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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et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식·약품 숙련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일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실시한 2015년 식품 및 약품분야 
측정 분석 숙련도 시험에서 연구원은 전 항목에 걸쳐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숙련도 평가는 연구원의 검사 능력 향상과 대외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년동안 우수한 성적을 받아 검사 및 측정 분석력에서 대내외적 
신뢰성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숙련도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
은 새로운 장비 구입과 측정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는 내부 숙련도 시험을 꾸준하게 실시한 결
과물로 해석되고 있다.

식·약품 분야 숙련도 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능력 향상 및 검사 결
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숙련도 시험의 평가 방법은 대상기관의 측정
값과 기준값의 차를 측정값의 분산 정도로 나눠 산출하고 평가 등급은 양호와 미흡의 2단계로 
구분해 평가된다.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우수한 분석 능력을 인정받은 것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분석 역량 강화를 통해 식·약품의 안전성을 확보,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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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송하진)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진태)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실시
한 '2015년 식품 및 약품분야 측정분석 숙련도시험'에서 전 항목 양호 평가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식·약품분야 숙련도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 및 검사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숙련도시험의 평가방법은 대상기관의 측정값과 기
준값의 차를 측정값의 분산정도로 나눠 산출하며 평가등급은 양호와 미흡의 2단계로 구분 평
가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우수한 분석능력을 인정받은 것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분석역량 강화를 통해 식·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foodtoday.or.kr/news/article_list_writer.html?user_no=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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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김진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실시한 2015년 식품 및 
약품분야 측정분석 숙련도시험에서 전 항목 양호 평가를 받았다.

연구원이 검사능력 향상 및 대외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숙련도 평가에서 지난 5년
동안 계속해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는 것은 새로운 장비 구입과 측정분석 능력을 향상시키는 
내부숙련도 시험을 열심히 실시해온 결과로 우수한 측정분석능력이 입증됐다.

식·약품분야 숙련도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 및 검사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숙련도시험의 평가방법은 대상기관의 측정값과 기
준값의 차를 측정값의 분산정도로 나눠 산출하며 평가등급은 양호와 미흡의 2단계로 구분 평
가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우수한 분석능력을 인정받은 것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분석역량 강화를 통해 식·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