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GAP 인증기관 인증심사원 교육 공지사항
- `22. 3. 11.(금)■ 글로벌GAP 분야 공인제품인증기관 관련 규정
ㅇ KAS-R-002 :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ㅇ KAS-SR-001 : GLOBALG.A.P. IFA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글로벌GAP 분야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증심사원 교육 규정 해석
ㅇ 글로벌GAP 인증심사원은 검사원(Inspector) 및 심사원(Auditor)으로 구분
ㅇ KAS-R-002의 인증기관 직원의 자격기준에 추가적으로 다음의 교육이 해당됨

교육 과정명
검사실무 교육
HACCP 정규 교육 (8시간)
식품위생 정규 교육 (8시간)
글로벌GAP CPCC 온라인 교육
글로벌GAP 세부기술 교육 (작물 등)
글로벌GAP QMS 심사원 교육
ISO 19011 선임심사원 교육 (37시간)

검사원
○
○
○
○
○

※ 자세한 사항은 KAS-SR-001을 확인

심사원
○
○
○
○
○
○
○

- 검사실무 교육과정
· 검사* 원칙을 포함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내·외부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
실적으로 인정
· 신청 자격 범위(Sub-scope)에 대해 옵션 1 생산자 또는 옵션 2 생산자 단체의
검사 활동에 최소 1회 이상 참관한 내부 기록을 제시 필요

* 검사 : CPCC(Control Points and Compliance Criteria)에 따라 현장 수준에서의 적합성
준수여부 확인(글로벌GAP 일반 규정 I의 1.4)

- HACCP 관련 정규 교육과정
· 국내·외 HACCP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한 경우 또는
HACCP 원칙 및 Codex Alimentarius 원칙에 기반한 교육과정(ISO 22000 등)으로
구성된 내·외부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 실적으로 인정

· 관련분야 전공자는 학위증명서/졸업증서와 교육과목에 HACCP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음을 제시할 경우 교육 실적으로 인정
- 식품위생 관련 정규 교육과정
· 국내·외 식품위생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한 경우 또는
현장 관리, 물, 비료, 장비, 시설, 개인 위생 관련 사항 및 이와 관련된 실습
교육이 포함된 내부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 실적으로 인정
· 관련분야 전공자는 학위증명서/졸업증서와 교육과목에 식품위생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음을 제시할 경우 교육 실적으로 인정

* HACCP 및 식품위생 관련 정규 교육과정은 동일 과정 내에서 운영 가능
* 식품위생 교육 : 화훼 및/또는 작물 번식 분야의 검사원 및 심사원은 해당 없음

- 글로벌GAP CPCC(Control Points and Compliance Criteria) 온라인 교육
· GLOBALG.A.P.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 및 합격한 경우 교육 실적
으로 인정 (붙임 2)
- 글로벌GAP 세부기술 교육 (작물 등)
· 농업(농작물) 관련 전공자일 경우 학위증명서/졸업증서와 교육과목에 작물 보호,
비료 및 IPM(Integrated Pest Management)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제시 필요
· GLOBALG.A.P.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 또는
작물 보호, 비료 및 IPM(Integrated Pest Management) 교육이 포함된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수료증 제시 필요
- 글로벌GAP QMS(Quality Management System) 심사원 교육
· GLOBALG.A.P.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QMS Auditor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증을
제시한 경우 교육 실적으로 인정
- ISO 19011 선임심사원 교육
· ISO 19011 원칙이 포함된 ISO 선임심사원 과정(ISO 9000, ISO 14000, ISO 22000
등)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이수 및 합격한 경우 교육 실적으로 인정이 가능
하며, 합격증에는 과목 및 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붙임 1

국내 HACCP 및 식품위생 교육 기관

□ 식품분야 HACCP 교육기관
연번
1
2
3
4
5
6
7
8
9

교육훈련기관명
㈜한국농식품
안전관리원

소 재 지
경남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50번길 25-25
(☎055-763-4129), http://gnuhaccp.com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5, 701호(공덕동, 제일빌딩)
식품안전교육원
(☎02-959-4653), www.ihaccp.kr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경SK v1 GL메트로시티 A동 1006호
㈜한국식품정보원
(☎02-2671-2690, 042-822-6851), www.foodi.com/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700번길140 신라대학교 내
HACCP 교육훈련원 (☎051-999-6989), http://haccp.silla.ac.kr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41(방배동), 1층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70), www.kfia.or.kr
한양대학교 HACCP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육원
(☎02-2220-4206), http://haccphanyang.com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HACCP 교육원
(☎053-850-4775), http://haccp.daegu.ac.kr
전북대학교 HACCP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교육원
(☎063-270-3686), http://haccp.jbnu.ac.kr
한국식품기술사협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7, 1117호(문정동,대명벨리온)
HACCP교육원
(☎02-3473-7171) www.foodpe.or.kr

* 그 외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를 참고

□ 축산물 HACCP 교육기관
연번

교육훈련기관명

소 재 지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156
(☎043-928-0171), www.haccp.or.kr

2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대신두길 42-3
(☎031-5183-6000), www.meatcademy.co.kr

□ 식품위생교육 기관
연번

교육훈련기관명

1

한국식품산업협회

2

한국외식업중앙회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당로 41
(☎1577-3869), www.kfia21.or.kr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2길 87
(☎02-6191-2902), www.foodservice.or.kr

* 그 외 기관은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제2조를 참고

붙임 2

GLOBALG.A.P. 사무국 교육·훈련 홈페이지

□ 접속 방법
ㅇ GLOBALG.A.P. 홈페이지(www.globalgap.org) → What We Do → GLOGALG.A.P.

Academy → Certification Body Training
<What We Do → GLOGALG.A.P. Academy>

<Certification Body Training>

<Certification Body Training (세부목록)>

* 자세한 사항은 GLOBALG.A.P. CB Training 홈페이지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