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생물 검사 실무자 교육 과정 안내

㈜비엔에프코리아에서 다음과 같이 미생물 검사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진

행하고 있습니다.

1. 장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대포산단1로 26 ㈜비엔에프코리아 실험교육실

- Homepage: http://www.bnfkorea.net

2. 교육 대상

- HACCP 지정을 추진중이거나 기 지정받은 식품제조업체의 품질관리 담당자

- 기존 거래처 및 거래희망업체, 당사를 통한 실험실 Setting을 했거나 예정인 업체

3. 교육비 (부가세별도, 교육 1주일 전까지 입금 완료 확인 必)

- 식품 미생물 초급과정: 무료

- 식품 미생물 일반과정: 200,000원

- 식품 미생물 심화과정: 100,000원

- 화장품 미생물 교육: 100,000원

4. 교육 일자

- 당사 홈페이지 내 실험교육 일정표 참조 

(https://bnfkorea.net/calendar/calendar_month.html)

5. 정원

- 회당 4인 이하

- 교육 신청자 정원 초과 시 별도 안내 드립니다

6. 신청 방법

-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을 팩스 또는 메일로 송부

- 신청서 접수 후 교육비 입금

7. 교육비 입금계좌

- 기업은행 052-072431-01-014 (예금주 ㈜비엔에프코리아)

* 교육비는 사업자 명의로 입금 바랍니다

8. 문의 및 연락처

- Tel 02-2666-4445

- Fax 02-2666-0440

- email 26664445@hanmail.net

http://www.bnfkorea.net
https://bnfkorea.net/calendar/calendar_month.html
mailto:26664445@hanmail.net


미생물 실험 교육 과정 안내

식품 미생물 초급 과정 (1일)
▶ 실험용어, 일반미생물의 특성 이론

▶ 식품 공전 內 증균배양, 분리배양, 확인시험 설명

▶ 미생물 실험 필수 기자재 소개

▶ 시료 전처리 방법

▶ 희석 및 배지 접종

식품 미생물 일반 과정 (2일)
▶ 미생물 초급 과정 포함

▶ 일반 미생물학 개론: 미생물의 정의, 미생물의 구조와 분류

▶ 일반 미생물 실험법: 실험용어, 실험기기, 멸균, 생리식염수, 배지제조 및 폐기, 생배지 

및 건조필름배지 사용법, 미생물 희석/접종/배양, 이군법/삼군법, 그람염색

▶ 식품공전 미생물 분석법: 일반세균/대장균(군)/병원성 미생물 검사법

▶ 위생검사: 교차오염, 공중낙하균검사, 표면오염균검사, 표면오염도검사

식품 미생물 심화과정 (1일)
▶ 미생물 중급 과정 포함 중 일부

▶ 실험 중 trouble shooting

▶ 분자생물학적 검사법 (real time PCR)을 통한 병원성 미생물 검출 및 할랄 검사

▶ 생화학적 검사법: API kit, Coagulase assay 외

화장품 미생물 교육 (1일)

▶ 일반 미생물학 개론: 미생물의 정의, 미생물의 구조와 분류

▶ 화장품 미생물 실험: 검체의 전처리, 호기성 생균수 검사, 특정세균(대장균, 녹농균, 황

색포도상구균) 검사, 동정 시험, 방부력 테스트



미생물 검사 교육 신청서

교육과정명
식품 미생물 교육 

□화장품 미생물 교육
□초급과정 □일반과정 □심화과정

교육 훈련 기간 

및 교육비

식품 미생물 초급과정: 1일 / 무료

식품 미생물 일반과정: 2일 / 200,000원(VAT별도)

식품 미생물 심화과정: 1일 / 100,000원(VAT별도)

화장품 미생물 교육: 1일 / 100,000원(VAT별도)

입금계좌 기업은행 052-072431-01-014 ㈜비엔에프코리아

신청 업체 정보

회사명 대표자명

업태 및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허가업종
HACCP 

지정품목유형

회사 주소

전화 팩스

참가자 정보

성명

이메일 핸드폰

담당부서 직위

보유장비
□크린벤치 □오토클레이브 □배양기 □스토마커 

□PCR □ATP

품질관리 경력 년 전공

비고

1. 접수 방법: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 

(26664445@hanmail.net / Fax 02-2666-0440)

2. 회사명과 입금주가 상이할 경우 별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Tel 02-2666-4445)

3. 접수 인원이 초과 시 별도 안내 드립니다.

4. 신청서 1개당 1인 신청 바랍니다.

5. 교육일기준 1주일 이내 취소 시 환불 불가합니다.

6. 교육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주십시오 (계산서 발급용)

상기와 같이 교육훈련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교육훈련 참가자:                             (서명)

㈜ 비엔에프코리아 귀중

mailto:26664445@hanmail.net


오시는 길

1. 대중교통 이용 시

검단사거리역 1번 출구 건너편 검단빌딩 앞 정류장에서 1번(원님마을하차), 90-1번(대포서원

입구하차), 90번(향동해병2사단하차), 800번(향동해병2사단하차), 700-1번(향동해병2사단하

차), 70번(좌동마을하차) 이용 후 도보로 약 20분 소요됩니다.

2. 자가용 이용 시

김포시 양촌읍 대포산단1로 26 으로 검색 후 당사 앞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대중교통 수단이 불편하오니 되도록 자가용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