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KOREA 2019
Collaboration

초대의 글
오시는 길
안녕하십니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원장 장기윤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HACCP을 대표하는 행사로 성장했습니다.
그 간 세미나 및 포럼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여 제도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국민적 신뢰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HACCP KOREA 2019」에서는 중국과 베트남을 대표하는
연사를 초청하여 국가별 HACCP제도 및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관한 정보 공유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합니다.

지하철

2호선 삼성역 6번 출구, 9호선 봉은사역 7번 출구

또한, HACCP 중심의 Smart Factory 구축이라는 주제로 식품

버 스

코엑스 동문 앞 - 정류장번호 23199 정류장
간선 143, 9407, 9414, 9507, 9607, 500-2
지선 2413, 4419
마을 강남01, 강남06, 강남08

안전의 최신 동향과 기술의 전문가들을 모셔 식품안전과
HACCP 발전 방향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새로이 학회와 연계한 학술세미나를 통해 학술적

자가용

주소 : 0616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삼성동, 코엑스)
주차요금 : 최초30분당 2,400원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의 시책사업인

15분당 추가 1,200원 유료 요금 발생

일자리 창출을 위한 HACCP Job Fair 운영으로 구직자들에게
일자리정보를 교류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홍보관을 운영하여 HACCP 인증업체 제품 전시 등
다양한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으니 바쁘시더라도 참석
하셔서 많은 정보와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장 기 윤

Asia HACCP Tech-Sharing 및
HACCP 중심의
Smart Factory 구축

문의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정책사업팀
www.haccp.or.kr ㅣ 043-928-0145

2019. 11. 20.(수) - 21.(목)
코엑스 컨퍼런스룸

전체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2019.11.20.(수) 14:00~,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08호

개회식 및 국제 HACCP세미나

학술세미나

개회식 및 시상식

2019.11.20.(수) 14:00 ~ 16:10

2019.11.21.(목) 13:00 ~ 15:20

국제 HACCP 세미나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08호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08호

한국·중국·베트남 HACCP 제도 및 식품안전관리 체계

주제 : Asia HACCP Tech-Sharing

HACCP 정책포럼

시간

내용

13:30∼14:00 (30')

등록 및 현장접수

14:00∼14:15 (15')

인사말씀 및 축사

2019.11.21.(목) 13:00~,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08호

14:15∼14:40 (25')

시상식

학술세미나

14:40∼14:55 (15')

진행순서 안내

사회자

(사)한국축산식품학회, (사)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14:55∼15:20 (25')

발표 1. KOREA HACCP 제도 및
식품안전관리 체계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15:20∼15:45 (25')

발표 2. CHINA HACCP 제도 및
식품안전관리 체계

중국 청도해관

15:45∼16:10 (25‘)

발표 3. VIETNAM HACCP 제도 및
식품안전관리 체계

베트남 농림수산
품질관리국

HACCP 중심의 Smart Fatory 구축

HACCP Job Fair(취업설명회)

연사

시간

내용

연사

13:00∼13:05 (5')

진행순서 안내

좌장

13:05∼13:25 (20')

발표 1. 축산물 HACCP 적용을 위한
생물학적 위해인자 저감화 기술

13:25∼13:45 (20')

발표 2. 축산물 가공 공장의 생물학적
위해요소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법

13:45∼14:05 (20')

발표 3. HACCP 정책방향 및 인증사례

14:05∼14:20 (15')

휴식

14:20∼14:40 (20')

발표 1. 식품 및 축산물 HACCP 효율화 방안

14:40∼15:00 (20')

발표 2. HACCP에서의 저장·유통 관리

15:00∼15:20 (20')

발표 3. 식품안전 기술 동향
(식품알레르기 및 식품방어 관리의 중요성)

(사)한국축산
식품학회

인증원

(사)한국식품
저장유통학회
인증원

참가신청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 등록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HACCP 정책포럼

이메일 접수 (sjgo@haccp.or.kr)
※ 사전신청 필수(참가비 무료)

HACCP Job Fair

2019.11.20.(수) 16:30 ~ 18:00

기간 : 2019.11.21.

(목) 15:40 ~ 17:00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08호

장소 :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08호

주제 : HACCP 중심의 Smart Factory 구축

문의처

내용 : 일자리 관련 정보 교류 및 취업 설명회

시간

내용

연사

16:30∼16:35 (5')

진행순서 안내

사회자

043-928-0145

16:35∼16:50 (15')

식품제조산업의 Smart HACCP 발전방향

인증원

www.haccp.or.kr

16:50∼17:05 (15')

Smart Factory 구축 사례

㈜SGI시스템

17:05∼17:20 (15')

Smart HACCP 적용 사례

태원식품산업㈜

17:20∼18:00 (40')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정책사업팀

HACCP 홍보관
기간 : 2019.11.20.

(수) ~ 11.24.(토),
서울국제식품산업전 연계운영
장소 : 서울국제식품산업전 C870 부스
내용 : HACCP인증제품 전시, 프로모션 이벤트 진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