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 KOREA 2016
국제식품소재기술전
2016. 9. 21(수) – 22(목) 서울 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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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Ingredients
식품소재

Food Tech
푸드테크

Food Safety
식품안전

Bio Food
바이오푸드

주최: FI KOREA 주관: (사)한국식품안전협회, 글로벌컴스㈜

7,000여 명의 식품 산업 전문가와 함께하는 B2B 전문 전시

FI KOREA 2016
명칭 : 2016 국제식품소재기술전 (FI KOREA 2016)
기간 : 2016년 9월 21일(수) - 22일(목)
구성 : 전시 / 컨퍼런스 / 식품소재기술세미나 / 수출상담회
장소 : 서울 aT Center
주최 : FI KOREA
주관 : (사)한국식품안전협회, 글로벌컴스㈜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협력 : 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 사단법인할랄협회, (사)해외농산업포럼, 한국농어민신문, 식품저널,
식품음료신문, 21food, Zilzar, 리얼푸드

왜 FI KOREA 2016인가?
국내유일의 국제식품소재기술전
FI KOREA는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이끌 국내 유일 식품소재, 첨가물, 기능성식품 전문 전시입니다.
매년 식품소재 및 첨가물, 천연 및 건강기능성 식품소재, 식품안전 및 기술, 바이오 식품기술 분야 등 최신 정보를 제시하며
국내외 식품산업 전문가들의 정보 교류 및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국내외 식품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합니다.

FIㅣFood TechㅣFood Safety | Bio Food 통합전시
대한민국을 포함한 주요 25개국, 280여개의 국내외 식품관련 업체들이 이번 FI KOREA 2016 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식품소재 산업의 최신동향에 발맞춰 FI KOREA 2016은 FI(식품소재), Food Tech(푸드테크), Food Safety(식품안전), Bio Food(바이오푸드)
통합전시로 개최되며 식품산업발전의 초석이 되는 식품소재의 최신 트렌드 및 제품 기술 정보를 제시 합니다.

FI KOREA 2016 구성
• 전시 (25개국, 130개사, 170부스)
식품소재 / 식품첨가물 / 식품기술 및 장비 / 식품안전 / 바이오 식품

• 컨퍼런스 (6개 세션, 국내외 12명 연사)
세계식품소재기술트렌드 / 국내 식품산업 육성방안 / 근강화 항비만 당조절 소재 연구 등

• 식품소재기술세미나 (30개사 50개 주제)
국내외 기관 및 기업의 우수 기술 발표 및 제품 발표 / 해외 우수 기업 투자설명회 및 사업전략

• 비즈매칭
바이어와 1:1 비즈니스 상담 / 수출입 계약, MOU 정보교류의 장

• 전시품목
카테고리

세부품목
(기능성식품소재)영양제, 다이어트식품, 생식품, 인삼및차, 아미노산, 다이어트식이섬유, 지방산, 유산균, 미네랄, 버섯, 올리고당, 펩타이드, 인
지질, 식물추출물, 단백질, 해초류, 비피도박테리움, 바이오액티브구성요소, 유화제,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의료및아로마식물, 에센셜
오일, 대체지방, 오일및왁스, 기능성식품군
(천연식품소재)낙농품, 계란제품, 과일제품, 채소제품, 약초, 꿀제품, 견과류, 소금, 수산식품, 씨앗류, 장류, 유기농제품

Food Ingredients (일반식품소재)전분, 소르비톨, 유지, 지방대체제, 밀가루, 효모제품, 건조채소, 건조육류, 냉동/냉장식품, 양념, 스파이스, 유제품, 건강제품, 식
물추출물, 농축음료, 절임류, 대두류, 인스턴트차, 코코아제품, 식이섬유, 밀가루개량제, 볶은씨앗및견과류, 곤충식품소재

(식품첨가물)산도조절제, 고결방지제, 소포제, 산화방지제, 표백제, 중량제, 피막제, 색소, 색소접착제, 복합식품첨가물, 유화제, 효소, 향료, 풍
미증진제, 습윤제, 영양첨가제, 보존제, 안정제및응집침전제, 감미료, 증점제, 검기초제, 변성성분, 충진제, 기능성식품첨가제, 식품가공제
(할랄식품)할랄인증식품소재
(식품ICT융복합)

Food Tech

Food Safety

빅데이터(트렌드분석, 소비자분석, Data활용, 스마트팜, 주문형제조기술, 시험검사, 식품안전)
IoT(실시간재고관리시스템, 물류최적화프로그램, 항온항습, 냉동공조균질화자동조절시스템, 이력추적관리및위해요소관리시스템, 센서, RFID)
AI (제조보관환경조절, 소비자맞춤영양표시, 맞춤형레시피, 로봇제어, 임베디드)
O2O(유통, 맛집, 결재, 배달, 정보제공, 직거래서비스, 모바일쿠폰및상품권, CRM, e-비즈니스)
스마트푸드(인공식재료, 3D프린터, 대체식품소재, HMR, 간편식, 조리식, 건강식, 노인식, 환자식)
자동화(FMS, 로봇시스템, 자동제어기기, 공정제어기기, 공정관리시스템, 공장자동화기기및구성요소, CAD/CAM, AE, CAE, CIM 및 관련시스템,
포장, 물류기기및시스템)

(식품안전)식품안전관리인증, 식품위생, 식품이력추적관리, 식품기준규격 등
(건강기능식품)노화방지, 알레르기, 면역기능, 뇌기능, 암예방, 위장건강, 정신건강, 비만, 피부건강, 숙면기능식음료

Bio Food

(바이오식품)바이오식품, 식품가공기기, 식품소재&첨가물생산및응용기술, 식품시험장비, 포장기계, 포장재
(화장품소재기술)화장품원료및기술, 향수, 피부기능성원료및기술, 두피/헤어관리기능성원료및기술, 제조, 측정기계, 분석테스트장비, 용기,
포장재, OEM

전시안내
Ⅰ. 조기 참가신청 특별할인
2016년 1월 1일 ~ 2016년 4월 30일

참가비 10% 할인

2016년 5월 1일 ~ 2016년 7월 31일

참가비 5% 할인

2015 국제식품소재기술전 참가업체에게는 위 기간 동안 5%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

Ⅱ. 참가업체 특전
- 식품소재기술세미나 발표 기회 제공 : 330,000원 상당, 30분 발표

Ⅲ. 중소기업관련 특별할인
- 전년도 매출액 15억 이하 업체 특별할인 : 사무국에 문의

참가비
부스 타입

단가 (부가세 별도)

독립부스 (Space Only)

2,300,000원 / 9sqm

기본부스 (Shell Scheme Package)

2,700,000원 / 9sqm

기본부스 (Shell Scheme Package) 포함 사항
업체상호간판, 안내데스크 (1), 의자 (1), 스포트라이트 (3),
전기 (220V/1kw), 플로어카펫 (9sqm), 휴지통 (1)

컨퍼런스 안내
금년 FI KOREA 2016 컨퍼런스는 기관 관계자들의 전문성 및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 참가기관에게 컨퍼런스 세션 주최 기회
를 제공 하오니 귀 기관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스패키지수량

금액 (부가세 포함)

주요혜택

10개 부스

3천3백만원

• 1개 세션 (2시간) 구성 • 국내외 연사 초청 • 전시 디렉토리 내 광고 1면 삽입

6개 부스

2천5백만원

• 1개 세션 (2시간) 구성 • 국내외 연사 초청

6개 부스

1천6백만원

• 1개 세션 (2시간) 구성 • 국내연사 초청

4개 부스

1천1백만원

• 1개 세션 (2시간) 구성 • 국내연사 초청

FI KOREA 2015 전시
전시규모: 12개국, 130업체, 186부스
참관객: 총 5,120명

참가업체 만족도 및 2016참가의향 분석
[전시만족도]

[차년도 전시 참가의향]

4% 불만족
17%

42%

4% 참가불투명
34%

매우만족

보통

62%

검토후참가

참가희망

37% 만족
직종 및 업무별 분류, 참관목적
[직종별분류]

42.7%

관련업계종사자

24.7%

15.9%

12.2%

4.5%

유통

제조

학교/연구소

학생

[업무별 분류]

24.2%

21.7%

경영자 연구개발

17.8%

13.7%

판매/영업

관리/총무

8.4%
구매자

6.2% 5.1% 2.9%
무역

생산
/제조

품질관리
/검사

[참관목적]

34%

25.8%

신상품/기술정보수집 협력 및 제휴업체 물색

21.7%

일반관람

11.9%

제품/기술구매

6.6%

기타

FI KOREA 2015 컨퍼런스
프로그램위원회

컨퍼런스 성과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황금택 교수 (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권오란 교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역정보전공

문정훈 교수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황재관 교수

한국식품연구원 원장 권한대행

권대영 박사

빙그레 식품연구소

신영섭 소장

이노바마켓인사이트 한국사무소 (주)인그레시아

최정관 대표

주제 : Big Data, Good Food
초청연사 : 국내 13명, 해외 6명
참가인원 : 7개 세션 총 1,020명

컨퍼런스 프로그램
1일차: 9월 2일 (수)

2일차: 9월 3일 (목)

기조연설
10:10-10:30

10:30-12:15

좌장: 황금택 교수 (서울대학교)
상상하지 말라. 관찰하라.
송길영 부사장 ((주)다음소프트)
Session 1 빅데이터와 식품소재산업의 적용과 활용
좌장: 문정훈 교수(서울대학교)

10:30-11:05

농식품 도매시장 가격과 기후 데이터의 상관관계 분석
박진 본부장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1:05-11:40

빅데이터를 통한 건강관리
신수용 교수 (서울아산병원)

11:40-12:15

상품개발과 가공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위난드 알케마 (니조 푸드 연구소)

13:40-16:00

Session 2 빅데이터와 기능성 소재
좌장: 권오란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10:00-11:45

Session 4 소재개발 성공전략
좌장: 권대영 박사 (한국식품연구원)

10:00-10:35

인삼열매의 건강 기능
서대방 팀장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뷰티푸드연구팀)

10:35-11:10

이소말토올리고당 첨가에 의한 식품의 물성 개선
한태철 차장 (삼양그룹 식품연구소 솔루션센터)

11:10-11:45

기능성 지질 소재의 성공적 개발
정국훈 연구소장 (㈜두산글로넷 바이오텍연구소)

13:40-15:25

Session 5 식품소재산업 정책
좌장: 이상준 고문 (아모레퍼시픽 기술원)

13:40-14:15

식품·외식산업 정책 방향
이주명 식품산업정책관 (농림축산식품부)

13:40-14:15

심장혈관계 질병에 대한 새로운 기능성식품의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소재 개발을 위한 생물정보학적 접근
허먼 반 비트마쉔 (티앤오)

14:15-14:50

항노화산업 정책 동향
이중근 본부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4:15-14:50

컴퓨터 가상인체 시스템을 이용한 복합약리 분석기술
이도헌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KAIST)

14:50-15:25

한국의 식품소재산업 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권대영 박사 (한국식품연구원)

14:50-15:25

바이오마커 발굴을 위한 빅 데이터 베이스의 활용
박태성 교수 (서울대학교)

15:25-16:00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이용한 식품소재 누트라수티칼 전달체의 효율적 설계
고상훈 교수 (세종대학교)

16:20-17:30
16:20-16:55
16:55-17:30

Session 3 빅데이터와 식품안전

15:45-17:300

좌장: 박용하 교수 (영남대학교)

15:45-16:20

프로바이오틱스의 지속적인 세계적 성공가치
마크 존스톤 (크리스찬한센 A/S)

16:20-16:55

새로운 프로바이오틱 균주의 선택
앤더스 헨릭슨 (듀폰)

16:55-17:30

식품 내 프로바이오틱스의 성공적인 적용
요한 월크비스트 (프로비)

좌장: 최정관 대표 (이노바마켓인사이트 한국사무소 (주)인그레시아)
축산산업에서의 품질, 지속성 및 상업적 설명서. 고객만족으로 가는 데이터 주도 접근방식
시아란 메간 (㈜아이덴티젠)
MFDS의 화학물질의 복합노출평가에서 빅데이터 정보 활용의 의의
이헌주 대표이사 (켐아이넷㈜)

Session 6 국내외 소재 산업 핫이슈 - PROBIOTICS

FI KOREA 2015 식품소재기술세미나
기업세미나 결과 및 분석
• 참가규모 : 16개사 16개 주제 발표
• 내용 : FI KOREA 2015 참가기업 제품 및 신기술 소개
• 주요 내용 및 일정

No.

참가기업 명

주제

1

아이덴티젠

2

바이오제닉스코리아

신뢰는 가장 중요한 식품성분 - 축산물 안전을 중심으로
┌유산균 100년!」 진실과 오해

3

㈜비전바이오켐

4

이제이 글로벌 코퍼레이션

글로벌 식품 트렌드와 미강(Rice Bran) 소재의 활용

5

㈜파미니티

천연물 유래 개별인정형 기능 식품 소재의 개발 및 인정(국내 최초 기억력 소재 및 남성갱년기 소재의 개발 및 인정)

6

(사)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 (주)제영산업 (주)바이오소재

국내외 바이오 플라스틱의 표준화, 식별 인증현황 및 응용제품

7

프로비던스 그레인 솔루션즈

캐나다 알버타 곡물가치 소개

8

알버타 주정부

캐나다 알버타 주정부 농업 및 식품사업기회

9

한국베름주식회사

유산균 사균체 EF-2001(식품업계 최초 고도기술인정 소재 및 일본유산균 시장 소개)

10

질자르

Halal Super Highway to ASEAN and The Gulf

11

이노바마켓인사이츠 (주)인그레시아

글로벌 식품소재 마케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온라인 전략 팁

12

㈜옹기식품농업회사법인

어된장, 어간장

13

할랄코리아

할랄화장품 제조 및 판매

14

중앙화이버 케미컬㈜

천연 식이섬유, 셀룰로즈 화이버

15

(주)노바렉스

감초추출물을 이용한 간 보호 효능

16

美麗密碼(메이리미마) Total Media 방송으로 접근한 중국 화장품 시장

유산균의 안정성 / 적합한 유산균의 선정

FI KOREA 2015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
수출상담회 결과 및 분석

수출상담회 성과 만족도

• 참가규모 : 바이어 10개국 30개업체, 수출업체 35개업체
• 상담결과 : 165회 상담, 상담금액 3,300만불
• 참가업체
1
2
3
4
5
6
7
8
9
10
11

태웅식품
한국인삼 열매공사(주)
휴림황칠
월드웨이
매일식품
농업회사법인 영양F&S
용대황태연합단 대륭
화인에프티
노바렉스
㈜한선당
푸드사이언스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새재마루
청아굿푸드
카소돔
광동제약
주식회사 수가솔방
다럼앤바이오
오투바이오
카라반코리아
네이처팜
이가자연면
노루바이오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나일랜드
ACE21
FoodPharma
KBCC
설원명작
대덕랩코
설화비88
㈜비전바이오켐
필창농산영농조합법인
㈜파미니티
주식회사 포이엔
이제이글로벌코퍼레이션
㈜코리언 인그리디언츠

3 11% 매우만족

불만족 %

37%
보통

62%
만족

한국식품소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미래를 제시하는 종합 교류의 장
국내 유일의 B2B 전문 전시 및 컨퍼런스

국제식품소재기술전 사무국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11 현대지식산업센터 B동 1114호
T. 02-2008-1210
F. 02-2008-1216
E. exhibit@fikorea.org
H. www.fi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