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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ietGAP (Vietnamese Good Agricultural Practices)
- VietGAP은 베트남 농수산물을 기업 및 개인에게 식품 안전을 보장, 상품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생산, 수확, 가공 절차와 관련된 기준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베트남
식품안전법에 근거함
- VietGAP 인증은 FAO 지침과 AseanGAP, GlobalGAP, EurepGAP, HACCP와 같은
다른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우수관리인증제조기준을 바탕으로 탄생함
- VietGAP 인증을 받은 상품에는 생산 지역명과 VietGAP 트레이드 마크가 새겨진
`VietGAP 그린라벨` 마크가 부착됨

VietGAP 로고

마크 부착 예시
출처: VietGAPNhanhXanh

2. Vietgap 종류
- VietGap 과채류 : 과일, 채소, 쌀, 커피, 차잎 등
- VietGap 축산류 : 가금류, 소, 돼지 등
- VietGap 해산물 : 새우, 생선 등

VietGap 과채류

VietGap 축산류

VietGap 해산물

3. VietGAP 평가기준
- 생산기술 : 경작, 수확방법, 종자, 동물 건강 상태, 농수, 토지 상태
- 작업환경 :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 여건 조성 여부
- 식품안전 : 식품 위생 기준 및 화학약품 사용 여부
- 생산지 : 품질 보장을 위한 정확한 원산지표시 여부

4. VietGAP 획득시 이점
- 사회적 : 국제 식품 안전 기준에 적합하기에 수출할 조건이 형성되어 있으며, 베트남
농식품 품질 확대를 통해 자국산 신뢰성 제고 및 소비 유도 가능
- 생산자 : VietGap 인증을 통해 고객이 상품에 대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 제조업체 : VietGap 재료 사용시 품질을 보장할 수 있음에 따라 브랜드 가치 상승
- 소비자 : 안전하며 품질 좋은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음
5. VietGAP 인증 유효 기간
- 28/2012/TT-BKHCN 부록2 (2012.12.12 시행) 베트남 과학기술부 규정
- 최대 유효기간 3년
6. VietGAP 야채 채소 상품 입점 매장
- 대부분의 유통매장 및 수입전문 과일채소 매장의 경우 VietGap에 대해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Coopmart 현지 대형유통매장의 경우 VietGap 코너를 별도로 운영
하여 현지 농산물에 대한 품질 우수성 홍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 그에 반해, Vinmart는 Vineco 농수산 소매분야 브랜드를 앞세워 VietGap 기준에
맞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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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처
1. http://vietgap.com/
2. https://chungnhanquocgia.com/chung-nhan-vietgap-la-gi
3. http://baochinhphu.vn/Tra-loi-cong-dan/Giay-chung-nhan-VietGAP-co-hieu-luc-bao-lau/371444.vgp
4. http://langmoi.vn/chi-phi-de-duoc-cong-nhan-tieu-chuan-vietgap-dang-vuot-kha-nang-dau-tu-cua-nong-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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