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자의 소감 

(참가후에 개인 메일로 보내온 총평) 

A: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번 Surimi School 에 참석하여,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의 연구성과는 현업에 있는 저희에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재성찰과  확신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생활 하면서 연제품제조에 있어 뚜렷한 길잡이가 없어서 

막막 했는데,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많은걸 배우고, 일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BCK) 

 

B: 이번 1ST SURIMI SCHOOL KOREA 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기회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육을 만드는 사람도 사용하는 사람도 아니지만,관련된 사람들과 일을 하고 있고, 또 부산

에서 나고 자라 어묵에 익숙한 소비자로서 조금 이나마 어묵에 대해 알고 일을 하고, 먹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고국에서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된 것에 많이 벅차하신 것 같아, 저도 같이 감격했습니

다. 많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교수님!~~~ ^^ 

둘째날 너무 피곤해 보이셔서 걱정이 좀 되었네요! 어찌 미국 복귀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JHK) 

 

C: 이번 Surimi school 에서는 만나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같은 업계에 큰 선배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HSK) 

 

D: 교수님. 이번 Surimi School Korea 를 통해 많은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국 연제품 

업계도 지속적인 Surimi School 을 개최한다고 하니, 향후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거라. 

기대됩니다. 저희회사도 지속적으로 교육에 참석, 인재양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KWR) 

 

E: 박 재 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수리미 스쿨에 인사드리게 되어 반가왔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후학들을 위해 Teaching 하시는 교수님의 Passion 은 대단하시다는 걸 다시금 

느꼈답니다. (YCL) 

 

프로그램 끝에 질의서에 제출/기재된 일부 참가자의 의견 – 

1. 좋은정보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얼마나효과적으로 적용시킬수있을지 과제가 

될것같습니다. 이론적인부분에 그치지않고 환경에 맞추어개선할수있도록  노력이  

필요할것같습니다.  



2. 유익한시간이었습니다. 알고있던내용도더깊이추가적으로 알수 있었고다른업체소개에서도 

간접적으로나마기술적인부분이나 아이디어등을 참고로실무에적용해볼수있을것 같습니다. 

다음모임에도 참석하겠습니다. 

 

3. 제가하고있는일에 더 깊이 있게 할수있는 기회로 아주 유익했습니다. 이런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4. 발표하신교수님및업체관계자분들의 지식과내용에 준비를 많이해주셔서 정말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surimi 및 어묵맛살산업발전에 있어  커다란도움이 되었다고 감히 

말씀드일수있겠습니다. 다시한번 이번세미나를 준비해주신교수님이하 동명대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5. 제공책자의 내용과 발표자료가 일치않는 경우가 있음  

6. 피쉬스넥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7. 수리미시장 trend 에 좀더 시간할애바랍니다. 너무기초적인내용은 skip 바랍니다 (전분, 

위생등). 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건강하게 오랫동안 한국수리미학자로 남아주십시오. 

    

8. 짧은기간동안감사합니다. 하나 말씀드리려면 짧은시간에 많은정보를얻게되면 좋지만 

과부화가걸리는 거 같습니다.  

9. 제 1 회수리미쿨을 개최하게되어 기쁩니다. 지속적인실시및 연제품시장의 성장을 위한 

업체교류의 장/협업의장을 감당해주길기대합니다.  

10. 각나라별어육가공품에대한동향을 좀더공유할수있는시간이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 해외강사의경우 통역을 통해 의사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12. 어육제품을 만들면서 항상가려웠던 부분을긁어주셔서 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수리미스쿨이 언제일지모르나 좋은내용, 훌륭한강의기다리겠습니다 

13. 일정이너무 타이트함. 교육이 좋았음. 해외연제품에대한 동향은알려주는것은 

좋지만그제품에대한 자세한정보가 공유되길바랍니다.  

14.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쉬는시간이 부족합니다.  

15. 한국에서 자주이런프로그램이 열렸으면좋겠습니다. 자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