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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등 직거래 판매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 온라인 판매 전 농장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 실시 주요 내용
□ 온라인 등 직거래 판매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강화
○ (조사대상) 온라인 등에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산물(과채류, 엽채류 등)
○ (조사기간) 2022년 4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조사항목) 잔류농약 463종
○ (결과조치) 조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연기 또는 폐기 등 조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자들의 비대면 농산물 구매 증가에 대응하여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의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통계청)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 거래액: (’19.) 3.5조 원 → (’20.) 6.2 → (’21.) 7.1

이번 조사는 온라인 등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조사물량을 확대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 온라인 안전성조사 계획: (’21.) 500건 → (’22.) 1,000건

농관원은 지난해 온라인 등 직거래 농산물 504건 조사 결과, 엽채류 등
7건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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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가 온라인 등에서 직거래로 판매하는
수확 전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농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한 후 해당 농가의 농산물 수확 10일 전에 시료를 수거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되면
출하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관할 지자체에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 지도를 하도록 통보한다.
또한 농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에서 유통·판매단계 조사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에 대해서도 생산 농장을 추적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농가에서 부적합이 거듭 발생하지 않도록 1:1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10개 시·군과 10대 품목을 선정하여
관할 지자체 및 농협 등과 함께 농업인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온라인 등 직거래로 판매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장에서 수확 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올바른 농약 사용법 등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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