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mitted To Quality”

글로벌갭 농산물 안전관리 인증



FITI는 KOLAS 제1호 국제공인시험검사기관입니다.

FITI시험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제1호 국제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인증서비스를 비롯하여 시험, 검사 등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각 분야의 글로벌 전문가가 관련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FITI는 국내 최초의 GLOBALG.A.P. 공인인증기관입니다.
2016년, FITI시험연구원은 독일 GLOBALG.A.P. 본사로 부터 국내 최초의 GLOBALG.A.P. V5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이제 

GLOBALG.A.P. 공인심사원 뿐만아니라, 아시아 최초의 GLOBALG.A.P. 공인교육강사(V5, 과실 및 채소 기준)를 보유한 FITI시험연구원을 통해 더 

원활하고 신속한 인증서비스, 더 쉬운 교육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FITI시험연구원은 1965년 설립 이래 50여 년 동안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공헌이라는 변치 않는 가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종합 시험인증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bout FITI

History

1965~2000
(재)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제1호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 지정

2001~2005
중국 FITI연대센터 설치

(재)FITI시험연구원 개칭 

중국 상해사무소 설치

2011~
인도네시아 사무소 설치

미국 LA사무소 설치

중국 상해시험센터 설치

중국 광주사무소 설치 

베트남 시험센터 설치

GLOBALG.A.P 인증기관지정

2006~2010
안전인증기관 지정

중국 청도사무소 설치

베트남 사무소 설치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

패션시험센터 설치



GLOBALG.A.P.은 1990년대 들어 부각된 식품안전 및 환경이슈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농식품안전관리인증입니다. GLOBALG.A.P.은 식품안전, 환경보호, 작업자 

안전 등의 보장을 통해 생산자 및 소비자의 안전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GLOBALG.A.P. 인증 구성

IFA V5

CoC

CFM

LT

HPSS

CfP

■  식품안전, 환경보호, 작업자 보건 및 안전, HACCP 시스템 기본사항 준수로 

■  농장경영의 효율성 극대

■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평가지표 가산점(10점) 획득

■  해외시장 진입 유리

GLOBALG.A.P. 인증의 장점

GLOBALG.A.P. 현황

INTEGRATED FARM ASSURANCE STANDARD VERSION 5
농장 종합 보증

CHAIN OF CUSTODY STANDARD
유통 경로 관리

COMPOUND FEED MANUFACTURING STANDARD
배합 사료 생산

LIVESTOCK TRANSPORT STANDARD
축산물 운반

HARMONIZED PRODUCE SAFETY STANDARD
통합 식품 안전

CROPS FOR PROCESSING STANDARD
가공 농산물

CoC

120개 국가,  153,000명 이상의 생산자,  290만 ha 이상의 인증면적



PRODUCER FARM/PACKER BUYER RETAILER CONSUMER

CoC

GLOBALG.A.P. 유통경로 관리인증(Chain of Custody) 버전 5

GLOBALG.A.P. 유통경로관리인증(Chain of Custody)을 통해 생산자로 부터 소비자까지 유통되는 전과정의 제품 이력 추적, 투명성 및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유통경로관리(CoC)인증 유통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GLOBALG.A.P. 농장종합보증(IFA) - 과실 및 채소 인증 기준

FITI시험연구원  GLOBALG.A.P. 인증대상

토양관리, 수확 후 제품취급 등, 218개  관리점을 통해 재배에서 취급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식품안전이 관리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수

88

준필수

112

권장

18

[중요도별]

작업자 보건 및 안전

식품안전

환경

이력추적

28

99

69

22

[항목별]

생산자

과실 및 채소 (Fruit and Vegetables)

취급시설 또는 유통업체

유통경로관리 (Chain of Custody)



GLOBALG.A.P. 인증절차

국내 최초 GLOBALG.A.P. 공인 인증기관
  

■  국내 심사인력 보유로 원활한 소통

■  신속한 인증프로세스

아시아 최초 GLOBALG.A.P. 공인 강사
                                                            (GLOBALG.A.P. V5 과실 및 채소)

■  GLOBALG.A.P.으로 부터 전문성을 인정 받은
■  공인 강사가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

WHY FITI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접수

인증수수료 납부

GLOBALG.A.P. 데이터베이스 등록

심사일정안내

현장심사

부적합사항 처리

인증결정검토

인증 승인

인증서 송부

ACADEMY



FEB 2019

FITI시험연구원 인증사업본부 인증사업팀 (02-3299-8216)
davidseo@fitiglobal.com

GLOBALG.A.P. 인증관련문의

www.f iti.re.kr
www.facebook.com/f iti.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