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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강화'
230여 가지 항목 안전검사… 부적합 농산물 사전차단
입력: 2020.12.08 17:21 / 수정: 2020.12.08 17:21

전북도 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채소류와 과일류 등 총 727건의 농산물에서 제초제, 살충제 등을
포함해 잔류농약 230항목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유한회사 필통 제공

230여 가지 항목 안전검사… 부적합 농산물 사전차단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이 도내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하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채소류와 과일류 등 총 727건의 농산물에서 제초제, 살
충제 등을 포함해 잔류농약 230항목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건의 농산물에서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돼 해당 시·군에 즉시 통보, 회
수·폐기 및 행정조치 등으로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게 했다. 그 외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내로 검출돼 안전한 농산물인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는 내년 상반기에 전주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에 농산물현
장검사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최신 분석장비를 활용해 경매전이나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의 신
속하고 정확한 잔류농약 검사로 부적합 농산물의 사전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http://news.tf.co.kr/print/1829651

2020-12-10

전북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강화' - 전국 > 인쇄하기 - THE FACT

Page 2 of 2

또한, 도내에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시·군 식품위생 담당부서와 협력해 로컬푸드 직
매장과 농산물도매시장 등에서 공동 수거해 검사를 진행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위해
앞으로도 잔류농약 검사를 더욱더 강화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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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잔류농약 검사 강화로 농산물 안전성 확
보 나선다
홍민희 기자

승인 2020.12.09 09:19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하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채소류와 과일류 등 총 727건의 농
산물에서 제초제, 살충제 등을 포함해 잔류농약 230항목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의 농산물에서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
출돼 해당 시·군에 즉시 통보, 회수·폐기 및 행정조치 등으로 부적합 농산물
의 유통을 차단했다.
그 외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내로 검출되어
안전한 농산물인 것으로 확인했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위해 앞으로도 잔류농약 검사를 더욱 강화해 실시하겠
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는 내년 상반기에 전주 농수산물 공영
도매시장에 농산물현장검사소를 개소, 최신 분석장비를 활용해 경매전이
나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의 신속하고 정확한 잔류농약 검사로 부적합 농산
물의 사전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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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잔류농약 검사 강화…“농산물 안전성 확보”
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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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도내 로컬푸드와 농산물도매시장 등 유통 부적합 농산물 사전차단
230여 가지 항목 안전검사…내년 상반기 전주에 농산물현장검사소 개소
[베타뉴스=한병선 기자]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이 도내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하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에 나선다.
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채소류와 과일류 등 총 727건의 농산물에서 제초제, 살충제
등을 포함해 잔류농약230항목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3건의 농산물에서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어 해당 시·군에 즉시 통보, 회수
·폐기 및 행정조치 등으로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게 하였다. 그 외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약
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내로 검출되어 안전한 농산물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는 내년 상반기에 전주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에 농산물현장검
사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최신 분석장비를 활용해 경매전이나 유통되고 있는농산물의 신속하고 정
확한 잔류농약 검사로 부적합 농산물의 사전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도내에 안전한 농산물이유통될 수 있도록 시·군 식품위생 담당부서와 협력해 로컬푸드 직매
장과 농산물도매시장 등에서 공동 수거하여 검사를 진행한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위해 앞
으로도 잔류농약 검사를 더욱더 강화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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