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관련 수입식물 소독방법 안내

1. 식약처에서 2019.1.1.부터 시행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농약 사용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며, 잔류허용기준이 미 설정된 농약성분은 0.01ppm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하여
사실상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관련해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시 잔류허용기준 설정여부에 따라 수입
식물 소독 훈증제 중 메틸브로마이드(MB) 사용에 일부 제약을 받습니다.
< 수입식물 중 MB 잔류허용기준 설정 현황>
잔류허용기준(MB) 설정 품목( '18.2)

잠정 잔류허용기준(MB) 설정 품목('18.10)

현재 수입되는 식물 중
잔류허용기준(MB) 미설정 품목

(8유형 )

( 4품목 )

( 6품목 )

감귤류, 견과류, 열대과일류, 건조
과일류, 곡류, 서류, 건조채소류,

체리, 블루베리, 포도, 향신료

석류, 버섯류, 종실류, 차,

두류, 채소류

호프, 기타 식물류

* 잠정 잔류허용기준(MB)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21년까지 MB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야 함
3. 현재까지 MB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식물에 대해 2019. 1. 1.부터 수입(상대국 선적일
기준) 시 소독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석 류(미국, 이란, 우즈베키스탄)
ㅇ 수출국에서 선적전 MB 의무훈증 소독(상대국에 기 통보하였음)
- MB 의무훈증 사항은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
- 수출국 MB 의무훈증은 MB 잔류허용기준 설정시 까지 적용
* ' 19.1월말경 석류에 대한 MB 잔류허용기준 설정 예정(식약처)
ㅇ 상대국에서 선적전 의무 MB훈증을 하지 않았거나 수입검역 과정에서 규제 및 잠정규제
해충 중 내부가해 해충(석류명나방 등) 검출시 MB소독이 불가하여 폐기(반송)조치 불가피
- 외부가해해충 발견시 에틸포메이트(EF) 훈증소독 처리

나. 생버섯류 : MB훈증 대신 포스핀 훈증으로 대체 소독
다. 건버섯, 종실류, 차, 호프, 기타식물(건조)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화늄 정제로 사용
* 식약처에서 분류하는 종실류의 종류 : 땅콩, 참깨, 들깨, 호박씨, 커피원두 등
4.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MB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품목 및 잠정
잔류허용기준 설정 품목(2021년까지만 설정기준 유효함)에 대해서 MB훈증제로 소독을
희망할 경우 업계에서 식약처로 MB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을 하여 기준이 설정된 후
MB훈증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방법 안내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 법령/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 → 수입식품 중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방법 매뉴얼 참조.

붙임 1. 생버섯류 수입업체 목록(70개사) 1부.
2. 생과실류(양벚,블루베리,포도,석류) 수입업체 목록(76개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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