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급식외식위생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교육

언택트 시대의
급식·외식 사각지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관리 전략
I 일 시 I 2021년 10월 29일(금) 09:00-17:00
I 장 소 I 온라인중계
※ 학회 종료 후 1주일간 다시보기 가능
I 주 최 I (사)한국급식외식위생학회
I 후 원 I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쓰리엠㈜, ㈜해썹코리아, 파워북, ㈜교문사

초대의 글
존경하는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가을은 두 번째 봄이라고 합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계절 10월에 한국급식외식위생학회에서는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언택트 시대의 급식·외식 사각지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관리 전략’ 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학술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회원님들과 학술현장에서 직접 만나 학문과 학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도리이지만 회원님들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속히 코로나 펜데믹이 끝나길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비대면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외식 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은
국민건강과 식생활 안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에 식품유통경로의 다변화라는 시장의 변화와
코로나로 가속화된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로 급식·외식 산업계에서도 역시 식품안전성 문제가 최우선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대회에서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아직까지 급식·외식산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배달음식과
노인급식소 등 사회복지시설의 위생·안전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학계와 산업계, 그리고 공공부문 간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고자 합니다.
2021년 한국급식외식위생학회 추계 학술대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관련 기관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급식·외식산업의 사각지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사)한국급식외식위생학회 회장 홍완수

PROGRAM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
‘언택트 시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의 직무 역량 강화’
사회 : 김미혜 교수 (호서대학교)
9:00~9:25

등록 및 입장

9:25~9:30

개회사

홍완수 회장 (상명대학교)

Session Ⅰ
9:30~10:00

10:00~10:15

10:15~10:30
10:30~10:45

좌장 : 이경아 교수 (대구카톨릭대학교)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안전관리 방안
최경아 팀장 (중앙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스마트 위생안전관리
김미옥 교수 (대구보건대, 경북 고령군센터)
코로나로 인한 순회방문지도 공백을 극복한 비대면 위생안전관리 개선 사례
류호경 교수 (부산대, 경남 양산시센터)
Coffee Break
좌장 : 김진희 교수 (한남대학교)

Session Ⅱ
10:45~11:15
11:15~11:45
11:45~12:00

감정치유를 위한 갈등관리 방법론
성기원 대표이사 (인컬리지)
서로에게 영양분이 되는 소통 스피치
이은영 원장 (모아 아나운서아카데미)
질의응답 및 폐회

[추계 학술대회]
‘언택트 시대의 급식·외식 사각지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관리 전략’
사회 : 배현주 교수 (대구대학교)
12:00~13:30
13:30~13:40

정기총회 및 e-포스터 관람
홍완수 회장 (상명대학교)

개회사

Session Ⅰ: 식품산업의 언택트 소비 대응 방안
13:40~14:20

14:20~14:50

14:50~15:00
15:00~15:20

좌장 : 이인숙 교수 (위덕대학교)

[기조강연] 비대면시대 유통트렌드 변화와 식품산업의 대응전략: D2C 구독경제 사례 중심으로
정연승 교수 (단국대학교)
[주제강연1] 언택트 시대의 HMR과 배달음식 포장 전략
차규환 소장 (GVIS Packaging Consulting)
토론자
문혜경 교수 (창원대학교)
Coffee Break

Session Ⅱ : 급식·외식 사각지대의 위생·안전 관리
15:20~15:50
15:50~16:00
16:00~16:30
16:30~16:40

좌장 : 김명희 교수 (영남대학교)

[주제강연2] 코로나 시대 HMR과 배달음식 시장변화와 식품안전
윤요한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토론자
김현정 본부장 (한국식품연구원)
[주제강연3] 노인 등 사회복지 급식안전관리 시범사업 현황과 향후 과제
이주은 교수 (서원대학교)
토론자
강윤숙 사무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Session Ⅲ
16:40~17:00

시상식 및 폐회식

2021년 10월 4일(월) ~ 10월 25일(월)
사전등록 기간 사전등록시
사전등록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학회메일(safeserve2@naver.com)로 제출
사전 등록의 자세한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www.fssanitation.com) 참고
구 분
사전등록비

어급센 교육

참가비(원)
회원
10,000

추계학술대회 20,000

25,000

비회원
15,000
25,000

35,000

학생 (대학원생 포함)
무료
10,000

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