (Worldwide Food Expo)
 10.26-10.29  McCormick Place

 오사카 호텔․ 스토랑 & 식음료  11.1  INTEX Osaka

 청도 국제 수산물 박람회

 (Aquaculture CHINA 2005)
 11.1

 Guangzhou

 Exhibition Center

 상해 식품  음료 (FHC 2005)  11.15-11.18

 INTEX-Shanghai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리 건강식품박람회

 (FI-Europe/Food Safety & 

 Hygiene 2005)

 11.29-12.1
 Paris Nord Villepinte, 

 Fr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