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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유통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보고

부산지역 유통 유해농산물을 사전 차단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기여

식품안전관리 지침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정보 구축

1. 조사개요

13)

 조사기간 : 2016. 1. 1 ~ 2016. 12. 31.
 조사대상 : 부산지역 시중 유통 농산물

2. 조사방법
 식품공전 제10. 일반시험법 4. 식품 중 잔류농약 분석법
 4.1.2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
- 4.1.2.2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제2법(아세토니트릴추출법)

3. 조사결과
 농산물 시료 분류별 분포 (그림 1)
- 총 101개 품목에서 1,352건을 검사하였으며 농산물 대분류별로 채소류 803건(59.4%),
과실류 340건(25.1%), 서류 132건(9.8%), 버섯류 61건(4.5%), 곡류 6건(0.4%), 견과종실
류 4건(0.3%), 콩류 2건(0.1%), 기타 4건(0.3%)임
- 3년간 농산물 시료 분포를 비교해보았을 때 채소류는 2014년 67.9%, 2015년 63.1%,
2016년 59.4%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2014년

2015년

그림 1. 농산물 시료 분류별 분포
담당부서 : 엄궁농산물검사소(☎051-309-8904)
소
장 : 이승주, 담당자 : 권영희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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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농약검출 현황 (그림 2)
- 총 1,352건 에서 154건(11.4%)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으며, 그 중 7건(0.5%) 기준초과 되었음
- 잔류농약 검출률은 2014년 1,313건 중 116건(8.8%) 검출, 2015년 1,427건 중 137건(9.6%)
검출, 2016년 1352건 중 154건(11.4%) 검출되었으며, 기준초과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2. 연도별 농약검출 현황(2014년~2016년)

월별 잔류농약 검출률 (그림 3)
- 월별 잔류농약 검출률은 2016년 7월에는 시료 115건 중 18건(15.7%) 검출로 가장 높았으
며, 2~4월에 검출율이 집중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임
- 3년간 월별 잔류농약 검출 양상은 4월, 10월에 높게 나타났으며 2014~2015년에는 동절기
에 검출률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2016년은 감소하였음
- 잔류농약허용기준 초과분포는 2014년 1월 시료 84건 중 열무에서 1건(1.2%), 2015년 12
월에 시료 76건 중 참나물에서 1건(1.3%), 2016년 8월 시료 145건 중 쌈배추, 대파, 셀러
리에서 각 1건씩 총 3건(2.1%) 기준초과 되었음

그림 3. 월별 잔류농약 검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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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잔류농약 검출 분포 (그림 4)
- 2016년 총 1,352건의 시료에서 채소류 98건(63.6%), 과실류 54건(35.1%), 곡류 및 서류
각 1건(0.6%)으로 총 154건의 잔류농약이 검출됨
- 채소류에서 검출된 잔류농약 분포는 2014년에 892건의 시료에서 82건(70.7%), 2015년에
900건 중 102건(74.5%), 2016년에 803건 중 98건(63.6%)으로 증가 후 감소세를 보이며
과실류에는 2014년에 263건의 시료에서 32건(27.6%), 2015년 306건의 시료에서 35건
(25.5%), 2016년 340건의 시료에서 54건(35.1%)으로 증가세를 보임

2014년

2015년

2016년

그림 4. 농산물 분류별 잔류농약 검출 분포

엽채류 품목별 농약검출 분포 (그림 5)
- 잔류농약이 검출된 전체 1,352건의 시료 중 채소류는 803건(59.4%) 분포하였고, 803건 중
엽채류에서 151건(18.8%)으로 집중 검출됨
- 엽채류를 기준으로 한 농약검률이 높은 품목은 2014년 들깻잎 25건 중 7건(28.0%), 2015
년 들깻잎 11건 중 9건(81.8%), 2016년 엇갈이배추․봄동 19건 중 5건(26.3%)검출됨

그림 5. 엽채류 품목별 잔류농약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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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용도별 검출 현황 (표 1, 그림 6)
- 2016년도 총 47종의 농약이 197회 검출되었으며 살균제 27종 130회, 살충제 20종 69회로
살균제의 빈도가 높게 나타남
- 검출된 농약 중 Carbendazim(당귀) 1건, Chlorpyrifos(셀러리) 1건, Diazinon(쌈배추) 1
건, Iprodione(쪽파, 대파) 2건, Tebuconazole(엇갈이배추) 1건, Metconazole(쌈배추) 1건
기준초과됨
- 2015년 ~ 2016년 용도별 농약 월별 검출 빈도는 3월~4월 및 6월~7월에 높은 경향을 보
이며, 10월에 다시 증가 후 감소함
표 1. 검출된 농약의 용도별 구분
용 도

농 약 명

살균제

아미설브롬, 아족시스트로빈, 보스칼리드, 캡탄, 카벤다짐, 클로로탈로닐, 사이아조파미드,
사이플루페나미드, 사이프로디닐, 디에토펜카브, 디메토모르프, 디니코나졸, 플루디옥소닐,
헥사코나졸, 이마자릴, 이프로디온, 아이소프로티올레인, 크레속심메틸, 메탈락실, 메트코나졸,
마이클로뷰타닐, 프로사이미돈, 피라클로스트로빈, 테부코나졸, 티플루자마이드,
트리플록시스트로빈, 트리플루미졸

살충제

아세타미프리드, 비펜트린, 뷰프로페진, 클로란트라닐리프롤, 클로르페나피르, 클로르피리포스,
사이할로트린, 사이퍼메트린, 다이아지논, 디플루벤주론, 플루벤디아마이드, 플루페녹수론,
이미다클로프리드, 루페뉴론, 노발루론, 펜토에이트, 피리다벤, 테부페노자이드, 테플루벤주론,
테플루트린

그림 6. 용도별 농약 월별 검출 분포(2014년~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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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인 ․ 축 독성별 연도별 검출 분포 (그림 7)
- 고독성 농약은 2014년 2회 검출된 이후 검출되지 않았으며, 2014년~2016년으로 갈수록
보통독성 농약은 24회, 30회, 31회 검출되었으며 저독성 농약은 104회, 147회, 166회로
농산물 생산에 고독성농약 사용을 지양하고 저 ․ 보통독성 농약으로 전환되고 있음

그림 7. 농약 인 ․ 축 독성별 월별 검출 분포(2014년~2016년)

4. 활용방안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농산물 생산지부터 식탁까지 기준초과 농산물을 사전 차단하고 관련 지침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5. 기대효과

부산지역 유해농산물 생산 및 유통을 차단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공급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