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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보건환경연구원, 식·의약품분야 숙련도 평가 우수
한병선 기자
입력 : 2020-12-17 15:29:36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총 16개 항목에 대한 평가…全항목 양호
식품 의약품 검사기관으로 분석능력 인정받아
[베타뉴스=한병선 기자]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2020년 식·의약품분야 숙련도
시험에서 측정 분석능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전 항목 양호평가를 받은 식·의약품분야 숙련도 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험·검사결과의 신뢰성 향상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전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민간 시험·검사기관 등 254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식품 12항목, 의약품 3항목, 화장품 1항목 등 3개 분야 총 16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며, 양호, 주의, 미흡의 3
단계로 구분되어 평가된다.
유택수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서 분석능력을 인정받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앞으로도 첨단장비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분석역량 강화를 통해 건강한 먹을거리 유통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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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총 16개 항목에 대한 평가…全항목 양호
식품‧의약품 검사기관으로 분석능력 인정받아…전문인력 지속양성 목표
【 서울뉴스통신 】 김영미 기자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2020년 식·의약품분야 숙련도 시험에서 전 항목 양호 평가를 받으며 측정 분석능력의 우
수성을 인정받았다.
식·의약품분야 숙련도 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 향상과 정확성 확
보를 위해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전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민간 시험·검사기관 등 254개 기
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식품 12항목, 의약품 3항목, 화장품 1항목 등 3개 분야 총 16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며, 양호, 주
의, 미흡의 3단계로 구분되어 평가된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서 분석능력을 인정받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첨단장비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분석역량 강화를 통해 건강한 먹을거
리 유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미 기자 snakorea.r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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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총 16개 항목에 대한 평가…전 항목 양호
- 식품‧의약품 검사기관으로 분석능력 인정받아…전문인력 지속양성 목표

[세계로컬핫뉴스]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식·의약품 분야 숙련도 평가 우수
최준필 기자 news@thesegye.com | 2020-12-17 12:08:45

[전북=세계타임즈 최준필 기자]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2020년 식·의약품 분야 숙련도 시험에서 전 항목 양호 평가를 받으며 측정 분석능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식·의약품 분야 숙련도 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 향상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지
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전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민간 시험·검사기관 등 254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
고 있다.
식품 12항목, 의약품 3항목, 화장품 1항목 등 3개 분야 총 16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며, 양호, 주의, 미흡의 3
단계로 구분되어 평가된다.
유택수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서 분석능력을 인정받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앞으로도 첨단장비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분석 역량 강화를 통해 건강한 먹거리 유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계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the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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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총 16개 항목에 대한 평가…全항목 양호
- 식품‧의약품 검사기관으로 분석능력 인정받아…전문인력 지속양성 목표
[투데이안]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2020년 식·의
약품분야 숙련도 시험에서 전 항목 양호 평가를 받으며 측정 분석능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식·의약품분야 숙련도 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 향상과 정확성 확
보를 위해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전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민간 시험·검사기관 등 254개 기
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식품 12항목, 의약품 3항목, 화장품 1항목 등 3개 분야 총 16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며, 양호, 주
의, 미흡의 3단계로 구분돼 평가된다.
유택수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서 분석능력을 인정받
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앞으로도 첨단장비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분석역량 강화를
통해 건강한 먹을거리 유통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투데이안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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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북 보 건 환 경 연 구 원 , 식 ·의 약 품 분 야 숙 련 도 평 가 우 수
식약처 주관 2020년 식·의약품분야 숙련도 시험서 전 항목 ‘ 양호’
식품·의약품 검사기관으로 분석능력 인정받아…전문인력 지속양성 목표

등록 2020-12-17 14:05:15

[전주=뉴시스]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2020년 식·의약품분야 숙련도 시험에서 전 항목 양호 평가를 받으며 측정 분석능력의 우수성을 인정받
았다고 17일 밝혔다.

식·의약품분야 숙련도 시험은 식약처가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 향상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지방 식품
의약품안전청, 전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민간 시험·검사기관 등 254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
고 있다.

식품분야 12항목, 의약품 3항목, 화장품 1항목 등 3개 분야 총 16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며, 양호, 주의,
미흡의 3단계로 구분돼 평가된다.

유택수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서 분석능력을 인정받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장비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분석역량 강화를 통해 건강한 먹
을거리 유통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