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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개요 및 프로그램

(사) 한국외식산업학회 회원님 귀중
개요

(경유)

2017년 제27차 국제학술대회 안내

제목

■ 개최 : 2017년 국제 할랄 매니지먼트 컨퍼런스(IHMC, 2017)
■ 일시 : 2017. 8. 17∼18 (2일간) 09:00–17:00

---------------------------------------------------------------------------

■ 장소 :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센터A, 6층 강의실

1. (사)한국외식산업학회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Conference website url: ihmc.usim.edu.my
2. 2017년 국제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
탁드립니다.

주 최 : 말레이시아 이슬람과학대학교, 세종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 다

주 관 : 한국호텔관광학회, 한국외식산업학회, 이슬람문화연구회,

음 -

(사)한국농수식품무역협회
후 원 : 한국관광공사, 서울시

1. 주 제 : International Halal Management Conference
부제: 식품·외식 및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한 대응전략

프로그램

2. 일 시 : 2017. 8. 17(목) 10시 ~ 18(금) 18시 30분

1) 학술 발표 (2017. 8. 17∼18 (2일간))

3. 장 소 :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센터A(광개토관 B2)

■ 1일차: 개회식 및 기조발표, 주제별 논문 발표 (10:00∼17:00)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09)

■ 2일차: 주제별 논문 발표 (10:00∼17:00), 폐회식

4. 등록비: 현장등록 50,000원(고급 점심도시락 포함)
Welcome Dinner 20,000원(선택, 50,000원 상당 뷔페 제공)

주제 : Halal Industry: Prospect and Challenges.
■ 국내 주제 : 식품⦁외식 및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한 대응전략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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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외식산업학회

우 143-747

접수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09 세종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외식경영학부 광개토관 624호

전화: 010-3764-5636

이메일: kfsa2013@naver.com

홈페이지: http://www.kfsa.org/

공개

Halal tourism & hospitality
Halal marketing
Halal logistics
Shariah audit
Halal financing
Ethics
Quality assurance
Standards & policies
Halal fashion
Halal education

Science &
·
·
·
·

Halal
Halal
Halal
Halal

Technology

cosmetics
food
slaughtering
bio-techonolgy

Medical & Pharmaceutical
· Halal pharmaceutical
· Sharia compliance medical

treatment & procedure

3
2

식순안

개최목적
1일차 Thursday, August 17
Time

할랄 산업은 식품, 관광, 화장품, 금융, 의약품, 포장 및 의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
에서 급성장하는 산업임. 현재 할랄 시장은 부분적으로 무슬림 공동체의 높은 구매

09:30∼

력 때문에 약2조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음.

10:00

Detailed Schedule

참가자 등록 및 내빈 소개
Registration, Introduce Guests of
Honor

할랄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와 기관들은 반드시 샤리아 법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
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혼란스럽고 종종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음. 특정 국가
에서는 할랄 인증기관 (정부 또는 비정부기관 간 연결)을 통해 할랄 제품 또는 식

개회식
Opening
Ceremony

10:00∼
10:20

개회사 및 환영사
Opening and Welcome Speech

10:20∼
10:30

축 사
Congratulatory Address

품 공급 업체로 인증 받을 필요가 있음.
중국의 반한감정 악화 및 향후 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동남아 시장 특히 이슬람권

세종대학교
신미혜 교수 ((사)한국외식산업학회장)
광개토관
Shin, Mee-Hye, President of the
GwanggaetoKorean Food Service Association
kwan B2
Convention

시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할랄시장에 대한 인
식 전환 및 적극적인 시장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대두됨
말레이시아이슬람과학대학 (USIM)과 세종대학교는 국내 할랄 산업의 발전 및 할랄
에 대한 업계의 다양한 궁금증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할랄 분

Venue

김수희 교수(경민대학교)
Dr. Kim, Soo-Hee(Kyungmin Univ.)
--------------------------------윤은경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Dr. Yun, Eun-Kyeong(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Dr. Shin-Koo
President of Sejong University
--------------------------------Dr Amir Shaharuddin, Universiti Sains
Islam Malaysia

기조 연설
Keynote
Speech

야 전문가 및 연구자와 함께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자 함
1) 전 세계 약 170명의 학계 및 산업계 종사자들이 할랄 식품, 화장품, 관광 산업

10:30∼
11:00

DAESANG Halal and Quality
Management System

Prof. Dr Zainal Abidin Mohamed,
Deputy Dean, Graduate School of
Muamalat, USIM

11:00∼
11:30

할랄 식품 개발 및 수출사례

Mr. Lee, Jeung-Seung Vice President
of Daesang Co.

11:30∼
12:00

In-flight Halal Meal Services of
Airlines in South Korea

Dr. Baek-Jae Kim, Airport Services
Manager, Qatar Airways

12:00∼
13:30

분야의 기회를 모색하고 논의하기 위해 협력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

Center A

Halal Luncheon, Coffee Break

Concurrent Sessions 1
(사)한국외식산업학회(광개토관 616호)

2) 할랄 식품 및 화장품,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존 정책, 전략 및 실행 계

13:30∼
14:30

획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치 있는 투여방안 및 최근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를 교

연구에 대한 격차를 좁히고자 함

주제별
세미나
Academic

14:30∼
15:00

국내 최초 할랄 식품, 화장품, 관광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강연을

광개토관
6층
Gwanggaetokwan 6 FI.

Coffee Break

Concurrent Sessions 2

Seminar

4)

----------------------------------------------------한국외대 이슬람 문화연구회(광개토관 617호)
The society of Islamic Culture Studies, HUFS

환함
3) 식품 및 화장품, 관광 산업 분야에서 현재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미래 할랄

Korean Foodservice Academic Association,

(사)한국외식산업학회(광개토관 616호)
15:00∼
16:00

통하여 업계에게 정확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Korean Foodservice Academic Association,
--------------------------------------------------한국외대 이슬람 문화연구회(광개토관 617호)
The society of Islamic Culture Studies, HUFS

16:00∼
17:00

(사)한국외식산업학회 우수논문 시상 및 캡스톤 시상식

17:00

Welcome Dinner

광개토관
6층
Gwanggaetokwan 6 FI.

광개토관
Convention
Center A

2일차 Friday, August 18
Time
8:30∼
9:00

주제별
세미나
Academic
Seminar

9:00∼
10:30
10:30∼
11:00
11:00~
12:30

12:30∼
14:00

Detailed Schedule

Venue

Registration and Arrival of Guests
주제별 세미나 Academic Seminar
Concurrent Sessions 3, USIM
(Gwanggaeto-kwan 613, 614, 615).
Coffee Break

광개토관
6 층
Gwanggaetokwan 6 FI.

주제별 세미나 Academic Seminar
Concurrent Sessions 4, USIM
(Gwanggaeto-kwan 613, 614, 615).

Halal Luncheon

군자관 6층
Gun-Ja 6 FI.

주제별 세미나 Academic Seminar
14:00∼
15:30

Concurrent Sessions 5, USIM,
(Gwanggaeto-kwan 613, 614, 615).
-------------------------------------------(사)한국호텔관광학회(광개토관 616, 6177호)

주제별

15:30∼

세미나

16:00

Coffee Break, USIM

Academic
Seminar

15:30∼

주제별 세미나 Academic Seminar

17:00

(사)한국호텔관광학회(광개토관 616, 6177호)

17:00∼
18:00

폐회식
Closing
Ceremony

광개토관
6 층
Gwanggaetokwan 6 FI.

(사)한국호텔관광학회 이사회(광개토관 629호)
---------------------------------------------------USIM 논문 시상
Best Papers Awards Presentation

18:10∼

폐회식

18:30

((사)한국호텔관광학회장)

학생회관
지하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