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10.>
(사료성분분석 작성예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시험: 결과평가후 10일
분석 및 검정: 완료 후 즉시

성명 :(법인의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한민국사료 김철수
의뢰인

123-45-56789
생년월일 :

주소 : 우편번호 (441 - 70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길 143-13
전화번호 : 031-123-4567

의뢰 내용

이메일주소 : jyh000@korna.net

대상 물품명

대한민국사료1호 (1점)

제조 또는 생산 연월일

2012. 8. 10.

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내용

애완용 소동물 전용으로 사용하는 배합사료

시험ㆍ분석 또는 검정을 원하는 사항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인

목적(용도)

사료 성분 등록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3조에 따라 시험(분석, 검정)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2012년
신청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8월

20일

㈜대한민국사료 (서명 또는 인)
귀하

없음(의뢰서 제출 시 국내외에서 시험 등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수수료

첨부서류
그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고시 참조

■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10.>
(축산물(유.육 및 난제품) 성분분석 작성예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시험: 결과평가후 10일
분석 및 검정: 완료 후 즉시

성명 :(법인의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한민국축산 김철수
의뢰인

123-45-56789
생년월일 :

주소 : 우편번호 (441 - 70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길 143-13
전화번호 : 031-123-4567

의뢰 내용

이메일주소 : jyh000@korna.net

대상 물품명

돈육 (2점)

제조 또는 생산 연월일

2012. 8. 10.

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내용

유황급여 돈육(등심)

시험ㆍ분석 또는 검정을 원하는 사항

일반조성분, 지방산, pH, 육색, 전단력, 가열감량,

목적(용도)

보수력
논문데이터 자료용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3조에 따라 시험(분석, 검정)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2012년
신청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8월

20일

㈜대한민국축산 (서명 또는 인)
귀하

없음(의뢰서 제출 시 국내외에서 시험 등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수수료

첨부서류
그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고시 참조

■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10.>
(사료안전성 분석 작성예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시험: 결과평가후 10일
분석 및 검정: 완료 후 즉시

성명 :(법인의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한민국애니팜 김철수
의뢰인

123-45-56789
생년월일 :

주소 : 우편번호 (441 - 70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길 143-13
전화번호 : 031-123-4567

의뢰 내용

이메일주소 : jyh000@korna.net

대상 물품명

대한민국-골드산사료 (1점)

제조 또는 생산 연월일

2012. 8. 10.

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내용

배합사료 항생.항균 물질 분석

시험ㆍ분석 또는 검정을 원하는 사항

살모넬라, 베타락탐, 마크로라이드, 설포아미이드,

목적(용도)

테트라사이클린, 아미노클리코
납품회사 요구 검사항목용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3조에 따라 시험(분석, 검정)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2012년
신청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8월

20일

㈜대한민국애니팜 (서명 또는 인)
귀하

없음(의뢰서 제출 시 국내외에서 시험 등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수수료

첨부서류
그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고시 참조

■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10.>
(축산물안전성 및 위생검사 작성예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시험: 결과평가후 10일
분석 및 검정: 완료 후 즉시

성명 :(법인의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한민국축산 김철수
의뢰인

123-45-56789
생년월일 :

주소 : 우편번호 (441 - 70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길 143-13
전화번호 : 031-123-4567

의뢰 내용

이메일주소 : jyh000@korna.net

대상 물품명

대한민국돈육 (1점)

제조 또는 생산 연월일

2012. 8. 10.

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내용

돈육(등심) 항생.항균 물질 분석

시험ㆍ분석 또는 검정을 원하는 사항

살모넬라, 베타락탐, 마크로라이드, 설포아미이드,

목적(용도)

테트라사이클린, 아미노클리코
돈육의 잔류물질 검사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3조에 따라 시험(분석, 검정)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2012년
신청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8월

20일

㈜대한민국축산 (서명 또는 인)
귀하

없음(의뢰서 제출 시 국내외에서 시험 등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수수료

첨부서류
그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고시 참조

■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10.>
(가축․축산물 유전자 분석 작성예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시험: 결과평가후 10일
분석 및 검정: 완료 후 즉시

성명 :(법인의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한민국초등학교 김철수
의뢰인

123-45-56789
생년월일 :

주소 : 우편번호 (441 - 70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길143-13
전화번호 : 031-123-4567

의뢰 내용

이메일주소 : jyh000@korna.net

대상 물품명

쇠고기 10점

제조 또는 생산 연월일

2012. 8. 10.

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내용

한우암소 쇠고기 등심부위

시험ㆍ분석 또는 검정을 원하는 사항

가축․축산물 유전자 분석 (품종식별)

목적(용도)

한우여부 확인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3조에 따라 시험(분석, 검정)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2012년
신청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8월

20일

대한민국초등학교장 (서명 또는 인)
귀하

없음(의뢰서 제출 시 국내외에서 시험 등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수수료

첨부서류
그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고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