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의 글

오시는 길

「HACCP KOREA 2018」에 식품·축산물 HACCP 관계자 여러
분을 초대합니다.
1995년 HACCP이 처음 도입된 이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HACCP을 통해 식품 안전을 지키는 첨병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진화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추기 위하여, 지난해 HACCP
KOREA 2017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Smart HACCP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HACCP으로 발전
하기 위하여, 각 계의 전문가들과,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정책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
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신뢰해주시는 HACCP의 질적 향상과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HACCP KOREA 2018
한·중·일
HACCP 협력 체계 구축 및
HACCP 질적 성장

또한, 국제적인 HACCP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관계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국제
세미나」가 운영됩니다. 한·중·일 HACCP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각 국가의 HACCP제도를 소개하고, 다양한 국제 이슈를 논의 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KOREA HACCP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HACCP우수업체가 운영 노하우와 현장 경험을 후발업체와 공유
하는 「HACCP Talent Donation Partnership」이 올해 처음 운영
됩니다. 이 행사를 통해 HACCP 준비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현장밀착 나눔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HACCP의 우수성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국제
식품산업전 내에 「이동 홍보관」,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운영,
식품인증원과 식품안전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여
주시고, 식품안전의 현주소와 HACCP KOREA의 미래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2018년 11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장 기윤

0616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삼성동, 코엑스)

0616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삼성동, 코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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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프로그램
2018.11.29(목), 13:30∼┃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07호
■개회식
■국제 HACCP 세미나
- 발표 1. KOREA HACCP 제도 운영체계의 이해
- 발표 2. CHINA HACCP 제도 운영체계의 이해
- 발표 3. JAPAN HACCP 제도 운영체계의 이해

■HACCP 정책포럼
- 발표 1. 과학화장비를 활용한 HACCP 검증
- 발표 2. HACCP 제도의 내실화 및 합리화 방안

2018.11.30(금), 10:00∼┃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00호
■HACCP Talent Donation Partnership
- HACCP 인증업체 사례발표 및 매칭플레이 상담

2018.11.28(수)∼12월 01일(토)┃서울국제식품산업전 C660부스

세부 프로그램
■개회식 및 국제 HACCP 세미나

■HACCP Talent Donation Partnership

- 2018.11.29(목), 13:00 ∼ 15:40
-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07호
- 주제 : 한·중·일 HACCP협력체계 구축
시 간

내 용

- 2018.11.30.(금), 10:00 ∼ 12:00(120분)
-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00호
- HACCP 인증업체 사례발표 및 매칭플레이 상담
비 고

시 간

내 용
인사말 및 진행순서 안내

비 고

13:00∼13:30(30’)

등록 및 현장접수

09::50∼10:00
(10’)

13:30∼13:40(10’)

인사말씀 및 축사

10:00∼10:30
(30’)

발표 1.
Smart HACCP 도입 사례

하이트진로(주)
강원공장

13:40∼14:00(20’)

시상식

10:30∼11:00
(30’)

발표 2.
축산물 HACCP의 우수 운영 사례

논산계룡
축산농협

14:00∼14:15 (15’)

진행순서 안내

11:00∼12:00
(60’)

매칭 플레이 상담운영

사회자

14:15∼14:30 (15’)

발표 1.
식품의약품안전처
KOREA HACCP 제도 운영체계의 이해

14:30∼15:00 (30’)

발표 2.
CHINA HACCP 제도 운영체계의 이해

중국 해관총서

15:00∼15:30 (30‘)

발표 3.
JAPAN HACCP 제도 운영체계의 이해

일본 농림수산성

15:30∼15:40 (10’)

질의응답

■HACCP 홍보관

■HACCP 홍보관
- 기간 : 2018.11.28.(수) ~ 12.01.(토), 서울국제식품산업전 연계운영
- 위치 : 서울국제식품산업전 C660부스
- 내용 : HACCP인증제품 전시, 프로모션 이벤트 진행 등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HACCP 정책포럼
사전신청
국제 HACCP 세미나, HACCP 정책포럼, HACCP Talent Donation
Partnership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유선 또는 홈페이지(참가비 무료)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 2018.11.29.(목), 16:00 ∼ 17:30(90분)
-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07호
- 주제 : HACCP 질적 성장(Qualitative development of HACCP)
시 간

내 용

비 고

16:00∼16:05
(5')

진행순서 안내

사회자

16:05∼16:25
(20')

발표1.
과학화장비를 활용한 HACCP 검증

김성조 본부장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

16:25∼16:45
(20')

발표2.
HACCP 제도의 내실화 방안

홍종해 교수
강원대학교

16:45∼17:30
(45')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접수처 : (Fax) 043-928-0149, (E-mail)jaimoung@haccp.or.kr

문의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정책사업팀
www.haccp.or.kr ㅣ 043-928-0143, 0146

- 기간 : 2018.11.29.(목) ~ 11.30.(금),
- 위치 : HACCP 홍보관 內 상담실
- 내용 : 졸
 업예정자, 취업준비생 등 구직자 대상 일자리 정보제공 및 취업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