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 안내

잔류물질
검사 안내

원유(原乳, 우유제품의 원료) 중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민간 집유장에서 실시하는
검사(상시검사)에 추가하여 국가에서 검사(계획검사)하여 검증하는
국가 잔류물질 검사 체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유(原乳) 잔류물질 검사 체계
목 장

집유 차량

집 유 장

(탱크로리)

집유장(저유조)

정부(계획검사)
국가 잔류 물질 검사
(원유 안전성 검증)
- 연간 300건, 71종 검사 -

적합

집유차량(농장)
(시료 200건;정량검사)
낙농가

부적합시 조치

✽부적합시 원인조사용
농가별 시료채취

상시검사(책임수의사)
집유차량별
정성검사
집유장
(잔류물질 有·無 판정)

부적합

✽전량폐기
✽농가별 검사/원인조사

저유조
(시료 100건;정량검사)
✽부적합시 전량폐기/부적합 원인조사

검사에서 부적합한 원유는 폐기 조치하고,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잔류원인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조치

항생제 검출 등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원유는 집유장에서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전량 폐기하여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잔류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농장 위생관리 지도 실시 등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농장·차량 시료 채취 시 유의사항
1. 집유 시마다 농가별 시료(370㎖)와 집유차량 시료(500㎖)를 채취하여 보관하고, 상시검사 및 집유 전 검사 결과(관능,
비중, 알콜, pH, 진애 등) 부적합 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송부합니다.
2. 여러 농장의 시료가 혼합된 경우에는 각각의 농장시료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3. 시료채취 시 기구 및 용기는 운반, 세척, 멸균에 편리한 것으로써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사용합니다.

저유조 시료 채취 시 유의사항
1. 관할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와 검사일정을 협의하여 책임수의사가 저유조에서 시료(500㎖)를 채취하여 시·도 검사기관에
송부합니다.
2. 48시간 이내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저유조의 원유는 제조·가공공정에 투입될 수 없습니다.
3. 저유조 시료 검사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해당 저유조의 원유는 모두 폐기하고, 미리 채취·보관 중인 농가별 시료(370㎖)를
관할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로 별도로 송부합니다.
※ 이 외의 사항은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농식품부-식약처 공동고시)” 및 “2021년 원유 잔류물질 검사 계획”에
따릅니다.

[ 참고 1 ] 농장·차량 시료 검사 항목(71종)
검사물질군

세부 물질명(총 71종)
암피실린, 벤질페니실린, 아목시실린, 나프실린, 클록사실린, 디클록사실린, 세프티오퍼, 세파피린,

항생물질
(34종)

세파세트릴, 세파졸린, 세팔렉신, 세팔로니움, 세포페라존, 세푸록심, 세프퀴놈, 옥시테트라싸이클린,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테트라싸이클린, 독시싸이클린, 겐타마이신, 네오마이신, 스펙티노마이신,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 스트렙토마이신, 카나마이신, 스피라마이신, 에리스로마이신, 타일로신,
바시트라신, 버지니아마이신, 콜리스틴, 클로람페니콜, 린코마이신, 아미카신
설파제 15항목(설파디메톡신/설파메라진/설파메타진/설파모노메톡신/설파퀴녹살린/설파클로진/

합성항균제
(23종)

설파메톡시피리다진/설파메톡사졸/설파티아졸/설파클로르피리다진/설피속사졸/설파디아진/
설파독신/설파페나졸/설파구아니딘)
퀴놀론계 8항목(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 노르플록사신, 다노플록사신,
오비플록사신, 마보플록사신)

농약

사이퍼메트린, 클로르피리포스, 델타메트린, 글리포세이트, 클로르피리포스메틸,

(9종)

벤디오카브, 퍼메트린, 카보퓨란, 카바릴

구충제
(2종)
항염증제
(2종)
환경유래물질
(1종)

이버멕틴, 에프리노멕틴
덱사메타손, 프레드니솔론
아플라톡신 M1

[ 참고 2 ] 저유조 시료 검사 항목(47종)
검사물질군
항생물질
(16종)

세부 물질명(총 47종)
암피실린, 벤질페니실린, 아목시실린, 나프실린, 클록사실린, 디클록사실린, 옥시테트라싸이클린,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테트라싸이클린, 독시싸이클린, 스피라마이신, 에리스로마이신, 타일로신,
버지니아마이신, 클로람페니콜, 린코마이신
설파제 15항목(설파디메톡신/설파메라진/설파메타진/설파모노메톡신/설파퀴녹살린/설파클로진/

합성항균제
(23종)

설파메톡시피리다진/설파메톡사졸/설파티아졸/설파클로르피리다진/설피속사졸/설파디아진/
설파독신/설파페나졸/설파구아니딘)
퀴놀론계 8항목(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
노르플록사신, 다노플록사신, 오비플록사신, 마보플록사신)
사이퍼메트린, 클로르피리포스, 델타메트린,

농약 (8종)

클로르피리포스메틸, 벤디오카브, 퍼메트린,
카보퓨란, 카바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