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청구 회신(접수번호 1892147, 2012.11.27)

□ 신청자/신청일 : 강언주(서울 종로구 이화동 135번지 삼영빌딩 2층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2012.11.27

□ 정보공개 요청내용 및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수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하겠습니다.

○ 요청내용

1. 2012년 6월 28일 ~ 2012년 11월 27일 까지 실시한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검사에서 

검사한 전 품종 리스트

2. 2012년 6월 1일 ~ 2012년 11월 27일 까지 매일 실시한 방사능 검사 결과 중 검출

된 방사성 요오드와 방사성 세슘 수치(단위 : Bq/kg)

○ 회신내용

1. 2012년 6월 28일 ~ 2012년 11월 27일 까지 실시한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검사에서 

검사한 전 품종 리스트

품 목 품 목 품 목

냉동가리비 냉동환도상어 활꼬막

냉동가오리 냉동새우 활꼬막(새꼬막)

냉동갈치 냉동녹새치 활돔(강담돔)

냉동갑오징어 냉동돛새치 활돔(돌돔)

냉동참게 냉동황새치 활돔(벵에돔)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활돔(쥐돔)

냉동꽁치 냉동전갱이 활돔(참돔)

냉동가다랑어 냉동정어리 활방어

냉동날개다랑어 냉동준치 활우렁쉥이

냉동남방참다랑어 냉동쥐치 활장어(먹장어)

냉동눈다랑어 냉동말쥐치 활전복

냉동참다랑어 냉동파랑눈매퉁이 활해삼

냉동황다랑어 냉동해삼

냉동대구 냉동홍어

냉동돔 냉장가오리

냉동붉돔 냉장갈치

냉동실꼬리돔 냉장참돔

냉동연어병치 냉장황돔

냉동돔황돔 냉장명태

냉동멸치 냉장수조기

냉동명태 냉장전어

냉동수조기 냉장준치

냉동통의바리 냉장홍어

냉동방어 마른고등어

냉동검복 마른가다랑어

냉동까칠복 마른정어리

냉동상어 마른해삼

냉동진환도상어 활가리비

냉동청상아리 활참게

품 명 수입량 검출일자
검출치

요오드 세슘

냉장명태 13,500 2012.06.04 불검출 1.79

냉동고등어 72,450 2012.06.11 불검출 6.01

냉장명태 2,950 2012.06.12 불검출 2.44

냉동방어(F,포장횟감)  147 2012.06.13 불검출 4.95

냉동고등어 123,750 2012.06.14 불검출 5.81

냉동고등어 23,114 2012.06.14 불검출 2.80

냉동고등어 72,450 2012.06.14 불검출 2.90

냉장명태 4,040 2012.06.14 불검출 2.13

냉장명태 4,070 2012.06.14 불검출 2.92

냉장명태 6,030 2012.06.20 불검출 2.54

냉장명태 5,580 2012.06.20 불검출 2.00

냉장명태 4,500 2012.06.20 불검출 1.88

활참돔 7,756 2012.06.20 불검출 0.60

냉장명태 2,980 2012.06.26 불검출 2.31

냉장명태 1,200 2012.06.26 불검출 2.42

활참돔 7,428 2012.07.05 불검출 0.56

냉동고등어 173,250 2012.07.24 불검출 5.13

냉동상어(청상아리,F) 12,500 2012.08.09 불검출 6.84

냉동파랑눈매퉁이 100 2012.08.23 불검출 1.59

냉장명태 338 2012.09.14 불검출 1.47

냉장명태 3,000 2012.11.08 불검출 0.39

냉장명태 4,580 2012.11.14 불검출 1.19

냉동대구 24,750 2012.11.22 불검출 13.86

활참돔 11,371 2012.11.26 불검출 0.66

냉장명태 6,000 2012.11.27 불검출 0.33

2. 2012년 6월 1일 ~ 2012년 11월 27일 까지 매일 실시한 방사능 검사 결과 중 검출
된 방사성 요오드와 방사성 세슘 수치

❍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본부 수산물안전부 수산물검사과 

김재훈 담당자(전화 031-929-4682, E-Mail kkimjaehoo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