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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잔류허용기준의 과학적 근거 자료 개발 연구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Evidence for Pesticide Residue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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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노출평가를 위하여 요구되는 주요변수는 식품소비량과 식품중 농약잔류량이며, 이에 

대한 안전성평가는 기존의 설정된 일일섭취허용량(ADI)에 근거하여 수행된다. 잔류농약의 객관적

인 노출량 평가를 위해서는 식품원재료(food commodity) 섭취량 정보를 얻어야 하는데, 식품 중에

는 여러 가지의 식품원재료들이 혼합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식품 섭취량을 계산하기 쉽지 않다. 
식품소비량 자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식품원재료 섭취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

의 식품 섭취량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난 재료들 중에 원재료가 아니라 추가 배합비가 존재하는 것들

을 반복적으로 연산되어, 해당 재료들이 모두 식품원재료로 환산될 때까지 계산하여 식품원재료로 

환산된 식품 섭취량으로 산출 및 출력되는 식품원재료 환산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한편, 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포함한 국내 여러 기관에서 수행된, 잔류농약 모니터링자료를 수

집하여, 구축된 농약잔류량 데이터베이스에 최신 모니터링자료(2010년 자료)를 추가 보완하는 작

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2001, 2005, 2007)-영양조사(I)’자료를 근거로 전 세

대에 대한 섭취빈도가 높은 식단을 선정하고 실제 국민들이 섭취하는 형태로 식품을 조리하여 조리

된 식단에 대한 잔류농약의 위해도를 평가하는 TDS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활용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실제 섭취하는 형태의 식단 중 대표식단을 선정하고 식단을 대표할 수 있

는 대표재료식품을 선정하였다. 재료식품 중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 지역별 생산량을 

조사하여 각 재료식품 별 생산량이 10% 이상인 지역을 선정하여 각 선정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집하도록 하였다. 해당 식단 및 식품의 농약 잔류를 분석 하기위해 총 47종의 분석 대상 농약을 

GC-μECD로 분석하고 GC-MS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주요 식품에 대한 농약 가공계수 지침 및 

산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품소비량자료와 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행된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식품섭취를 통한 잔류농약의 노출량을 평가하고, 이를 평가보고서로 발간하고자 하였다. 또한, 안
전성평가의 기반이 되는 일일섭취허용량의 코덱스 및 주요국가에서의 설정현황과 활용된 독성기

준치(NOAEL)와 안전성계수, critical effect를 정리하여 독성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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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노출평가에 활용가능한 엑셀스프레드시트형태의 tool로 개발하여 본 연구에서의 평

가에 활용하였으며, 본 프로그램의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섭취를 통한 만성노출평가

뿐만 아니라 급성노출평가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급성노출평가에 필요한 식품의 단위중량과 식품

소비량, 식품소비량에 대한 variability factor등에 대한 변수들을 정의하고 국내 변수값들을 수집, 정
리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잔류농약의 섭취를 통한 노출현황을 파악하고, 노출평가 및 위해평가를 위한 기

초자료 및 평가 tool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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