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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표준 소개 



1. 글로벌 표준 소개 - GLOBALG.A.P 

 GLOBALG.A.P.은(는) 농, 수, 축산물의 제품생산에서 판매까지 지속적 안전관
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식품 공급 및 지속가능 생산환경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하는 국제인증프로그램 입니다. 

 GLOBALG.A.P. 요약 



1. 글로벌 표준 소개 - GLOBALG.A.P 

 GLOBALG.A.P. 장점 



1. 글로벌 표준 소개 - GLOBALG.A.P 

 GLOBALG.A.P. 인증 구성 



1. 글로벌 표준 소개 - GLOBALG.A.P 

 GLOBALG.A.P. 농장종합보증(IFA) – 과채류 인증기준 



1. 글로벌 표준 소개 - GLOBALG.A.P 

 GLOBALG.A.P. 유통경로 관리(Chain of Custody) 



1. 글로벌 표준 소개 – FSSC 22000 

 FSSC 22000은 GFSI (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가 승인한 국제 식품안

전규격 중 하나로서 ISO 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식품공급사슬의 조직

을 위한 요구사항) 과 PAS 220:2008 (식품 공급사슬의 제조 및 가공 프로세

스 범위 안에서 식품, 안전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지원하는 선행프로그램 요

구사항) 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FSSC 22000은 네덜란드에 있는 “식품안전인증재단 (Foundation for Food 

Safety Certification)”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GFSI(Global Food Safety 

Initiative)는 국제적인 도소매 및 유통업체의 기술단체이며, 회원사의 유통

물량이 전세계 유통물량의 약 70%이상을 차지합니다. 



1. 글로벌 표준 소개 – FSSC 22000 

 FSSC 22000 요구 사항 구성 

PAS 220  ISO/TS 22002-1 

+ = 

FSSC 22000 ISO 22000 

+ FSSC 
22000 
A.R 

Additional Requirement 

http://www.bsi-global.com/Business_Information/Downloads/FoodManagement.pdf


1. 글로벌 표준 소개 – FSSC 22000 

 ISO 22000:2018 조항 구조 



1. 글로벌 표준 소개 – FSSC 22000 

 PAS96:2014 

Guide to protecting and defending food and drink from deliberate attack 



글로벌 표준 도입 및 적용 



2. 글로벌 표준 도입 및 적용 

 팀 구성 



2. 글로벌 표준 도입 및 적용 

 GAP 분석 

FSSC 22000 시스템 문서 Gap분석 ◈ 

ISO 22000 요건 조항 시스템 문서 명 완 료 
기존 
보완 

싞규 
수립 

비 고 담 당 

4. 조직의 상황 

 4.1 조직과 조직 상황 이해  조직 상황 

 4.2 이해관계자의 니즈 및 기대 이해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내/외부 이슈, SWOT 분
석 

FSSC 22000 시스템 문서 Gap분석 

PASS 220 요건 조항 시스템 문서 명 완 료 
기존 
보완 

싞규 
수립 

비 고 담 당 

4. 건물의 건축 및 배치 ◈ 

 4.1 일반 요구사항  

 4.2 환경 

 4.3 사업장의 위치 

FSSC 22000 시스템 문서 Gap분석 

FSSC 추가 요구사항 시스템 문서 명 완 료 
기존 
보완 

싞규 
수립 

비 고 담 당 

2.5.1 서비스 및 원,부재료 구매 관리 ◈ 서비스 관리 수립, 구매관리는 기존으로 사용 

2.5.2 제품 라벨링 

2.5.3 식품 보안 ◈ 

2.5.4 식품 사기 예방 ◈ 



2. 글로벌 표준 도입 및 적용 

 문서화(문서 및 기록) 

 현장 개선 



2. 글로벌 표준 도입 및 적용 

 인증 절차 

인증안내 및 인증정보 제공 

인증계약 

1단계 심사 

2단계 심사 

시정조치 

인증심의 

☞ 인증싞청 및 구비서류 제출 
    (인증설문서  제출/ 인증제안서 전달) 

☞ 심사일정, 비용, 기타 준수사항 등 
    (인증싞청서 제출 = 인증계약) 

☞ 1단계 심사(문서심사 포함, 현장방문) 

☞ 2단계심사 (본 심사 : 1단계 심사 후 6주 이상 경과 후 원칙) 

☞ 부적합사항 발생시 시정조치 실시  (중부적합 발생시 확인심사) 

☞ 인증 추천/보고서 Review 
     /인증 승인 /인증서 발급 
     (부적합 시정완료 후 1개월 소요됨) 

인증서 발행 

(예비심사) ☞ 고객 요청 시 (필요 시) 



기타 사항 



3. 기타 사항 

 GLOBALG.A.P 회원사 

 FSSC 22000 회원사 



3. 기타 사항 

 식품안전 및 사기 관련 이슈 

커피와 차 
향신료  

(샤프론 & 칠리) 와인 
꿀 & 

메이플 시럽 



3. 기타 사항 

 공급망 검증 서비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