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 한국급식외식위생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교육
On-line 프로그램

COVID-19 시대에
푸드서비스 업계의
식품안전
I 일 시 I 2020년 10월 30일(금) 09:00-17:00
I 장소 I 온라인 중계
주최
후원
협찬

㈜파워북, 우림인포텍, ㈜세니젠, 한국쓰리엠㈜

초대의 글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올해 2020년은 COVID-19로 인해 사회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한국급식외식위생학회는 창립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어서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한국급식외식위생학회는 20주년 창립기념 행사와 더불어
“COVID-19 시대에 푸드서비스 업계의 식품안전” 주제로 2020년 온라인 추계 학술대회 및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창립기념사 강연을 시작으로 학술대회에
서는 국내외 강연자를 모시고 COVID-19 시대에 정량적 미생물적 위해 평가, 식품안전기술 동향,
식중독 예방 정책, 비가열조리식품에 GAP 농산물 활용, 푸드서비스업계 환경변화, 언택트 푸드
서비스 마케팅, 글로벌 푸드서비스 기업의 운영 변화 사례에 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생안전관리, 비대면
실시간 교육의 인형극 설계 사례, 스마트 급식관리, 환경위생관리를 위한 미생물 실습 교육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COVID-19가 가져올 급식외식업계의 변화를 확인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길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되길 희망하며,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사)한국급식외식위생학회 회장 장 혜 자 배상

PROGRAM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전략”
9:00~9:30

등록

사회 : 김미정 (신라대학교 교수)

9:30~10:00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보육시설
위생안전관리

최경아 (중앙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팀장)

10:00~10:30

포스트 코로나 대응 비대면 실시간
어린이 식생활교육 운영사례

황명옥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부센터장)

10:30~10:50 Coffee Break
10:50~11:20 보육시설의 스마트 급식관리

이동훈 (제일기술 본부장)

11:20~11:50

어린이 급식환경에서의 ATP 모니터링
류지수 (한국쓰리엠 사원)
및 예방위생관리 : 미생물 측정 실습

11:50~12:30

점심식사 및 e-포스터 발표(심사포함), e 식품안전 제품 전시

[학술대회]
“포스트 코로나 푸드서비스 환경 변화와 안전대책”
12:30~13:00 등록
13:00~13:20 개회식(사회자, 인사말, 축사)

SessionⅠ

사회 : 이선영 (중앙대학교 교수)

좌장: 윤기선 (경희대학교 교수)

13:20~13:40 한국급식외식위생학회 20년사

곽동경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13:40~14:10

Quantitative microbial risk
assessment for the food industry
before and after COVID-19 and
SARS-CoV-2

Prof. Donald Schaffner (Rutgers
University)

14:10~14:4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식품 안전 기술
분야 동향

백현동 (건국대학교 교수)

14:40~15:00 Coffee Break (학회 총회)

SessionⅡ

사회 : 이경은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좌장: 류경 (영남대학교 교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푸드서비스업계의 Prof. Junehee Kwon (Kansas State
15:00~15:20
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University)
15:20~15:40 COVID-19 이후의 식중독 예방 정책
15:40~16:00

김성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비가열조리식품, 신선농산물의 안전성
민경진 (장안대학교 교수)
확보를 위한 GAP 농산물 활성화 전략

16:00~16:10 Coffee Break

SessionⅢ

좌장: 한경수 (경기대학교 교수)

16:10~16:3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푸드서비스 마케팅

16:30~16:50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푸드서비스
이진아 (아라마크 부장)
기업의 운영 변화 및 대안

16:50~17:10

시상식 및 closing

이동민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사회 : 김현정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