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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체계

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식품 성분에 관한 규격
 식품위생법 제7조의3(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
•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안전성 자료 제출 의무 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2(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 잔류기준설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 규정
 제5조의3(잔류허용기준의 변경 등)
• 잔류허용기준 변경 및 면제를 위한 절차 및 방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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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별표 7]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

고시 제2020-98호(2020.10.1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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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절차
기준설정 요청
(농진청, 회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평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잔류허용기준(안) 마련
및 시험법 개발

전문가검토회

(산업계, 학계, 연구소 10인)

행정예고

(국내 20일, 국외 60일 의견수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학계, 소비자 등 17인)

규제심사

(내부 및 국조실)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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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절차
국내식품

수입식품
기준설정 요청

기준설정 요청

농진청, 농약회사

신청접수

기준설정 통보

기준설정 통보

안전성 자료 생산
(독성, 잔류성)

안전성 자료 생산
(독성, 잔류성)

독성 및 잔류자료
검토
안전

ADI 설정 및
잔류허용기준(안) 마련

섭취량 평가

농약 : TMDI ≤ 80% ADI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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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회사

독성 : 급성, 만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
잔류성: 안전사용기준(GAP)에 따른 잔류자료, 시험법

위험(발암성 등 발견)

기준설정 불가

◆ ADI(Acceptable Daily Intake) : 일일섭취허용량
◆ TMDI(Theoretical Maximum Daily Intake) : 이론적 일일최대섭취량
- 이론적으로 하루에 최대한 섭취 가능한 농약의 양

농약 : TMDI >80% ADI ※식품 : 80%, 환경 : 10%, 음용수 : 10%

기준 재검토

원칙
◎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식품을 통해 평생 동안 매일 섭취해도 국민 건강에 이상이 없고,
 GAP 대로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

◎ 국내 식품
• 농약관리법에 따라 사용·등록된 농약에 대해 기준설정

◎ 수입 식품
• 외국에서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농약
• 식약처로 관련 안전성 자료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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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 농약관리법에 의해 허용된 농약
 국내 농산물 생산 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등록된 농약

 진행 중인 등록

◎ 수입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IT)
 해외에 등록된 농약

◎ 환경유래오염 농약(EMRL)
 인체 건강 및 환경 문제로 등록이 취소되었으나 환경 중에 잔류

하는 농약(DDT, 엔도설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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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잔류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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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행정예고

고시 주요내용

(제2020-70호, ‘20.8.4.)

(관련 : 행정예고 제2020-163호(2020.4.20.), WTO 통보문 G/SPS/N/KOR/682)

<비규제>

 국내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363건, 삭제 4건)
- 국내 농산물 중 아바멕틴 등 109종 농약

 수입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15건, 삭제 4건)
- 수입 농산물 중 아바멕틴 등 12종 농약

 식품 중 잔류농약 분석법 신설 및 개정
- 플로메토퀸,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시험법 신설
- 디메티핀 등 5종 다성분 시험법 개정
- 디티아논, 플루오로이미드 시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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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주요내용

(제2020-70호, ‘20.8.4.)

국내: 아바멕틴 등 109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단위, mg/kg)

Acequinocyl

오렌지 0.02T → 0.05, 유자 0.02T → 0.05, 당근, 참깨, 포도 0.05,
호박잎 3.0
매실, 오미자 3.0

Acetamiprid

상추 5.0 → 15, 양상추 10 → 15, 도라지 0.05

Abamectin

배추 0.05 → 2.0, 양배추 0.05T → 0.05, 부추, 엇갈이배추 7.0
냉이 0.07, 루꼴라, 부추, 브로콜리, 순무유채, 시금치, 양배추 0.05,
Benalaxyl
상추, 양상추 0.2
Benthiavalicarb-isopropyl 무(뿌리) 0.1, 무(잎) 20, 양배추 0.2
Azoxystrobin

Bifenazate

블루베리 1.0T → 1.5

Bifenthrin

살구 0.1T → 0.3, 체리 0.1T → 0.5, 망고 0.2

Boscalid

당근 0.05T → 0.05, 고들빼기 0.05

Buprofezin

수삼 0.07 → 0.2, 건삼 0.4
살구 0.05T → 0.05, 셀러리 0.02T → 0.05, 양상추 0.05T → 0.1,
상추 0.1, 양파 0.05
비트(뿌리) 0.05T → 0.1

Cadusafos
Carbendaz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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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주요내용

(제2020-70호, ‘20.8.4.)
(단위,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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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ap

멜론 0.2

Chlorantraniliprole

느타리버섯 0.05T → 0.2, 호박잎 7.0 → 15

Chlorfenapyr

느타리버섯 0.05T → 0.05, 우엉 0.1T → 0.15, 키위 0.1T → 0.7

Chlorfluazuron

석류 0.1T → 0.2, 매실, 살구 0.4, 모과 0.2, 완두, 자두 0.05

Spinetoram

레몬 0.05T → 0.05, 호박잎 3.0 → 5.0, 아로니아 0.2, 유자 0.05

Spiromesifen

망고 0.05T → 0.3, 아로니아 1.0T → 1.5

Spirotetramat

엽경채류 3.0

Sulfoxaflor

귀리 0.08T → 0.2, 호박잎 10 → 15

고시 주요내용

(제2020-70호, ‘20.8.4.)
(단위,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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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buconazole

살구 2.0T → 3.0, 보리 0.3, 앵두 3.0, 참깨 0.2

Tebufenozide

매실 1.0T → 1.5, 살구 1.0T → 1.5, 감자 0.05

Tebupirimfos

고구마줄기 0.05T → 0.05, 신선초 0.05T → 0.2

Tefluthrin

고구마줄기 0.05T → 0.05, 루꼴라, 상추, 신선초, 양상추 0.05

Terbufos

대두 0.05T → 0.05, 셀러리 0.05T → 0.2, 루꼴라, 풋콩 0.05

Tetraniliprole

엽경채류 2.0, 엽채류 5.0

Thiacloprid

갓 0.5T → 20, 비름나물 5.0T → 20, 키위 0.2T → 0.7, 유채 20

Thifluzamide

당근 0.05T → 0.05

Tiafenacil

고구마, 고구마줄기, 당근, 무(뿌리), 무(잎), 수박 0.05

Triticonazole

쌀 0.05

Validamycin A

고수(잎) 3.0, 풋마늘 1.0

Valifenalate

박, 호박 0.2, 부추 20, 엽경채류 0.7, 엽채류 7.0, 토마토 1.0

고시 주요내용

(제2020-70호, ‘20.8.4.)

수입(IT): 아바멕틴 등 12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단위, mg/kg)

Abamectin

호프 0.15T → 0.15†

Clopyralid

귀리 3.0†

Cyprodinil

Fenpropathrin

체리 2.0T → 2.0†
녹두 0.05, 대두 0.15†, 이집트콩 0.07† 삭제,
두류0.15†, 블루베리 4.0T → 4.0†,
딸기 0.5 → 2.0†, 자두 1.0†

Flutianil

체리 0.4†

Metrafenone

호프 70T → 70†

Pendimethalin

호프 0.05T → 0.05†

Piperonyl butoxide

보리 15† 삭제, 밀 0.2T → 20†, 곡류(쌀제외) 20†

Quinoxyfen

포도 2.0T → 2.0†

Spinosad

양파 0.07†

Teflubenzuron

커피 0.3†

Difenoconaz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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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주요내용

(제2020-98호, ‘20.10.16.)

(관련 : 행정예고 제2020-265호(2020.6.29.), WTO 통보문 G/SPS/N/KOR/687)

<비규제>

 국내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425건, 삭제 1건)
- 국내 농산물 중 이사-디 등 122종 농약

 수입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39건, 삭제 2건)
- 수입 농산물 중 아피도피로펜 등 11종 농약

 식품 중 잔류농약 분석법 신설(2종)
- 농산물 중 아사이노나피르, 아피도피로펜 시험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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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주요내용

(제2020-98호, ‘20.10.16.)

국내: 이사-디 등 122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단위, mg/kg)

2,4-D
Abamectin
Acequinocyl
Acetamiprid
Acibenzolar-S-methyl

율무 0.05
망고 0.05
들깨 0.3
잣 0.5
대추 0.2T → 0.2, 대추(건조) 0.3, 체리 0.07
감, 유자 0.7, 감귤, 사과 1.0, 고추, 대추, 포도, 피망 2.0,
Acynonapyr
대추(건조) 5.0, 딸기, 복숭아 3.0, 배1.5, 수박, 참외 0.3
배, 복숭아, 사과, 수박, 자두, 참외 0.05, 고추, 피망 0.07,
Afidopyropen
배추 0.2, 엇갈이배추 0.5
Alachlor
배추 0.05T → 0.05, 양배추, 엇갈이배추 0.05
Azoxystrobin
홍화씨 0.1T → 0.2, 귀리 0.3
Benalaxyl
갓, 고들빼기, 들깻잎, 파 0.05
Bentazone
들깨, 풋콩 0.05
Benthiavalicarb-isopropyl 복분자 0.1T → 0.3, 부추 0.3, 콜라비 0.05T → 0.2, 파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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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주요내용

(제2020-98호, ‘20.10.16.)
(단위, mg/kg)

Benzyladenine
Bifenthrin
Bitertanol
Boscalid
Buprofezin

Pyridalyl
Pyrifluquinazon
Pyrimethanil
Spinetoram
Streptomy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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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 0.05, 대추(건조) 0.05
복분자 0.3T → 0.3, 아로니아 0.3T → 0.5, 표고버섯 0.05T → 0.05
블루베리 1.0T → 2.0
대두, 브로콜리, 양배추 0.05T → 0.05, 땅콩, 루꼴라, 순무유채,
신선초, 우엉, 우엉잎 0.05, 비트(뿌리) 0.05T → 0.3, 비트(잎)
0.3T → 3.0, 아로니아 5.0T → 10
대두, 양파 0.05, 풋콩 0.7

감 0.1, 땅콩 0.05T → 0.05, 호박 0.2
옥수수, 토란, 토란(줄기) 0.05T → 0.05, 꾸지뽕(열매), 꾸지뽕(잎)
0.05, 고수(잎) 0.05T → 0.2
양배추 1.0, 고수(잎) 2.0, 갯기름나물, 방아잎, 쑥갓, 쑥부쟁이,
아욱, 참나물 20, 상추 30
느타리버섯, 토란 0.05T → 0.05
상추, 양상추 0.5

고시 주요내용

(제2020-98호, ‘20.10.16.)
(단위, mg/kg)

Tebufenozide
Tebufenpyrad
Tebupirimfos
Terbufos

도라지 0.05T → 0.05, 들깨 0.2, 토란 0.05
녹두 0.05T → 0.2, 복분자 0.5T → 1.0, 우엉 0.05T → 0.07,
우엉(잎) 5.0
앵두 1.0T → 2.0
토란 0.05T → 0.05
다채, 청경채 0.05T → 0.05
다채 0.2, 청경채 0.3

Thifluzamide

생강 0.05T → 0.2, 도라지 0.07, 우엉 0.05

Tiafenacil
Triclopyr
Trifloxystrobin
Triflumizole

생강, 양배추 0.05
배, 복숭아 0.05
생강 0.2, 아로니아 0.7T → 2.0
풋콩 0.05
토마토 0.05, 무(잎) 0.05 → 0.3, 참외 0.5, 비트(잎) 3.0, 상추,
양상추 5.0 → 7.0
갓, 고들빼기, 냉이, 루꼴라, 배암차즈기, 순무유채, 케일 10,
쑥갓1.0T → 10, 들깻잎, 상추, 양상추 20

Sulfoxaflor
Tebuconazole

Validamycin A
Valifena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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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주요내용

(제2020-98호, ‘20.10.16.)

수입(IT): 아피도피로펜 등 11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Afidopyropen
Azoxystrobin
Bicyclopyrone
Cyprodinil
Dimethenamid
Fludioxonil
Fluxapyroxad
Glyphosate
Metaflumizone
Methyl bromide

Pydiflumeto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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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mg/kg)

감귤류 0.15†, 감자, 견과류, 대두 0.01†, 멜론 0.05†, 면실 0.08†,
셀러리 3.0†, 오이 0.7†, 체리 0.03†, 토마토 0.15†, 호박 0.06†
사탕무 0.1T → 4.0†, 크랜베리 0.5T → 0.5†
사탕수수 0.02†
복분자 1.0T → 10†, 강낭콩 0.2†, 완두 0.3†
호프 0.05T → 0.05†
복분자 2.0 → 5.0†, 사탕무 4.0†, 완두 0.3†
유채씨 0.8† 삭제, 유지종실류 0.8†
차 0.8†
대두 0.05 → 0.2†, 커피원두 0.05T → 0.1†
체리 20T → 삭제, 핵과류 20†
양파 0.05 → 0.2†, 감귤류 1.0†, 겨자채 50†, 견과류 0.05†,
결구엽채류 3.0†, 근채류 0.3†, 복숭아 0.7†, 블루베리 5.0†,
자두 0.6†, 체리 2.0†, 파 2.0†, 풋콩 1.0†, 해바라기씨 0.5†

행정예고 주요내용

(제2020-264호, ‘20.6.29.)

(관련 : WTO 통보문 G/SPS/N/KOR/686)

<규제>

 국내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106건)
- 국내 농산물 중 아세퀴노실 등 56종 농약

 수입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4건, 삭제 7건)
- 수입 농산물 중 아시벤졸라-에스-메틸 등 4종 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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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주요내용

(제2020-264호, ‘20.6.29.)

국내: 아세퀴노실 등 56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단위, mg/kg)

Acequinocyl
Acetamiprid
Alachlor
Amisulbrom
Benalaxyl
Bifenazate
Boscalid
Butachlor
Captan

Carbendazim
Carbofuran
Chlorfenapyr

Chlorfluazuron
Clothianidin
23

레몬 1.0T → 0.7, 오렌지 1.0T → 0.7
기장 0.3T → 0.05, 망고 0.4T → 0.2, 옥수수 0.3T → 0.05
시금치 0.2T → 0.05
복분자 2.0T → 1.0
쑥갓 3.0T → 0.05
복분자 7.0T → 0.5, 아로니아 1.0T → 0.3
갓 1.0T → 0.05
시금치 0.1T → 0.05
당근 2.0T → 0.05, 체리 5.0T → 3.0
무화과 2.0T → 0.7
수수 0.1T → 0.05
생강 0.1T → 0.07, 순무 0.1T → 0.07, 오렌지 1.0T → 0.7
체리 0.5T → 0.2
레몬 1.0T → 0.3, 살구 0.5T → 0.4, 오렌지 1.0T → 0.3, 유자 1.0T → 0.3

행정예고 주요내용

(제2020-264호, ‘20.6.29.)
(단위, mg/kg)

Cyantraniliprole
Cyazofamid
Cyclaniliprole
Cyenopyrafen
Cyflumetofen
Cyhalothrin
Cyprodinil
Dichlorvos
Difenoconazole
Diflubenzuron
Dimethoate
Dimethomorph
Dinotefu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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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줄기 2.0T → 0.3, 복분자 0.7T → 0.3, 토란(줄기) 2.0T → 0.07
블루베리 2.0T → 0.05
비트(뿌리) 0.2T → 0.15
망고 0.5T → 0.3
망고 0.1T → 0.07, 토란 0.1T → 0.05
귀리 0.2T → 0.05, 망고 0.5T → 0.07, 키위 0.5T → 0.2,
표고버섯 0.5T → 0.05
자두 2.0T → 0.5
무(잎) 1.0T → 0.05, 유자 0.2T → 0.05
고구마 0.1T → 0.05
도라지 0.3T → 0.05, 레몬 3.0T → 2.0, 블루베리 2.0T → 1.5,
아로니아 2.0T → 1.5, 오렌지 3.0T → 2.0, 유자 3.0T → 2.0,
표고버섯 0.3T → 0.2
사과 1.0T → 0.5
석류 1.0T → 0.3
고구마 0.1T → 0.05, 아로니아 1.0T → 0.7, 옥수수 1.0T → 0.05,
체리 2.0T → 1.5

행정예고 주요내용

(제2020-264호, ‘20.6.29.)
(단위, mg/kg)

Dithiocarbamates

Fenpyroximate
Fenvalerate
Flonicamid
Fludioxonil
Flufenoxuron
Fluopyram
Flupyradifurone

Flutianil
Flutolanil
Fluxametamide
Iminoctadine

Indoxacarb
Metalax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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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덕 0.2T → 0.05, 무(뿌리) 0.2T → 0.05, 우엉 0.2T → 0.05
블루베리 0.5T → 0.3
양배추 3.0T → 0.5
자두 0.9T → 0.1, 옥수수 0.1T → 0.05
고구마 10T → 0.05, 양배추 2.0T → 0.3
망고 0.3T → 0.2, 자두 1.0T → 0.2
엇갈이배추 2.0T → 0.05, 우엉잎 2.0T → 0.3
토란(줄기) 9.0T → 0.2
곤달비 1.0T → 0.7
고구마 0.15T → 0.05
복분자 0.5T → 0.2
고구마줄기 0.5T → 0.05, 복분자 1.0T → 0.7, 아스파라거스
0.5T → 0.2
석류 0.3T → 0.2
브로콜리 0.5T → 0.05, 상추 2.0T → 1.5, 양배추 0.5T → 0.05,
양상추 2.0T → 1.5

행정예고 주요내용

(제2020-264호, ‘20.6.29.)
(단위, mg/kg)

Milbemectin
Myclobutanil
Novaluron
Omethoate
Phorate
Picarbutrazox
Pymetrozine
Pyraclostrobin

Pyribencarb
Pyridalyl
Sulfoxaflor
Tebuconazole
Tebufenozide
Teflubenzuron

Trifloxystrobin
26

오미자 0.3T → 0.05, 참나물 5.0T → 0.2
밀 0.3T → 0.2, 참깨 0.1T → 0.07
도라지 0.1T → 0.05, 땅콩 2.0T → 0.05, 생강 0.1T → 0.05
사과 0.4T → 0.05
땅콩 0.1T → 0.05
브로콜리 2.0T → 0.7
고려엉겅퀴 5.0T → 4.0, 고수(잎) 0.3T → 0.07, 다채 5.0T → 4.0,
토란 0.2T → 0.05
당근 0.5T → 0.3, 무(뿌리) 0.1 → 0.2
고구마줄기 0.07T → 0.05, 둥글레(잎) 3.0T → 2.0, 체리 2.0T → 1.0,
콜라비 0.3T → 0.07
생강 0.3T → 0.15
망고 0.3T → 0.07, 옥수수 0.08T → 0.05
당근 0.4T → 0.3
체리 1.0T → 0.5, 자두 1.0T → 0.2
생강 0.2T → 0.05
비트(뿌리) 0.1T → 0.05

행정예고 주요내용

(제2020-264호, ‘20.6.29.)

수입(IT): 아시벤졸라-에스-메틸 등 4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단위,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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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benzolar-S-methyl

오렌지, 자몽 0.2T 삭제, 감귤류 0.015†

Chlorothalonil

체리 3.0T → 0.5†

Difenoconazole

밤, 호두 0.05T 삭제, 견과류 0.03†

Tolfenpyrad

레몬, 오렌지, 자몽 2.0T 삭제, 감귤류 0.8†

WTO 통보문 관련 의견 (G/SPS/N/KOR/686, 687)
(의견 1) 비터타놀 등 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제2020-3회 식품위생심의위원회(‘20.9.24.)
행정예고

농약명

잔류허용기준

요청기준

(mg/kg)

(mg/kg)

비터타놀

복분자

0.3T → 0.3

0.3T → 1

펜피록시메이트

블루베리

0.5T → 0.3

0.5T → 3

복분자

7.0T

7.0T

복분자

0.7T → 0.3

0.7T → 4.0

고구마줄기

2.0T → 0.3

2.0T → 40

비페나제이트
사이안트라닐리프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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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명

의견

→ 0.5

→7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의견

결과

– 행정예고 된 기준은 국내 시험자료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고시 추진하고자 함

불수용

WTO 통보문 관련 의견 (G/SPS/N/KOR/686, 687)
(의견 2) 디플루벤주론 등 6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행정예고
농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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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명

의견

잔류허용기준

요청기준

(mg/kg)

(mg/kg)

디플루벤주론

표고버섯

0.3T → 0.2

0.3T → 0.3

메탈락실

브로콜리

0.5T → 0.05

0.5T → 0.5

사이할로트린

망고

0.5T → 0.07

0.5T → 0.2

카보퓨란

수수

0.1T

0.1T

테부코나졸

당근

0.4T → 0.3

0.4T → 0.4

플루디옥소닐

고구마

10T → 0.05

10T → 10

→ 0.05

→ 0.1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의견

결과

– 행정예고 된 기준은 국내 시험자료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고시 추진하고자 함

불수용

WTO 통보문 관련 의견 (G/SPS/N/KOR/686, 687)
(의견 3) 디플루벤주론 등 13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행정예고
농약명

디플루벤주론
메탈락실
카두사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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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잔류허용기준

요청기준

(mg/kg)

(mg/kg)

표고버섯

0.3T → 0.2

0.3T → 0.3

양배추

0.5T → 0.05

0.5T → 0.5

상추

2.0T → 1.5

2.0T → 2

오미자(건조)

0.05

2

농산물명

카보퓨란

수수

0.1T

→ 0.05

0.1T → 0.1

테부코나졸

당근

0.4T → 0.3

0.4T → 0.4

아족시스트로빈

귀리

0.3

1.5

보스칼리드

순무유채

0.05

40

비페나제이트

복분자

7.0T → 0.5

7.0T → 7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의견

결과

– 행정예고 된 기준은 국내 시험자료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고시 추진하고자 함

불수용

WTO 통보문 관련 의견 (G/SPS/N/KOR/686, 687)
행정예고
농약명

잔류허용기준

요청기준

(mg/kg)

(mg/kg)

당근

0.5T → 0.3

0.5T → 0.5

쌀

0.05

5

동부

0.05

0.8

완두

0.05

0.8

플루오피람

배추

0.05

0.15

플룩사피록사드

풋콩

0.15

1.5

만데스트로빈

양배추

0.05

1.5

피라클로스트로빈

클로란트라닐리프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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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농산물명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의견

결과

– 행정예고 된 기준은 국내 시험자료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고시 추진하고자 함

불수용

WTO 통보문 관련 의견 (G/SPS/N/KOR/686, 687)
(의견 4) 클로티아니딘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행정예고
농약명

클로티아니딘

32

농산물명

감귤류

의견

잔류허용기준

요청기준

(mg/kg)

(mg/kg)

1.0T

1.0T

→ 0.3

→ 0.5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의견

결과

– 행정예고 된 기준은 국내 시험자료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고시 추진하고자 함

불수용

WTO 통보문 관련 의견 (G/SPS/N/KOR/686, 687)
(의견 5) 글리포세이트 및 클로로탈로닐의 잔류허용기준
행정예고
농약명

글리포세이트

농산물명

차

의견

잔류허용기준

요청기준

(mg/kg)

(mg/kg)

0.8†

5.0†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의견

결과

– 행정예고 된 기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잔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제안된 것이므로 원안
대로 고시 추진하고자 함
불수용

클로로탈로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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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

3.0T

→

0.5†

3.0T

→

3†

– 행정예고 된 기준은 포장시험 수행 국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제안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고시 추진하고자 함

행정예고 주요내용(제 2020-427호, ‘20.9.28.)
(관련 : WTO 통보문 G/SPS/N/KOR/698)

<비규제>

 국내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67건)
- 국내 농산물 중 아바멕틴 등 17종 농약 기준 신설 및 개정

 수입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11건, 삭제 1건)
- 수입 농산물 중 비페나제이트 등 11종 농약 기준 신설 및 개정

 식품 중 잔류농약 분석법 신설(2종)
- 농산물 중 가스가마이신, 펜피콕사미드 시험법 신설

34

행정예고 주요내용(제 2020-427호, ‘20.9.28.)
국내: 아바멕틴 등 17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단위,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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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mectin

감귤 0.02 → 0.07

Acibenzolar-S-methyl

무(뿌리) 0.3, 무(잎) 1.0

Afidopyropen

가지 0.05, 딸기 0.2, 무(뿌리) 0.05, 무(잎) 0.1

Aluminium Phosphide

감귤 0.05

Azoxystrobin

취나물 3.0 → 7.0

Broflanilide

무(잎) 2.0 → 5.0, 수박 0.05 → 0.07, 토마토 0.3 → 1.0

Cartap

가지 0.05

Dichlobenil

쌀 0.05

Dithiocarbamates

블루베리 5.0T → 5.0

Hymexazol

파 0.05

행정예고 주요내용(제 2020-427호, ‘20.9.28.)
(단위,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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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ugamycin

가지, 딸기, 엇갈이배추, 참외, 파 0.3, 감귤, 당근, 멜론, 브로콜리,
양배추, 오이 0.2, 감자, 건삼, 마, 마(건조), 마늘, 머위, 무(뿌리),
수박, 수삼, 양파, 키위, 풋마늘 0.05, 갓, 근대, 냉이, 쑥갓, 청경채,
취나물, 치커리 8.0, 고수(잎), 무(잎) 2.0, 고추, 피망 1.5, 들깻잎
5.0, 미나리, 셀러리, 토마토 0.5, 배추 0.1, 부추 0.7, 비트 0.15,
상추, 양상추 10, 시금치 3.0, 쌀 0.07

Metconazole

파 1.0 → 5.0

Probenazole

토마토 0.05

Pyflubumide

가지 0.07

Pymetrozine

상추 1.0 → 15

Pyribencarb

딸기 0.5 → 2.0

Sulfoxaflor

고수(잎) 0.05T → 10

행정예고 주요내용(제 2020-427호, ‘20.9.28.)
수입: 비페나제이트 등 11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단위,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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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fenazate

호프 20T → 20†

Chlormequat

트리티케일 5.0†

Cyprodinil

석류 5.0†

Diquat

완두 0.1T 삭제, 두류 0.5T → 0.9†

Fenazaquin

호프 30T → 30†

Fenpicoxamid

바나나 0.15†

Fluazinam

땅콩 0.01†

Fluxapyroxad

딸기 2.0 → 4.0†

Novaluron

블루베리 7.0T → 7.0†

Pydiflumetofen

수수 3.0†

Sulfoxaflor

수수 0.08T → 0.3†

3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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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제도 운영 현황

연혁

2019.1.

2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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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중 잔류농약 관리

PLS
완료

39

분석법 개정(370 → 473종 농약)
완료

잠정 기준
유효기간 만료
진행

시행 현황
◎ PLS 시행 이후 잔류농약 부적합 변화(1~10월)
1.3%

1.2%

1.1%
1.0%

0.6%

’18년

’19년

국내
40

’20년

’18년

0.9%

’19년

수입

1.1%
1.0%

0.8%

’20년

’18년

’19년

전체

’20년

국내 농산물 현황
◎ PLS 시행 후 부적합건 (국내 식품)
국내 농산물의 총 부적합률: (‘18) 1.3 →(‘20)1.0%
① 생산 단계 : ’18년 2.1% 대비 ’20년 0.4%로 PLS 전면시행 전 대비 1.7% 감소

② 국내 유통 : ’18년 1.1% 대비 ’20년 1.1%로 PLS 전면시행 전과 동일
* 부적합 사유
 독성·잔류성 등 문제로 사용이 제한된 농약(다이아지논, 프로사이미돈 등)
 엽채류(쑥갓, 참나물, 상추, 시금치, 취나물 등)
* 농업인 대상 지속적인 안전사용기준 준수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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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 현황
◎ PLS 시행 후 부적합건 (수입 식품)
수입 농산물 총 부적합률: (‘18) 0.6 →(‘20)0.8%
‘18년 0.6% 대비 ‘20년 0.8%로 PLS 전면시행 전 대비 0.2% 증가

* 부적합 사유
 향신료(쿠민, 산초) 및 허브(카피르라임 등)
 올해 곡류(보리 등) 및 열대과일류(바나나, 아보카도 등) 부적합 발생
* 부적합 농산물 차단 및 필요 시 검사명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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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기준 유효기간
◎ 잠정 기준
 PLS 연착륙을 위해 설정
 CODEX 또는 해외 기준, 유사 농산물 기준,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

◎ 유효기간은 '21.12.31.까지
 수입식품 관련 정식기준이 필요한 경우 ‘21.3.까지 IT 신청 필요

◎ 기준설정 신청 계획 조사 중(~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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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신청 지원
◎ 사전검토 운영
 비용 및 시간의 절약을 위해
 잔류 자료 요약서, 라벨, 신청 기준을 이메일로 제출
◎ 제네릭 농약
 CODEX 및 EFSA 등 평가보고서로 신청 가능
 국문 요약서의 한시적 면제(~‘21.12.)

◎ 1:1 컨설팅 상담
 식품업계에 필요한 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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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