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보건학종합학술대회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푸드서비스 업계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빅데이터에 근거한 푸드서비스 운영시스템의 변화는
물론이고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급식 운영이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사)한국급식·
외식위생학회는 (사)대한보건협회와 공동으로 2019년 보건학종합학술대회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푸드서비스 영역별
식생활 안전관리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1세션에서는 “데이터 기반 푸드서비스 안전관리” 주제로 리스크 평가에
기반한 식중독 저감화 전략과 외식프랜차이즈 업계에서의 저염식사 제공, 식자재 공급체인에서 데이터 및 기술 기반 품질관리에
관한 이슈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2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급식을 실천하기 위한 지역사회 공공급식분야에서 관리 활동과 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급식과 외식업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학계, 정부, 산업체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03
(사)한국급식·외식위생학회 회장 장 혜 자 배상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푸드서비스 영역별 식생활
안전관리 전략
2019. 04. 05 (금) 13:00
13:00 - 13:30

등록

13:30 - 13:40

개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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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경은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장혜자 한국급식·외식위생학회 회장

개회사
축

사

박병주 대한보건협회 회장

좌장: 김건희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세션 I : 데이터 기반 푸드서비스 안전관리
13:40 - 14:10

리스크 평가에 근거한 급식업계의 식중독 발생 예측과 저감화 전략 .................................... 윤요한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14:10 - 14:40

외식프랜차이즈 업계의 저염 식생활 실천 전략 ............................................................ 이희열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14:40 - 15:00

급식외식 식자재 SCM분야에서의 데이터 및 기술기반 품질관리 현황 ............................... 이강권 ((주)삼성웰스토리 상무)

15:00 - 15:10

Coffee Break

좌장: 서선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세션 II : 지역사회 내 지속가능한 푸드서비스 관리 및 사례
15:10 - 15:2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안전 확보를 위한 실천 사례 .......................................... 이경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15:25 - 15:40

학교급식 동아리 활동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제로 실천 ............................................... 최윤정 (포항효자초등학교 영양사)

15:40 - 16:00

노인급식지원센터의 식생활 안전 관리 전략 .................................................................... 양은주 (공공급식지원센터장)

종

합

토

16:00 - 16:40

좌장: 박혜경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장)

론
김미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
장재남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장)
이수미 ((주)아워홈 식품연구원 부장)
윤지현 (서울대학교 교수)

16:40 - 16:50

폐회식

** 학술대회 등록비 : 사전등록 (회원 30,000원, 비회원 40,000원) / 현장등록 (회원 40,000원, 비회원 50,000원)
|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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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

3번 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 (3번출구)
혜화역, 서울대학교병원입구
109, 273, 601, N16,

종합실습동
연구관

의과대학
행정관

2112, 종로08, 종로07, 종로12
혜화역, 마로니에공원
100, 102, 104, 106, 107, 108, 109, 140, 143,
150, 160, 162, 273, 301, 710, N16

혜화역 3번출구

2112, 종로07, 종로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