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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G.A.P.에서 G.A.P. 어워즈 2022 참가 신청 접수 시작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혁신적인 솔루션 

 

독일, 쾰른: GLOBALG.A.P.는 이번 주 G.A.P. 어워즈 2022 의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G.A.P. 어워즈는 전 세계 농업인들이 자신의 성과를 소개하고 우수한 농법 활용을 위한 노력을 업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심사위원들은 자신의 농장과 수익뿐만 아니라 농장 노동자 및 환경,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특하고 혁신적인 지원자를 찾는다. 또한 변화의 선구자로 

자국에서 관련 정책을 가장 먼저 시행한 생산자를 발굴한다.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 농부들이 계속해서 양질의 식품을 제공하고 가족을 위해 농장에 

머물면서 보다 나은 미래와 지속적인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농업인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G.A.P. 어워즈에 참가하여 현재와 미래의 도전 과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GLOBALG.A.P.의 CEO 인 Kristian Moeller 는 말한다. 

어워즈에는 GLOBALG.A.P. IFA(Integrated Farm Assurance) 표준 인증을 받은 생산자와 생산자 

그룹(인증받은 생산자가 한 명 이상 관련된 프로그램 포함)만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생산자와 

생산자 그룹은 지원서, 회사 로고, PDF 요약본, 사진, 연락처 정보를 2022 년 4 월 30 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심사는 2022 년 6 월 말까지 진행된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원 기간은 다음 GLOBALG.A.P. 

SUMMIT 까지 2 년 연장되었다. 

https://www.globalgap.org/gapawards2022 

https://www.globalgap.org/gapawards-applynow  

GLOBALG.A.P.는 2022 년 7 월 말에 4 명의 수상자와 이들의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는 

GLOBALG.A.P. SUMMIT 2022 기간에 열리는 특별 시상식에 초대된다. G.A.P. 어워즈 2022 수상자에게는 

또한 상장과 수상 증명서, 트로피도 수여된다. 수상자(회사당 1 명)의 교통비와 숙박비는 

GLOBALG.A.P.에서 부담한다. 

크롭라이프(CropLife)가 후원하는 2022 년 어워즈는 4 가지 주요 분야로 나누어 심사한다.  

• 농업에서 여성의 역할 

• 농업의 영향: 모니터링 및 평가 – 수자원, 생물 다양성 등  

• 소규모생산자/능력 배양 – localg.a.p./PFA(Primary Farm Assurance) 구현  

•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혁신  

 

심사팀은 심사 기준표를 바탕으로 위의 분야에서 인증된 과정을 보유한 생산자의 두드러진 성과와 

업적을 평가한다. 세부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식품이력추적 - IT/투명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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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십/협력 추진(공공, 민간 등) 

• 혁신적인 농법/기술 

 

• 경제적 측면/부가 가치 

• 열정과 감동적인 스토리 

• 기후 친화적 농법/CO2 배출량 감소 

 

또한 심사에는 코로나 19 펜데믹 분야도 포함되며 다음을 평가한다.  

• 코로나 19 의 영향과 글로벌 팬데믹에 대한 생산자들의 대처 방식 

 

 

 

 

 

 

 

 

 

 

 

 

 

 

 

 

 

GLOBALG.A.P. 소개 

GLOBALG.A.P.는 농업인과 유통업체를 하나로 묶어 안전한 식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부족한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인증 프로그램이다. 

 

www.globalgap.org 

연락처: 

GLOBALG.A.P. c/o FoodPLUS GmbH, Leonie Fischer fischer@globalgap.org. 

https://www.globalgap.org/de/
mailto:fischer@globalgap.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