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 종사자를 위한

식품기업 재직자들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제고를 위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정부 지원 무료교육입니다.

분야별 식품 전문가들이
식품법규부터 고객클레임 대응방안까지
직접 찾아가서 교육해드립니다.
찾아가는 식품교육 개요
교육대상

식품제조·가공업 재직자 및 관리자(서울·경인지역 제외)

교육신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팩스 또는 이메일 오프라인 접수

교육일정

’19.07.16 ~ ’19.10.17 총 12회 교육 (뒷면 세부일정 및 장소 참조)

교육장소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뒷면 세부일정 및 장소 참조)

After Service

식품관련 정보 지속적 제공 / 무료 상담 실시

문의 : 031-711-7009

홈페이지 : www.fmhaccp.com

E-mail : fmhaccp@daum.net

현장경험이 풍부한 식품 전문가들의 살아있는 교육!!!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담당자의 직무역량 Up-grade로
귀사의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교육일정 및 장소
구분

충청권

전라권

강원권

경상권

(교육시간 : 13:00 ~ 17:00 4시간)

지역

일자

진천

07.16 (화)

청주

07.17 (수)

서천

07.18 (목)

광주

08.13 (화)

전주

08.14 (수)

제주

10.29 (화)

춘천

09.30 (월)

강릉

10.01 (화)

속초

10.02 (수)

창원

10.15 (화)

대구

10.16 (수)

구미

10.17 (목)

장소
조명희문학관 3층 세미나실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포석길 37-1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5층 대강당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156)

서천문예의전당 소강당
(주소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14번길 6-11)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직업훈련실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3번로 133-8)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창의실(본관3층)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제주대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교육장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퇴계농공단지협의회 회의실
(주소 : 강원도 춘천시 퇴계공단길 24)

가톨릭관동대학교 요셉관 B101 대강의실
(주소 : 강원도 강릉시 법일로579번길 24)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2층 세미나실
(주소 : 강원도 속초시 농공단지 1길 4)

동진생명연구원 교육장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61 비동)

대구 제3산업단지관리공단 2층 교육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25길 23)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대회의실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164)

※ 교육인원 20명 이상 확보 시 교육 일정과 장소 변경 가능

교육 프로그램
교육과목

세부내용

식품 법규 및 주요 정책

식품 주요 법규와 관련 정책 방향

식품 위생의 개요 및 중요성

식품위생 사고 사례와 식품위생의 중요

식품 표시 사항 길잡이

표시와 광고의 법적 규정과 부적합 사례

고객 클레임 대응 방안

고객 클레임 유형별 효율적인 상담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