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푸드 농산물 잔류농약 실태조사 및 안전성 평가

- 99 -

로컬푸드 농산물 잔류농약 실태조사 및 안전성 평가

강미숙†·권태혁·한병구·손명옥·서재숙·나문수·유택수

농수산물검사과

Monitoring of Residual Pesticides and Risk Assessment in Agricultural

products on Local Food Markets

Mee-Sook Kang†, Tae-Hyok Kwon, Byoung-Ku Han, Myeong-Oak Son, Jae-Suk Seo,

Mun-su Na, Taek-Soo Yoo

Divis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Inspection

Abstract

Pesticides are used in various ways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efficiency. On the other

hand, the use of agricultural chemicals negatively affects the soil environment and leads to residue

accumulating in the human body through the consump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levels of pesticide residues in each agricultural produce selling at local food markets, a

total of 223 samples were collected from February to November 2017 in Jeollabuk-do, Korea. Pesticide

residues in samples were analyzed by multi-residue method using GC-MS/MS, GC-ECD/NPD,

LC-MS/MS and HPLC-VWD/FLD. As a result of analysis, nine pesticide residues were detected from

eight samples, representing a detection rate of 3.6%. Samples with pesticide residues below the

Maximum Residue Limit(MRL) were as follows: Pepper Leaves(Deltamethrin 4.5 ㎎/㎏), Lettuce

Leaves(Thiamethoxam 0.1 ㎎/㎏), Ssam Cabbage(Procymidone 0.1 ㎎/㎏, 1.9 ㎎/㎏), Radish

Leaves(Procymidone 1.0 ㎎/㎏). And samples with pesticides above the MRL were Crown

Daisy(Ethoprophos 0.23 ㎎/㎏), Pepper Leaves(Methomyl 25.4 ㎎/㎏), Mustard leaf(Procymidone 8.5 ㎎

/㎏) and Korean Cabbage(Procymidone 0.7 ㎎/㎏).

The range of %ADI values was from 0.00091 to 1.31818%, representing that pesticide residue levels

were evaluated as safe for consumption. However, there were agricultural produces that exceeded 10

~ 50 times of the MRL in this study. These results pointed to an urgent need to provide essential

training for the farmers. Also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quality control of the local food market

and to conduct continuous monitoring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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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농약은 농업생산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농약의 사용은 토양환경

에 악영향을 미치고 생산된 농산물의 섭취를 통해 인체에 축적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북지역

에서 생산되어 로컬푸드 매장에서 유통되는 잔류농약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017년 2월부터 11월까지 도내 로컬푸드 매장에서 유통 농산물 검체 223건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하였다. GC-MS/MS, GC-ECD/NPD, LC-MS/MS, HPLC-VWD/FLD를 사용하여 

다종농약다성분 검사법에 의해 229종류의 농약을 분석 하였다. 검사결과 8개의 시료에서 9종류

의 농약성분이 검출되었으며 검출율은 3.6%이었다. 농약성분이 잔류허용기준(MRL) 이내로 검

출된 농산물은 고춧잎(Deltamethrin 4.5 ㎎/㎏), 상추(Thiamethoxam 0.1 ㎎/㎏), 엇갈이배추

(Procymidone 1.9 ㎎/㎏), 쌈배추(Procymidone 0.1 ㎎/㎏), 무청시래기(Procymidone 1.0 ㎎/㎏)이

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은 4건(1.8%)이었으며, 쑥갓(Ethoprophos 0.23 

㎎/㎏), 고춧잎(Methomyl 25.4 ㎎/㎏), 갓(Procymidone 8.5 ㎎/㎏), 배추(Procymidone 0.7 ㎎/㎏)로 

나타났다.

 검출된 농약에 대한 %ADI 범위는 0.00002 ~ 0.02397%로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수치였다. 그러나, 일부 로컬푸드 농산물에서 농약잔류허용기준의 50배를 초과되어 잔

류농약이 검출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대책으로 납품 농업인

에 대한 필수 교육 및 로컬푸드 매장의 자체 품질관리 강화와 잔류농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

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로컬푸드, 전라북도, 잔류농약, 위해성 평가, %ADI

1. 서 론 

농약은 병해충 방지와 잡초를 제거하고 농산물의 품질향상, 수확량 증대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필수 농자재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농작물이나 토양에 살포된 농약은 광

분해, 미생물, 식물체로 흡수 등으로 분해 감소되어 농산물에 잔류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나 

대부분의 농약은 자체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농산물 및 토양에 잔류하게 된다.1) 특히 조리

과정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과채류의 특성으로 인해 잔류농약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은 높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기후 및 농업환경의 다변화로 인해 농약의 사용은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실제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농산물 생산량은 20 ~ 75% 까지 현저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은 노동력과 더 많은 경작지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2),3) 농약의 사용이 경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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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효과가 입증되고 있지만, 농약의 잔류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생산력을 향상 시키면서도 안전한 농산물의 유통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적절한 농약사용

의 과제를 안고 있다.4)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량이 증가됨에 따라 농작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

하기 위해서는 생산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며, 특히 지역 

로컬푸드 매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 유통, 판매 단계로 세분하여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5) 도시민의 농약독성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농민이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한다고 여기며, 농작물에 농약이 잔류하여 만성독성을 유발시키거나 암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성은 강조해도 부족

함이 없다.6)

전라북도 로컬푸드 매장을 살펴보면 2012년 4월 완주 용진 매장, 2012년 12월 완주 로컬푸드 

효자점 2개소에서 매출액 48억으로 전국 로컬푸드 매장의 효시가 되었다. 그 후 도내에서도 해

마다 6개소 이상의 로컬매장이 생기면서 2016년에는 도내 로컬매장이 28개소(전국 82개소), 매

출액 730억으로 성장하고 2017년 12월에는 도내 로컬매장 30개소(전국 167개소), 매출액 850억

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로컬푸드는 농가가 직접 수확한 신선 농산물을 직접 진열, 회수하고, 생산자의 이름과 연락

처, 주소를 명시함으로써 소비자는 누가 생산했는지 알 수 있고, 1 ha 미만의 중소농이나 여성,

고령 농민에게 진열 우선권을 줌으로써 소비자는 값싼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농민은 제값 

받는 Win-Win 도농(都農) 협력 모델이다. 그러나 이처럼 장점을 가진 로컬매장이라 할지라도 

품질관리가 소홀할 경우 이미지 훼손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전라북도 친환경유통과에서는 도내 30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 운영기준안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직매장 운영기준 준수여부와 현장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관리 수준, 농가

교육 및 관리, 가격 등 운영관리 등에 따라 인증매장을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30개소 중 7개소를 전라북도 로컬푸드 인증매장으로 등록 관

리하고 있다. 따라서 비교적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7개소의 로컬푸드 매장을 제외한 23개소의 

로컬푸드 매장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본 조사는 로컬푸드 매장의 유통 중인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공유하여 로컬푸드 매장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성을 확보하

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시료의 선택 및 채취

조사대상은 2017년 2월부터 11월까지 전북지역에서 운영 중인 30개소 로컬푸드 매장중 전라

북도 인증매장 7개소를 제외한 23개소 로컬푸드 매장에서 유통 중인 농산물을 대상으로 검사

하였다.(표 1) 시료 수거는 로컬푸드 매장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시·군 위생계 직원이 3회로 나

누어 실시하였으며, 매장별 3건 내외의 농산물을 수거하여 의뢰 하도록 하였고, 1회는 연구원

과 공동 수거함으로써 매장 현장 조사와 함께 매장의 규모와 유통 상황을 참조하였다. 의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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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별 수거건수는 표 2와 같다. 검체는 농약 검출률이 높은 엽채류와 엽경채류 위주로 수거하여 

분석하였다.

표 1. 전라북도내 로컬푸드 매장 현황 

시군 (매장 수) 도 인증매장 조사대상 매장

전주시  (5) 5

군산시  (2) 1 1

익산시  (2) 1 1

정읍시  (2) 2

남원시  (1) 1

김제시  (2) 1 1

완주군 (12) 3 9

진안군  (1) 1

순창군  (1) 1

고창군  (1) 1

전라북도청 (1) 1

계   (30) 7 23

표 2. 의뢰기관별 검사 현황

의뢰기관 검사건수 의뢰기관 검사건수 의뢰기관 검사건수

전라북도 12 군산시 10 순창군 13

덕진구 28 정읍시 15 고창군 8

완산구 42 김제시 23 진안군 9

익산시 16 완주군 47 계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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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료중 대상물질 추출 및 정제

시료의 전처리는 식품공전 제7. 일반시험법 7. 식품 중 잔류농약분석법 7.1.2.2.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 제2법에 따라 잔류농약 229항목을 검사하였다.

2.2.1. 추출

2.2.1.1. 아세토니트릴 추출법

검체(곡류 및 콩류는 약 1 kg을 잘 혼합하여 표준체 420 μm를 통과하도록 분쇄한 50 g, 채

소류, 과일류, 서류 및 견과종실류는 약 1 kg을 대형분쇄기에 넣고 분쇄한 50 g, 차는 10 g)를 

정밀히 달아 혼합추출분쇄기병에 넣고(곡류 및 콩류의 경우 물 30 mL를 넣어 2시간 방치, 차

의 경우 물 40 mL를 넣어 2시간 방치) 아세토니트릴 100 mL를 넣은 후 혼합추출분쇄기로 2

~ 3분간 균질화한다. 이를 여지가 깔려있는 부흐너깔때기로 감압여과한다. 여액을 염화나트륨 

10 ~ 15 g이 들어있는 500 mL 분액깔때기에 옮기고 마개를 막은 후 심하게 흔들어 층이 완전

히 분리될 때까지 정치한다. 아세토니트릴층을 무수황산나트륨에 통과시켜 탈수한 후 별도의 

아세토니트릴을 가하여 최종 부피가 100 mL가 되게 한다. 아세토니트릴층 20 mL를 각각 취하

고 40 ℃ 이하 수욕상에서 감압농축하여 용매를 날려버린다. 잔류물을 기체크로마토그래프 분

석 대상 농약의 경우 20% 아세톤 함유 헥산 4 mL로 용해하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분석 대상 

농약은 1% 메탄올 함유 디클로로메탄 4 mL로 용해한다.

2.2.2. 정제

2.2.2.1.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측정용 시료

미리 플로리실 카트리지에 헥산 5 mL를 2 ~ 3 방울/초의 속도로 유출하여 버린다. 이 카트

리지에 20% 아세톤 함유 헥산 5 mL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출하여 버린다. 이어서 20% 아

세톤 함유 헥산 4 mL에 녹인 액을 카트리지 상단에 넣고 초당 1 ~ 2방울 정도의 속도로 용출

시켜 시험관에 받는다. 다시 카트리지가 용매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20% 아세톤 함유 헥산 5

mL를 용출하여 동일 시험관에 모은다. 이를 미리 헥산 5 mL와 20% 아세톤 함유 헥산 5 mL

로 활성화시킨 카본 카트리지에 용출액을 넣고 초당 1 ~ 2방울 정도의 속도로 용출시켜 시험

관에 받는다. 추가로 20% 아세톤 함유 헥산 15 mL로 용출시켜 동일 시험관에 모은다. 용출액

은 40 ℃ 이하 수욕상에서 질소 또는 공기를 낮은 유속으로 통과시키면서 용매를 날려 보낸 

후 20% 아세톤함유 헥산에 녹여서 일정량으로 한 후 막 여과지(Membrane filter, PTFE 0.45 μm)

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단, 카본 카트리지는 색소 등 방해물질 제거에 필요시에 사용

하였다.)

2.2.2.2.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측정용 시료

미리 아미노프로필 카트리지에 디클로로메탄 5 mL를 2 ~ 3 방울/초의 속도로 유출하여 버

린다. 이어서 1% 메탄올 함유 디클로로메탄 4 mL에 녹인 액을 카트리지 상단에 넣고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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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초의 속도로 용출시켜 시험관에 받는다. 다시 카트리지가 용매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1%

메탄올 함유 디클로로메탄 7 mL를 유출하여 동일 시험관에 합친다. 유출액은 40 ℃ 이하 수욕

상에서 질소 또는 공기를 낮은 유속으로 통과시키면서 용매를 날려 보낸 후 아세토니트릴에 

녹여 일정량으로 한 후 막 여과지(Membrane filter, PTFE 0.45 μm)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단, 카본 카트리지는 색소 등 방해물질 제거에 필요시에 사용하였다.)

2.3. 기기분석 조건

분석기기는 GC-MS/MS(TSQ Quantum XLS, Thermo, USA), LC-MS/MS(Quattro Premier

XE, Waters, USA)로 정성 분석한 후, GC-ECD/NPD(Agilent 7890A)와 HPLC-VWD/FLD

(Agilent 1260)로 정량 분석하였다. GC-ECD/NPD와 HPLC-VWD/FLD의 기기 조건은 표 3과 

표 4에, GC-MS/MS와 LC-MS/MS는 표 5와 표 6에 각각 나타내었다. 농약 분석대상 항목은 

GC 분석농약 168종, LC 분석농약 61종을 대상으로 하였다.(표 7, 표 8)

표 3. GC-ECD/NPD의 잔류농약 분석조건 

기기 GC (Agilent 7890A)

검출기 GC–ECDa) GC–NPDb)

주입부 온도 230 ℃ 230 ℃

검출기 온도 270 ℃ 270 ℃

가스 유량 N2 (60 mL/min) N2 (10 mL/min)

Air (120 mL/min)

H2 (3 mL/min)

Split 모드 Split(50:1) Splitless

칼럼 DB–5 (30 m × 250 nm ID × 0.25 nm film thickness)

오븐 온도
80 ℃ (2 min) → 7 ℃/min → 250 ℃ (0 min) → 15 ℃/min

→ 280 ℃ (11min)

a) Electron capture detector
b) Nitrogen–phosphorus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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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HPLC-VWD/FLD의 잔류농약 분석조건

기기 Agilent 1260 infinity HPLC (Agilent Technologies, USA)

검출기 Variable Wavelength Detector Fluorescence detector

파장 254 nm Ex: 330 nm, Em: 446 nm

칼럼후 반응기 - VECTOR PCX

반응기 온도 - 90 ℃

펌프 -

Pump 1: Hydrolysis reagent

(0.1 mL/min)

Pump 2: O-Phthalaldehyde reagent

(0.1 mL/min)

칼럼 CAPCELL PAK C18 (4.6 mm x 250 mm, 5 μm)

칼럼 온도 40 ℃

주입량 10 μL

유량 1.0 mL/min

이동상 A: Water, B: Acetonitrile

이동상 조성

시간 (min) A (%) B (%)

0.0 75 25

5.0 75 25

25.0 32 68

30.0 32 68

40.0 10 90

40.1 0 100

45.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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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GC-MS/MS의 잔류농약 분석조건

표 6. LC-MS/MS의 잔류농약 분석조건

기기
HPLC 2695 Alliance module with mass spectrometric

detector Quattro Premier XE (Waters, USA)

이온화 모드 ESI 양이온 모드

모세관 전압 2500 V

Scan 유형 MRM (Multiple reaction monitoring)

칼럼 SunFire C18 (2.1 mm x 150 mm, 3.5 μm)

칼럼 온도 40 ℃

주입량 5 μL

유량 0.25 mL/min

이동상
A: 0.1% formic acid in water
B: 0.1% formic acid in methanol

이동상 조성

시간 (min) A (%) B (%)
0.0 60 40
3.6 60 40
6.0 40 60

12.0 40 60
18.0 20 80
26.0 20 80
30.0 60 40
36.0 60 40

기기 GC-MS/MS (TSQ Quantum XLS, Thermo, USA)

주입부 온도 280 ℃

가스

운반 기체 He (splitless, 1.2 mL/min)

소광 기체 He (2.25 mL/min)

충돌 기체 N2 (1.5 mL/min)

질량분석기

이온화 방법 전자충격법 (70 eV)

Ion source 온도 250 ℃

Transfer line 온도 280 ℃

Scan 범위 50 ~ 550 m/z

칼럼 TG–5MS
5% phenyl methyl siloxane,
30 m × 250 ㎛ × 0.25 nm film thickness

오븐 온도
40 ℃ (1.5 min) → 25 ℃/min → 90 ℃ (1.5 min) → 25 ℃/min → 180 ℃
(0 min) → 5 ℃/min → 280 ℃/min → 280 ℃ (0 min) → 300 ℃ (5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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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분석대상 농약항목 (61종)

번호 농약명 번호 농약명

1 Acetamiprid 32 Lufenuron

2 Aldicarb 33 Mepanipyrim

3 Amisulbrom 34 Metamifop

4 Azoxystrobin 35 Methabenzthiazuron

5 Bendiocarb 36 Methiocarb

6 Benzoximate 37 Methomyl

7 Boscalid 38 Methoxyfenozide

8 Carbaryl: NAC 39 Metolcarb

9 Carbendazim 40 Novaluron

10 Carbofuran 41 Oxamyl

11 Chlorantraniliprole 42 Oxaziclomefone

12 Chromafenozide 43 Pentoxazone

13 Clothianidin 44 Propoxur

14 Cyazofamid 45 Pyraclostrobin

15 Cyhalofop-butyl 46 Pyribenzoxim

16 Cymoxanil 47 Pyributicarb

17 Dimethomorph 48 Pyrimethanil

18 Ethaboxam 49 Pyriproxyfen

19 Ethiofencarb 50 Pyroquilon

20 Fenhexamid 51 Quinoclamine

21 Fenpyroximate 52 Spirodiclofen

22 Ferimzone 53 Spiromesifen

23 Fluacrypyrim 54 Teflubenzuron

24 Flubendiamide 55 Thenylchlor

25 Flufenacet 56 Thiacloprid

26 Flufenoxuron 57 Thiamethoxam

27 Fluquinconazole 58 Thiodicarb

28 Forchlorfenuron 59 Tiadinil
29 Hexaflumuron 60 Tricyclazole
30 Imibenconazole 61 Trifloxystrobin

31 Imidaclop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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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기체크로마토그래프 분석대상 농약항목 (168종)

번호 농약명 번호 농약명 번호 농약명 번호 농약명

1 Napropamide 43 EPN 85 Prochloraz 127 Thifluzamid

2 Diazinon 44 Chinomethionat 86 Profenofos 128 Probenazole

3 Deltamethrin 45 Cadusafos 87 Propiconazole 129 Fthalide

4 DDT 46 Carbophenothion 88 Pyrazophos 130 Flutolanil

5 Dimethoate 47 Captafol 89 Pirimiphos-methyl 131 Pyriminobac-methyl

6 Dicofol 48 Captan 90 Pirimiphos-ethyl 132 Pyrimidifen

7 Dichlorvos 49 Quintozene 91 Hexaconazole 133 Indanofan

8 Dichlofluanid 50 Chlorobenzilate 92 Heptachlor 134 Tebupirimfos

9 Dicloran 51 Chlorothalonil 93 Isoprothiolane 135 Fenoxanil

10 Diphenylamine 52 Chlordane 94 Iprobenfos 136 Tefluthrin

11 Diphenamid 53 Chlorpyrifos 95 Chlorfenapyr 137 Fenamidone

12 Myclobutanil 54 Chlorpyrifos-methyl 96 Tebufenpyrad 138 Propisochlor

13 Malathion 55 Tebuconazole 97 Fenazaquin 139 Diniconazole

14 Mecarbam 56 Terbufos 98 Prothiofos 140 Ofurace

15 Methoxychlor 57 Tetradifon 99 Pyraclofos 141 Pyridalyl

16 Metribuzin 58 Tolyfluanid 100 Pyridaben 142 Cyflufenamid

17 Methidathion 59 Tolclofos-methyl 101 Fipronil 143 Flonicamid

18 Buprofezin 60 Triadimenol 102 Fenobucarb 144 Simeconazole

19 Bromacil 61 Triadimefon 103 Dimethylvinphos 145 Quinalphos

20 Bromopropylate 62 Triazophos 104 Diethofencarb 146 Metrafenone

21 BHC 63 Triflumizole 105 Cyprodinil 147 Piperophos

22 Bitertanol 64 Parathion 106 Cyproconazole 148 Lindane, γ-BHC

23 Bifenox 65 Parathion-methyl 107 Kresoxim-methyl 149 Fluopyram

24 Bifenthrin 66 Paclobutrazol 108 Chlorfluazuron 150 Ametryn

25 Vinclozolin 67 Permathrin 109 Fosthiazate 151 Atrazine

26 Cypermethrin 68 Fenarimol 110 Fludioxonil 152 Azaconazole

27 Cyfluthrin 69 Fenitrothion 111 Fluazinam 153 Azinphos-ethyl

28 Cyhalothrin 70 Pendimethalin 112 Nuarimol 154 Bromophos-methyl

29 Amitraz 71 Fenvalerate 113 Esprocarb 155 Bromoxynil

30 Azinphos-methyl 72 Fenbuconazole 114 Etoxazole 156 Bupirimate

31 Aldrin&Dieldrin 73 Fenthion: MPP 115 Pyridaphenthion 157 Butafenacil

32 Edifenphos 74 Penconazole 116 Halfenprox 158 Chloridazon

33 Ethion 75 Phenthoate 117 Dithiopyr 159 Chlorthal-dimethyl

34 Ethoprophos 76 Fenpropathrin 118 Butachlor 160 Cinmethylin

35 Etrimfos 77 Phosalone 119 Cycloprothrin 161 Clomeprop

36 Endosulfan 78 Phosmet, PMP 120 Anilofos 162 Cyanazine

37 Endrin 79 Phosphamidone 121 Acrinathrin 163 Cyanophos

38 Oxadiazon 80 Folpet 122 Etridiazole 164 Cycloate

39 Oxadixyl 81 Flusilazole 123 Indoxacarb 165 Diallate

40 Imazalil 82 Fluvalinate 124 Zoxamide 166 Dicrotophos

41 Isofenphos 83 Flucythrinate 125 Terbuthylazine 167 Diflufenican

42 Iprodione 84 Procymidone 126 Thiazopyr 168 Dimethach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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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판정기준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허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따랐다. 다

만 해당 농약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판정에 대한 잠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행하였다.

 1) CODEX 기준 적용

 2) 1)항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유사농산물(대분류 및 소분류)의 최저기준을 적용

 3) 1), 2)항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농약 잔류허용기준 중 해당농약의 최저기준 적용

3. 결과 및 고찰

3.1. 농산물 분류별 잔류농약 검출 및 부적합 현황

도내 23곳 로컬푸드매장 유통 농산물에 대한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거된 유통 농산물은 총 223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분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채소류가 203건

으로 가장 많았고, 과실류 8건, 곡류 6건, 서류 3건, 버섯류 2건, 콩류 1건으로 의뢰되었다. 가

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채소류를 세분하면 엽채류가 105건, 엽경채류가 37건, 결구엽채류가 

22건, 근채류가 11건, 박과 과채류가 9건, 박과 이외 과채류가 19건으로 구성되었다.

조사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검체는 8건으로 3.6%의 검출률을 나타냈다. 또한, 잔류농약 허

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된 건수는 4건으로 부적합률은 1.8%로 나타났으며, 부적합 

검체로는 엽채류 3건, 결구엽채류 1건으로 조사되었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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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농산물 품목 유형별 검사현황

3.2. 검출농약 성분 분포

조사결과 4건의 농산물이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며, 4건의 농산

물에서는 기준치 이내로 검출되었다.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쑥갓에서 Ethoprophos,

고춧잎에서 Methomyl, 갓과 배추에서 Procymidone이었으며, 기준 이내로 검출된 농약은 고춧

잎에서 Deltamethrin, 상추에서 Thiamethoxam, 쌈배추, 엇갈이배추 및 무(잎)에서 

Procymidone이었다. 이중에서 잔류농약이 2종류 이상 중복되어 검출된 시료는 고춧잎이었으

며, 중복 검출된 농약은 Procymidone이 5건의 시료에서 확인되어 가장 많이 검출되었다.(표 

10, 표 11, 그림 1)

부적합 잔류농약 항목 중에서 Methomyl은 고추에서 5.0 ㎎/㎏ 이하로 사용이 가능한 농약

이지만 고춧잎에 대한 Methomyl의 잔류허용기준은 따로 정해지지 않아 유사 채소류 기준인 

0.5 ㎎/㎏을 적용하므로, 고춧잎에서 Methomyl이 기준치의 50배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생산 농민들이 고추 재배시 사용된 농약이 고춧잎 출하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 분 류 소 분 류 검사건수 불 검 출 기준이하 검출 기준초과 검출

곡    류 - 6 6 - -

서    류 - 3 3 - -

콩    류 - 1 1 - -

견    과 
종 실 류 - - - - -

과 일 류

인  과  류 4 4 - -

감  귤  류 - - - -

핵  과  류 - - - -

장  과  류 3 3 - -

열대과일류 1 1 - -

채 소 류

결구엽채류 22 21 - 1

엽  채  류 105 98 4 3

엽 경 채 류 37 37 - -

근  채  류 11 11 - -

박과과채류 9 9 - -

박 과 이 외
과  채  류 19 19 - -

버 섯 류 - 2 2 - -

총    계 223 21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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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검출된 Procymidone은 균사의 신장생육을 저해하는 작용기작을 가지는 살균제로

써 포도, 딸기 등에서의 잿빛곰팡이 방제에 적용하며, 국내 유통 농산물에서 가장 빈번히 검출

되고 있다.7),8),9) 또한 여러 조사결과에서 검출빈도가 가장 높은 농약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번 

조사에서도 여전히 높은 빈도로 검출되는 약제로 나타났다.10),11),12)

조사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4건 모두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된 점과, 기준 이내의 검출을 보인 잔류농약 5항목 중 3항목은 잔류허용기준

이 설정되지 않은 점이다. 이는 작물별 농약사용기준에 맞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재배 중에 기준 미설정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소량 다품종 생산 농가인 로컬푸

드 농산물의 우려점으로 해석되어진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로컬푸드 납품 

농가와 농약판매상의 농약안전사용 교육이 병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0. 기준치 이하 잔류농약 검출 현황

품목명 농약명 검출치 (㎎/㎏) 기준치 (㎎/㎏)

고춧잎 Deltamethrin 4.5 5.0

상추 Thiamethoxam 0.1 15

엇갈이배추 Procymidone 1.9 5.0

쌈배추 Procymidone 0.1 5.0

무(잎) Procymidone 1.0 5.0

표 11. 기준치 초과 잔류농약 검출 현황

품목명 농약명 검출치 (㎎/㎏) 기준치 (㎎/㎏)

쑥갓 Ethoprophos 0.23 0.02

고춧잎 Methomyl 25.4 0.5

갓 Procymidone 8.5 5.0

배추 Procymidone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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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2 3 4 5 6

Ethoprophos

Deltamethrin

Methomyl

Procymidone

Thiamethoxam

건수

기준이하 검출 기준초과 검출

그림 1. 농약성분별 검출빈도

3.3. 매장별 잔류농약 검출 및 부적합 현황

매장별 잔류농약 검출 및 부적합률을 보면 농산물 유통량이 비교적 적은 매장에서 검출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그림 2) 이러한 결과는 로컬푸드 농산물 관리가 단위농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장내 농산물 유통량이 많고 규모가 클수록 해당 매장의 농산물 품질관리가 더욱 철

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매장 자체에서의 품질관리 강화가 농산물 안전성 확

보 및 로컬푸드 매장의 성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자체 품질관리 강화를 유도하

는 것이 이 조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즉, 로컬푸드 매장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검사결과를 환류함으로써 매장내에서 자체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게 되면, 보다 청정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로컬푸드매장이 

활성화되어 전라북도 도정과제인 삼락농정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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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로컬푸드 매장별 잔류농약 검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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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잔류농약 안전성 평가

위해성 평가는 인체가 식품 등에 존재하는 위해요소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영향과 발생확률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식품 등을 통하여 사람이 섭취하는 위해요소

의 양 또는 수준을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즉 장애추정농약

의 일일섭취추정량(EDI)을 구하여 인체 안전기준치인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ADI)과 비교하여 

상대백분율로 위해도(RI, Risk Index)를 산출했을 때, 이 값이 100%를 넘어설 경우 위해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잔류허용기준 이내이거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한 위해성 

지수인 %ADI 값은 상당히 낮은 수치인 0.00091 ~ 1.31818%이었다.(표 12) 특히 고춧잎의 경우 

잔류허용기준을 50배 이상으로 검출되었지만 고춧잎의 일일 식이섭취량이 0.43 g으로 적었기 

때문에 %ADI는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따라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한 위해도 

수준은 낮게 나타나 해당 농산물에 대한 평균 식이섭취량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

여진다.

표 12. 검출된 농약성분별 위해성 평가

a) Estimated daily intake = 검출평균치 × 식품일일섭취량/1000
b) Acceptable daily intake/person = 농약 일일섭취허용량 × 55kg
c) %ADI = EDI/(ADI/person) × 100

품목명 농약명
검출평균치

(㎎/㎏)

식품일일
섭취량

(g/day/person)

EDIa)

(㎎/day/person)
ADI/personb)

(㎎/day/person)
%ADIc)

쑥갓 Ethoprophos 0.23 1.25 0.00029 0.022 1.31818

고춧잎
Methomyl 25.4

0.43
0.01092 1.1 0.99273

Deltamethrin 4.5 0.00194 0.55 0.35273

갓 Procymidone 8.5 1.47 0.01250 5.5 0.22727

배추 Procymidone 0.7 98.04 0.06863 5.5 1.24782

상추 Thiamethoxam 0.1 6.41 0.00064 4.4 0.01455

엇갈이배추
(쌈배추 포함)

Procymidone 1.0 0.05 0.00005 5.5 0.00091

무(잎) Procymidone 1.0 10.26 0.01026 5.5 0.18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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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로컬푸드의 효시인 전라북도 로컬푸드 매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의 현황을 파악

하고 농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잔류농약 229항목을 대상으로 조사사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공유·환류함으로써 유통 농산물의 안전

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보건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또한 매장에서의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

를 유도하여 로컬푸드 매장의 활성화를 통한 농민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값싼 농산물 구입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1. 2017년 2월부터 11월까지 도내 로컬푸드 매장 23개소의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실

태조사결과 223건 중 8건(3.6%)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으며, 이중 4건(1.8%)은 잔류농약 기준

을 초과하였고 나머지는 기준 이내로 검출되었다.

2.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Ethoprophos, Methomyl, Procymidone으로 3 항목이었

다. 잔류농약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쑥갓(Ethoprophos 0.23 ㎎/㎏), 고춧잎(Methomyl 25.4 ㎎

/㎏), 갓(Procymidone 8.5 ㎎/㎏), 배추(Procymidone 0.7 ㎎/㎏)로 조사되었는데, 잔류허용기준

이 없는 농약성분이 검출된 점을 미루어보아, 농민들이 재배 중에 기준 미설정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3. 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 중 고춧잎에서 Methomyl이 25.4 ㎎/㎏ 검출되었으며 잔류농

약허용기준(0.5 ㎎/㎏)의 50배 이상 검출되었다. 이는 고추에서의 Methomyl 농약 잔류허용기

준은 있지만 고춧잎에는 Methomyl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유사 채소류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농약을 살포한 후 고춧잎을 수확하여 판매 하고자 할 때 농가에서 각별히 주의 하도

록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4. 잔류농약 기준 이내로 검출된 농약은 Deltamethrin, Thiamethoxam, Procymidone으로 3

항목이었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은 고춧잎(Deltamethrin 4.5 ㎎/㎏), 상추(Thiamethoxam

0.1 ㎎/㎏), 엇갈이배추(Procymidone 1.9 ㎎/㎏), 쌈배추(Procymidone 0.1 ㎎/㎏), 무

(잎)(Procymidone 1.0 ㎎/㎏)로 조사되었는데, 검출된 Procymidone 항목은 엇갈이배추, 쌈배추,

무(잎)에서는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이었다.

5. 농산물 매장별 검출현황을 보면 비교적 규모가 작은 로컬푸드 매장에서 잔류농약 검출 

및 기준초과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소규모 로컬푸드 매장 자체의 유통농산물 안전관리에 대

한 관심과 매장 자체 품질관리가 더욱 요구된다.

6. 로컬푸드 농산물은 지역주민이 자신이 경작한 농산물을 손쉽게 진열 판매 할 수 있기 때

문에 소량 다품종 농산물 특성이 있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작목별 안전기준에 맞는 농약사용

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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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출된 농약에 대한 식이중 위해도를 평가한 결과, %ADI는 0.00091 ~ 1.31818%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한 위해도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남에 따라 해

당 농산물에 대한 평균 식이섭취량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 향후 로컬푸드 농산물이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의 안전한 수준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농약잔류기준 감시와 모니터링으로 생산자의 농약 안전사용 및 적정사용을 유도하여

야 할 것이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가 로컬푸드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제공 

및 활용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 정책 실현과 전라북도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삼락농정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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