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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pesticides have increased crop production and controlled disease, they have produced a number of

adverse health effects. Pesticides have potential human toxicity and a variety of groups, such as farmers or industrial

workers, as well as the general population, are exposed to pesticid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herefore, is to pro-

vide an overview of pesticide exposure and health through a literature review, focusing on exposure assessment,

acute poisoning, chronic health effects, and future research needs. The exposure types and levels of pesticides vary

by study subjects and need to be assessed by integrating several methods focused on the epidemiological purpose.

Acute pesticide poisoning is a major public health problem in the world. Paraquat is the main causative pesticide

for acute poisoning in Korea and should be banned in order to save several thousands of lives every year. Occu-

pational pesticide exposure also causes numerous chronic diseases among farmers and industrial workers, including

cancers, respiratory diseases, depression, retinal degeneration, diabetes, and abnormal menstrual cycle. However,

controversy exists regarding the long-term effects of low-dose environmental pesticide exposure. The area of pes-

ticide study is relatively new with broad study populations and it has received little academic and policy attention,

particularly in Korea. More detailed studies investigating the risk of pesticide-related health effects and intervention

efforts to reduce the problems are need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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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농약으로 인식되고 있는 유기합성물질들은

1930년대 후반부터 생산된 것으로 인류가 농약에 본

격적으로 노출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수십 년밖에

되지 않는다. 환경보건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금속이나 유기용제들이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전

부터 인간에서 노출되고 연구된 물질들임에 비하면

농약은 상당히 새로운 분야인 것이다. 또한 유해 환

경물질이 만성 건강영향을 유발하는데 일반적으로

수년에서 수십 년의 긴 잠복기가 필요한 것을 고려

할 때 인류에 대한 농약의 건강영향을 파악하는 것

은 최근에서야 본격적으로 가능해 졌다고 할 수 있다.

현대 농업은 농작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많은 질병

을 근절하고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농약 사용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을

때 감소될 작물 생산량을 고려하면 농약은 당분간

우리 사회에 식량수급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사용될

수밖에 없는 물질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농약 노출

은 매우 광범위하여 농업이나 임업 종사자 혹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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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사업장 근로자들과 같이 직업적 노출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가정이나 공공장소에서 병해충 퇴치를

위해 살포되는 경우와 식수나 음식물 오염을 통해

환경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또한 농약은 의도적으로

생명체를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화학물질로서 인간

에 대한 잠재적인 독성이 존재한다. 비록 농약이 판

매 이전에 여러 단계의 독성검사를 받지만 세포 혹

은 단기 동물 실험 결과들로는 인구집단에 대한 건

강영향을 평가하는데 많은 제한점이 있으며, 실제로

농약에 대한 동물 실험결과와 사람에서의 독성결과

는 상당히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농약의 사용량을 상품 판매 자료에 근거하여 추

정하면 2007년 농약 판매량은 전 세계적으로 약

236만 톤(390억 달러)에 이르며 제초제가 40%, 살

충제가 17%, 살균제가 10% 등을 차지하고 있다.3)

2008년 가장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지역은 유럽으

로 전체에서 약 32%를 차지하고 있고, 아시아가 약

23%, 라틴 아메리카가 약 21%였으며 미국과 캐나

다를 포함한 북미지역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도에 23,746톤의 농약이 생

산되고 21,916톤이 출하되었으며, 이것은 1980년 이

래 약 36%가 증가된 양이다. 종류별로는 살충제 및

살균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2009년도에 농

지 ha당 평균 11.7 kg의 농약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되었다.4) 

우리나라 농약관리법에서 “농약은 농작물을 해치

는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기타 농림

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을 방제하는데 사용

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데 사용하는 약제, 기타 농림수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

고 있다. 2009년 8월 현재 1,329품목이 국내에 등록

되어 있으며 농약의 종류는 Table 1과 같이 분류기

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질 수 있다. 즉 대상목적

에 따라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등으로, 화학성분에

따라 유기인계, 유기염소계, 카바메이트계, 피레트로

이드계, 페녹시계 농약 등으로, 제형에 따라서는 유

제, 수화제, 액제, 수용제, 분제, 입제, 훈연제 등으

로 표현된다. 이러한 분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이어

서 새로운 기능과 형태의 변화에 따라 분류가 달라

질 수 있다. 환경보건학에서 그 동안 주로 연구되어

농약은 유기합성농약으로서의 살충제, 살균제, 제초

제 등을 의미하며 이 장에서는 주로 이러한 농약들

에 대한 보건학적 연구 내용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II. 농약의 노출 평가

보건학 영역에서 농약의 직업적 노출 평가는 설문

조사와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농촌지역의 거주여부,

농업 종사여부, 기르는 농작물의 종류와 기간 등의

대략적인 정보로부터 개별 농약의 살포여부 및 기

간, 그리고 농약 살포시 개인노출 형태에 대한 자세

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발전되어왔다(Fig. 1).5) 현재

로서는 농약 사용 기간과 노출 관련 행태변수들을

통합한 노출 지수가(integrated exposure metrics) 설

Table 1. Classification of pesticides by type

Type Pesticides

Functional class Herbicide, Insecticides, Fungicides, Rodenticides, Nematicides, Others

Chemical class Organophosphates, Organochlorines, Carbamates, Pyrethroids, Triazines, Others

Formulation Emulsifiable concentrate, Wettable powder, Soluble concentrate, Water soluble powder, Dustable 

powder, Granule, Smoke generator, Others

Toxicity (WHO) Extremely hazardous (Ia), Highly hazardous (Ib), Moderately hazardous (II), Slightly hazardous 

(III), Unlikely to present acute hazard (U)

Fig. 1. Evolution of exposure measures to assess

occupational pesticide exposure. Adapted from

Annu Rev Public Health. 2004; 25: 155-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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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앞서 있는 농약 노출

지표로써 알려져 있다.6) 이 지수 산출에 들어가는

항목들은 농약 살포 방식, 보호구 착용 여부 및 종

류, 농약 혼합 방식, 농약 살포기계 수리 여부 등이

며 이들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를 점수화하여 값을

산출한다. 이렇게 개발된 농약 노출 정도는 농약 사

용 일수 및 년수와 함께 총 농약 누적 노출지수

(cumulative exposure index)로써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소변 중 농약 대사산물 농도와의 비교를 통해

서 이 노출 지수의 타당성이 검증된 바 있다.7) 

농약 노출의 경우 직업 및 환경적 노출이 흔히 혼

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한 종합적 노출

평가를 위해서 생물학적 시료를 이용한 노출평가 방

법이 활용되고 있다. 농약에 대한 생물학적 노출평

가로는 농약자체 혹은 그 대사물질을 혈액이나 소변

에서 검사하는 방법과 농약 노출에 의한 생물학적

초기 영향지표를 조사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그

러나 농약 대사산물 지표 분석은 고가의 장비와 노

력이 소요되며, 대부분의 생물학적 지표들에 있어서

건강영향과의 양-반응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노출

평가 방법으로 사용하기에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주로 잔류성이 강한 유기염소계 농약

들 및 잘 알려진 유기인계 농약들에 국한되어 농약

에 대한 생물학적 노출 평가에 활용되고 있다.8) 

생물학적 초기 영향지표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혈장 및 적혈구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 활성도

측정이다. 이 효소는 신경계 및 혈액내에 존재하며

대부분의 유기인계 및 카바메이트계 농약과 결합하

여 복합체를 형성함으로서 기능이 억제된다. 아세틸

콜린에스터라제 측정은 적혈구 아세틸콜린에스터라

제와 혈장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로 구분되며 적혈구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는 활성도 억제 후의 회복률이

적혈구 생성에 의존하므로 상대적으로 장시간이 소

요된다. 각 농약의 종류에 따라 적혈구 및 혈장 아

세틸콜린에스터라제를 억제시키는 민감도가 각각 다

른 것으로 알려졌다.8) 한편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 활

성도는 신체 상태를 포함한 개인내 여러 요인에 의

하여 차이를 보일 수 있어 한번 측정된 값은 의미

가 적어 반복 측정을 통한 값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

이 필요하다. 그 외에 농약의 피부노출을 측정하기

위해 패드, 호흡기 노출을 위해서 개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리정보시스템의 방법들이 적용되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농약에 대한 노출평가는 주로 환경

측정 및 실험실에서의 지표 개발에 국한되어 실시되

었다. 그러나 일부 농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산발적

절대량 평가는 단면적 성격상 전국 대표성의 개념

및 설문에서 생체 농도에 이르는 노출평가의 연속성

이 부족하였다. 현재 상황에서는 전국 규모의 대략

적인 상대적 농약 노출평가 지표가 농약에 의한 건

강영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문 및 자료 분석과 연계된 역학적

지표로서의 활용을 목적으로 한 종합적인 노출 평가

방법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실시된 농업인에 대

한 농약 사용 반복 설문 조사에 의하면 전체 농약

사용과 관련된 살포 여부, 살포 년수 및 시간 등의

문항은 역학 연구에 활용할 만한 신뢰도를 가졌으

나, 개별 농약의 살포 항목 및 작업시 위생행위들은

낮은 신뢰도를 보고하였다.9) 또한 농업인이 자가 보

고한 개별 농약에 대한 항목들을 실제 구입한 목록

과 비교한 결과 많은 농약들이 보고되지 않았고, 보

고된 농약들 중에서 실제 목록에 있는 경우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10) 향후 개별 농약노출 정보를

활용하는 역학연구를 위해서는 구입목록 활용을 비

롯한 다양한 방법들이 보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노출 평가시 농업인들의 농약 노출형태가 일

반적인 직업군에서의 유해인자 노출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11)

첫째, 농작업의 노출형태가 매우 다양해서 농약 뿐

아니라 비료, 유기용제, 배기가스, 유기 및 무기 분

진, 미생물 및 독소, 동물성 바이러스, 소음, 진동,

고열 등 다양한 유해 환경요인에 동시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각 환경요인이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

한 건강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농약과 건강과

의 관련성을 파악할 때 다양한 직업 및 생활상의 환

경요인의 차이도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

째, 농작업 형태에 따라 개별 농업인 간에 노출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일반 사업장의

경우 같은 부서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은

대체로 비슷한 노출형태 및 수준을 보이는 반면 농

업인의 경우 같은 작목을 재배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별 농작업 형태로 인해 서로 다른 유해 요인 노출

형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노출의 이질성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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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농업인내에서 서로 간에 일치하지 않는 건

강영향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농업인의 실

제 유해요인 노출작업은 연간 일정하게 계속되는 것

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노출의 형태가 일반 사업장에서와 같이 일정한 농도

의 유해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보다는 짧은 기

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누적노출은 크

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단기간 고노출 형태는 같

은 누적노출량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일정하게 장기

간 노출되는 경우와 질병의 위험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넷째, 농업인과 그 가족은 농촌지역에 거

주하기 때문에 직업적 노출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유

해요인에 대한 환경적 노출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

서 농업인의 환경과 건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업장 근로자와 같이 직업적 노출에만 국한하는 것

과는 달리 환경 노출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 평가가

바람직하다.

III. 농약 노출에 의한 건강 영향

1. 급성 농약 중독

농약 중독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보건학적 문제

로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990년에 전 세계적으로

약 3백만 명이 농약 중독으로 입원하였고 이중 2백

만 명은 자살목적으로 농약을 복용하였으며 그 가운

데 22만 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12)

반면 2001년도에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만 약

30만 명의 농약 복용 자살자가 보고되어 남아메리카

등 다른 지역의 피해를 고려하면 실제 농약에 의한

사망자는 보고된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

다. 최근 문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농약 중독으

로 인한 자살 사망은 매년 258,234명으로 추산된 바

있다.13)

우리나라 사망신고자료에 의하면 농약 중독으로

인해 매년 약 2,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Table

2).14)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농약과 관

련되어 25,360명이(남자 16,973, 여자 8,387) 사망하

였으며 이는 전체 외인사의 8.2%, 전체 중독사의

58.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농약 관련 사망원인 중

자살목적의 고의적 오용이 전체 농약관련 사망의

84.8%를 차지하였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조

사망률이 1,000명당 5.6명에서 5.1명으로 감소한 것

에 비해 농약으로 인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10만

명당 4.4명에서 6.4명으로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하

다. 사망자는 남자가 여자보다 약 2배 많았으며 연

령별로는 60대 이상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또

한 군 지역뿐 아니라 도시 지역(20.8%)에서도 농약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원인

물질로서 가장 많은 것은 패러 (paraquat)을 비롯한

제초제 및 살균제로 보고되었다. 계절별로는 4월부

 

Table 2. Age-standardized mortality rates per 100,000 population by cause of pesticide poisoning and calendar year in

Korea, 1996-2005. Adapted from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2009; 82(3): 365-37114)

Causes of death 

(ICD-10) 

Year

Total pesticide

poisoning (T60)

Self-poisoning

(X68)

Accidental

(X48)

Assault

(X87)

Cases ASR* Cases ASR Cases ASR Cases ASR

1996 1,900 4.42 1,405 3.26 439 1.03 1 0.00

1997 1,710 3.91 1,216 2.78 419 0.96 7 0.01

1998 2,048 4.57 1,595 3.55 407 0.92 1 0.00

1999 1,904 4.16 1,495 3.26 330 0.73 2 0.00

2000 1,789 3.81 1,487 3.16 130 0.28 4 0.01

2001 2,126 4.40 1,712 3.55 154 0.32 6 0.01

2002 2,875 5.78 2,631 5.29 95 0.19 9 0.02

2003 3,591 7.03 3,301 6.47 74 0.14 10 0.02

2004 3,890 7.34 3,536 6.69 93 0.17 8 0.02

2005 3,527 6.42 3,126 5.71 110 0.19 10 0.02

Total 25,360 5.32 21,504 4.52 2,251 0.47 58 0.01
*Age-standardized mortality rate per 100,000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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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9월까지 사망률이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농

사기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치명적 농약 중독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기존 농약 중독에 대한 연구들은 5.7%에서 86.7%

로 상당히 다양한 급성 중독률을 나타내고 있다.15)

이러한 차이는 농약 중독에 대한 정의, 노출 형태

및 노출량, 조사년도 및 대상자의 차이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비치명적 농약 중독은 정확

한 보고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 규모가 과

소 추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분석중인 우

리나라 2005~2007년도 퇴원손상 심층조사 자료 분

석에 의하면 농약중독에 의한 퇴원환자는 10만 명

당 18.5명, 2006~2009년도 국가 응급환자진료 정보

망 자료에 의하면 농약중독에 의한 응급실 방문 환

자는 10만 명당 24.7명으로 산출되었다(Fig. 2). 한

편 남성 농업인 약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표

본조사에 의하면 2010년 증상에 의한 농약 중독의

경우 약 23.1%, 병의원을 이용한 경우는 2.7%에 불

과하였다(미발표). 따라서 병의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들을 포함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매우 많은 사람

들이 농약에 직업 및 비직업적으로 중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 농약중독의 규모와 역

학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약 중독의 현황 및 경향

을 파악하고, 농약 중독의 문제를 적절히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차원에서의 농약 중독 및 손상

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 및 중독관리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농약의 급성 노출에 의한 신체영향으로 가장 잘

알려진 독성 기전은 유기인계 및 카바메이트계 농약

이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의 활성도를 감소시키는 것

이다. 즉 이들 농약이 콜린에스터라제와 결합하여 콜

린에스터라제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서 신경근접합부

에 아세틸콜린이 과잉 축적되어 처음에는 신경 전도

를 자극하다가 피로현상에 의해 점차 신경전달이 마

비된다. 축적된 아세틸콜린과 농약들은 무스카린 수

용체에 대한 과잉자극으로 호흡곤란, 구토, 동공 수

축, 눈물·땀·침 분비물의 증가 등의 증상을 유발한

다. 계속적인 자극은 니코틴 수용체를 자극하여 초

기흥분현상의 억제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임상증

상은 노출량, 농도, 접촉시간, 노출경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유기인계 이외의 농약인 경우 다른

형태로 건강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농업인들에서는 작업시 농약 중독과 관련되어 어지

러움, 메스꺼움, 구토, 피로감, 두통, 피부 가려움, 눈

앞이 흐려짐 등이 흔히 보고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증상들을 향후 농약 중독 조사에 활용하는

것이 제안되기도 하였다.10)

우리나라에서 농약 중독의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은

자살 목적으로 농약을 복용하는 경우이며 농약에 대

한 보관이 철저하지 못해 음료수로 오인해서 복용하

는 경우도 있다. 국내 38개 병원에 내원하는 2005-

2006년간 농약 중독환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657

명의 중독 환자가 보고되었고 이 중 의도적인 중독

이 87.2%였으며 농약중독으로 인한 사망률은 21.1%

로 보고된 바 있다.16) 가장 흔히 보고되는 농약 중

독물질로는 패러 (35.5%), 유기인계 살충제(20.5%),

유기인계 제초제(15.5%), 피레트로이드계 살충제

(8.5%) 순이었다. 복용에 의한 경우는 패러 이 가

장 많았으나 비치명적인 직업성 중독의 경우는 유기

인계, 피레트로이드계 농약 등이 많이 차지하는 것

으로 알려졌다. 특히 패러 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초제로서(상품명: 그라목손,

뉴속사포 등) 국민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

고 있는 농약이다. 패러 은 비선택적 제초제로서

다른 농약에 비해 똑같은 양을 복용하더라도 사망률

자체가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에 보고

된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중독 농약 종류가 밝

혀진 총 1,518건 중 패러 의 중독 빈도가 538건으

로 가장 높았으며 사망률도 약 78%로서 가장 높았

다.16) 패러 의 독성기전은 일차 표적 장기로서 폐

에 미치는 호흡기 영향이 가장 치명적으로 고노출시

폐조직에 산화손상을 야기시켜 초기에는 폐부종 및

폐손상이 일어나고 이후 폐섬유화로 진행되어 사망

 

 

 

 

 

 

Fig. 2. Pesticide poisoning rate per 100,000 population by

health statu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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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과를 보인다. 자살 목적의 복용이 아니라 농

업인들의 농작업 중 노출에 의해서도 피부나 호흡기

를 통해 흡수되어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파킨슨병을

비롯한 신경계질환, 신장손상, 심하면 작업 중 노출

에 의해서도 사망하는 경우들이 보고되고 있다.17) 패

러 은 급성 고독성 및 치명적인 신체피해 등의 이

유로 여러 유럽국가들에서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우

리나라에서는 제대로 관리 되지 않고 있다. 현재 우

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 중 국민 건강을 위

해 가장 시급하게 사용이 금지되고 철저한 관리와

조치가 필요한 농약이다.

2. 만성 건강 영향

농약은 급성 건강영향만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직업적 노출로 인해 다양한 만성건강영향

을 유발할 수 있다. 즉 각종 악성종양을 비롯하여

호흡기 질환 중 천식, 만성 기관지염 및 천명, 신경

계 질환 중 우울증, 파킨슨병 및 말초신경염, 안과

적 질환 중 망막변성, 그 외에 당뇨병, 재해, 폐경

시기의 변화 및 불임, 면역독성 등이 농약 노출과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에서의 농약

중독 문제는 급성 건강영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기 농약 노출에 따른 만성 건강영향까지 함께 파

악하면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농약노출에

의한 건강영향 연구로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미국

농업인건강연구(Agricultural Health Study)18)로서, 이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보고된 농약에 의한 만성 건

강영향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Table 3. Pesticides associated with selected chronic diseases in the Agricultural Health Study

Diseases Pesticides

Cancer

 Lung chlorpyrifos, diazinon, dicamba, dieldrin, metolachlor, pendimethalin

 Pancreas EPTC, pendimethalin

 Colon aldicarb, dicamba, EPTC, imazethapyr, trifluralin

 Rectum chlordane, chlorpyrifos, pendimethalin, toxaphene

 Leukemia chlordane, heptachlor, diazinon, EPTC, fonofos

 All lymphohematopoietics alachlor, chlorpyrifos, diazinon, permethrin

 Non Hodgkin's lymphoma lindane

 Multiple myeloma permethrin

 Bladder imazethapyr

 Prostate fonofos, methyl bromide

 Brain chlorpyrifos

 Melanoma carbaryl, toxaphene

Respiratory system

 Chronic bronchitis dichlorvos, DDT, cyanazine, paraquat, methyl bromide, carbaryl, heptachlor

 Farmer's lung DDT, lindane, aldicarb

 Asthma 2,4-D, glyphosate, carbaryl, coumaphos, DDT, malathion, parathion, permethrin, phorate, 

metalaxyl

 Wheeze chlorpyrifos, malathion, parathion, dichlorvos, phorate

 Rhinitis malathion, permethrin, metolachlor

Others

 Depression insecticides, organophosphates, organochlorines, fungicides, fumigants

 Diabetes aldrin, chlordane, heptachlor, dichlorvos, trichlorfon, alachlor, cyanazine

 Retinal degeneration fungicides

 Delayed menopause hormonally active pesticides

 Abnormal menstrual cycle hormonally active pesticides

 Myocardial infarction no

 Rheumatoid arthriti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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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성종양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는 농업인에게 일반적인 상황인 살충

제의 직업적 노출을 발암 추정 물질(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2A)로서 분류한 바

있다.19) 농약 노출이 인간에게 암 발생을 증가시키

는 독성 기전은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면

역독성, 유전독성, 활성산화작용, 호르몬 작용 및 발

암물질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간접적인 기전도 연구

되고 있다. 

농약과 악성종양과의 관련성은 미국에서 1970년대

생태학적 연구를 통해 가설이 생성되었으며 1980년

대에 농촌지역 주민과 농약 노출 직업군에 대한 사

망률 및 환자 대조군 연구를 통해 활발히 진행되었

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농약을 포함한 농촌 환

경이 농업인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보다 분명한 인과 관계를 규명하고자 1993년 말 전

향적 농업인 코호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연구의

최근까지의 결과를 종합하면 12개의 개별 농약들이

폐암, 췌장암, 대장암, 직장암, 백혈병, 혈액종양, 림

프종, 다발성골수종, 방광암, 전립샘암, 뇌종양, 피부

암 등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20) 한편 농약 제조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실시되었으

며, 최근 37개의 농약 제조 사업장 근로자들의 코호

트를 메타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사망률은 일반

주민보다 낮았으나 일부 암(구강, 식도, 직장, 폐, 후

두, 혈액종양)의 사망률은 유의하게 높아21) 농약 노

출 농업인에서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유기염소계 농약은 암 발생과 관련되어 가장 많이

연구된 농약으로서 비호즈킨림프종, 백혈병, 중추신

경계 종양, 전립샘암, 췌장암, 간암 및 유방암 등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2) 암 발생

과 연관된 대표적인 유기염소계 농약들로는

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DDT), chlordane,

lindane, methoxychlor, toxaphene 등이 언급되고 있

으나 개별 농약들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항상 일치하

지는 않는다. 특히 DDT는 1944년 상품화되어 말라

리아 및 티프스 관리에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긴 잔류성, 축적 및 잠재적 독성으로 논

란을 빚다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나라에

서 1970년대 초에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개발도상국

에서는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반감기가 길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DDT는 동물실험에서 간

에 발암작용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에스트로젠

의 작용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유방암과

의 관련성이 많이 연구되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DDT 노출 시점에 따라 유방암 위험도에 많은 차이

가 있어 어릴 때 노출된 경우 매우 높은 위험도를

보였으나 14세 이후 노출시 위험도가 없었다.23) 그

밖에 여러 유기인계 농약들(crotoxyphos, dichlorvos,

famphur, diazinon, fonofos, malathion, phorate 등)

이 백혈병, 비호즈킨림프종, 전립샘암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동물실험에서

는 발암성이 보고되지 않았던 chlorpyrifos라는 유기

인계 농약에 직업적으로 노출시 폐암 발생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2) 농약 관리에서 있어서 인

구집단을 근거로 한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페

녹시 계통 제초제는 2,4-D, 2,4,5-T, MCPA 등의 농

약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부 연구들에 의하면 비호즈

킨림프종, 백혈병, 연조직육종, 전립샘암 발생 증가

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Triazine 제초제

는 atrazine, simazine, propazine, terbutylazine,

cyanzine 등이 포함되며 이 농약들은 주로 전립샘암

과 난소암 등과의 관련성이 보고된 바 있다. 그 외

카바메이트계 살충제인 carbofuran은 비호즈킨림프

종, 뇌종양, 폐암 발생과, alachlor 제초제는 백혈병

발생 증가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환경

성 농약 노출과 어린이 악성종양과의 관련성은 기존

의 역학적 연구들을 종합할 때 원인적 연관성이 입

증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4) 

그러나 기존의 농업인에 대한 악성종양 결과들은

주로 암등록자료가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진 백인 남

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농업인에서의 악

성종양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노출상황

과 환경요인이 서로 다른 각 나라별 각 작목별 다

양한 인종 및 직종에서의 연구들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에서 일부 농촌 주민에 대한 추적 자료를 통해

농약을 사용하는 남성 농업인들에서 위암, 담낭암,

간암의 발생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5) 또

한 전국 사망 자료를 이용한 생태학적 연구에서도

지역별 농촌지표(rurality)가 높아질수록 일부 암(식

도암, 위암, 뇌종양, 백혈병) 사망률이 유의하게 증

가하여 농약과의 관련성을 제안한 바 있다.26) 한편

우리나라 2004-2008년 사망원인 자료 분석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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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농업인에서 식도암, 위암, 간암, 췌장암, 폐암, 백

혈병 사망률은 일반인구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27)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나라 농업인의 악성종양 발생

과 사망이 농약노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신경정신과적 질환

신경계 질환은 농약 노출에 의한 대표적인 건강영

향으로서 신경학적 증상 및 증후, 신경행동기능 변

화, 우울, 지연성다발성신경증, 근위축성 축삭경화증,

파킨슨 질병 등에 대한 보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

다.5) 여러 농약들 중 특히 유기인계 농약이 병해충

에 신경 독성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잠재적인 독성을 고려하여 신경계 질환과 관련되어

많이 연구되어 왔다.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건강의 유해 환경요인으로서

농약 노출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다. 미국농업인건강연구에 의하면 농약

중독 경험만이 아니라 농약의 직업적인 만성 노출

자체도 우울증의 위험을 높였으며28) 농약살포자의

배우자에서도 농약중독 경험이 우울증의 위험도를

증가시켰다.29) 이러한 연구들은 농약복용에 의한 자

살에서 농약이 단지 수단으로 사용된 것을 넘어 농

약복용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농약

복용이 자살의 한 방법으로서만 단순히 평가되어 왔

으나 농약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농약 복용의 중요

한 원인이라고 설명되기도 한다. 즉 농약의 장기적

노출은 신경행동학적 영향을 통해 우울증이나 충동

성을 증가시키고, 이것은 농약에 대한 접근성이 쉬

운 상황에서 농약 복용과 직접적으로 연결 될 수 있

다.30) 이러한 가설은 최근 chlorpyrifos 농약에 노출

된 미국 농업인들이 노출되지 않은 농업인들보다 자

살로 인한 사망이 최고 2.4배, 사고로 인한 사망은

2.2배 높았음이 보고되면서 뒷받침되고 있다.31) 따라

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농촌에서의 높은 재해율이

나 자살률을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나 성격적인 요인

에서 다루어 온 것을 벗어나, 농약 노출이라는 환경

보건학적 요인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추신경계 질환으로서는 특히 파킨슨병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실시되었다. 현재까지 실시된 많은 연

구들에서 일관성 있게 농약 사용이 파킨슨병의 위험

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2) 농약 종

류별로는 주로 제초제와 살충제가 파킨슨병과 연관

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살균제의 경우는 논란

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

고 있는 농약중의 하나인 패러 과 파킨슨 질병과

의 유의한 관련성이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다. 패

러 은 동물실험에서 도파민을 감소시키며 MPTP라

는 파킨슨 증후군 유발 물질과 화학구조가 비슷하

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 농

촌에서의 파킨슨병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화학구조와 실험실 연구 결과에 근

거하여 파킨슨병과 관련되어 주목받고 있는 농약들

로는 rotenone, dieldrin, maneb, dithiocarbamates,

cyclodienes, pyrethroids 등이 있다. 국내에서 실시

된 다기관 환자 대조군 연구에 의하면 농림어업에

종사할 경우 파킨슨병의 위험도가 1.9배, 직업으로

서 농업인인 경우는 1.6배 유의하게 증가된 결과가

보고되었으나33) 농약 노출과의 직접적인 조사는 아

직 이루어진 적이 없다.

지연성 다발성 말초 신경증(delayed polyneuropathy)

은 고농도의 유기인계 농약에 급성 노출된 후 수주

뒤에 발생될 수 있는 말초신경계 질환으로 주로 다

리의 감각이상, 허약 및 마비 등의 증상이 특징적으

로 나타난다. 발생 기전은 신경병증표적에스터라제

(neuropathy target esterase)를 억제함으로써 축삭 손

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비가역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에 유기인계 중

독 환자 중 지연성 다발성 말초 신경증 환자에 대

한 사례들이 일부 보고된 적이 있다. 최근 일부 농

업인을 대상으로 농약 살포 전후를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대상자 모두 신경전도 기능이 정상범위이었

지만 농약 살포 후 정중, 비복, 후경골 신경에서 신

경전도 속도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34)

3) 호흡기 질환 

미국농업인건강연구에 의하면 여러 농약들 중 특

히 chlorpyrifos, paraquat, parathion 농약들이 천식

증상과 양-반응관계를 보여주었으며 유기염소계 및

카바메이트계 농약등이 농부폐증(farmer's lung)의 위

험을 증가시켰다.35) 농약 노출은 콜린에스터라제를

억제시킴으로서 호흡기 증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36) 동물실험에 의하면 유기인계 살

충제는 아세틸콜린을 억제시키는 농도 이하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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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과민반응을 초래하였다.37) 최근 인도에서 실

시된 연구에 의하면 콜린에스터라제 억제 농약 사용

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호흡기 질환 유병률과 폐기능

감소가 관찰되었다.38) 천식은 농업인에서 일반적으

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농약 노출은 천식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농약을 살포하는 농

업인의 경우 그 위험도가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다.

메틸브로마이드와 황화산소 등 훈증제도 직업적으로

노출될 경우 심한 급성 호흡기 반응을 초래할 수 있

다. 그 외 알레르기성 비염 및 천식 등 아토피 질환

들도 농약 노출과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39) 

4) 생식기계 질환 및 기타

많은 농약들은 내분비장애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불임, 유산, 조산, 기형 등의 생식기계 질환 및 발달

장애와의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다. 즉 농약 노출로

인해 남성에서 정자 수 감소, 기능 저하, 비정상 정

자 증가, 테스토스테론 감소 등이,40) 여성에서는 폐

경을 늦추거나 월경 주기를 혼란시켰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41) 그 외에 농약 노출과 유산, 선천성

기형 및 결손 등과 관련성도 연구되고 있다.42) 우리

나라 농촌에서 점차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

국 여성들이 농작업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촌에 이주한 외국 여성

들의 건강상태를 연구하는 것은 유해 농업환경으로

부터 이들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농약 노출이 면역 지표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43) 각 면역지표와 개별 농약들의 결과

들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살균제 농약이 망막변성(retinal degeneration)과 연

관성이 보고되었으며,44) 일부 유기염소계 및 유기인

계 살충제들이 당뇨 발생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45) 농약 노출은 피부에 자극성 혹

은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특히 유기

염소계에 의해서는 염소성분의 피부자극으로 인해

피부질환을 유발한다.

농약 대사와 관련되어 여러 유전자 감수성 지표들

(PON1, CYP, GST, NAT 등)이 보고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PON1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실

시되고 있다. 영국 축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

련의 연구에 의하면 유기인계 농약의 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PON1 유전자 다형성이 농약노출로 인

한 건강상의 문제에 영향을 주었으며,46) 미국 어린

이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PON1 유전자가 유기인계

농약 노출에 의한 신경행동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47) 

5) 환경적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농약과 만성건강영향과의 관련성은 대부분 농약을

직접 살포하거나 제조하는 농업인 혹은 사업장 근로

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적 노출에 대한 연구들이나

최근 들어 점차 일상생활에서의 농약 사용 및 식품

이나 음용수를 통한 환경적 노출에 대한 관심이 증

가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

면 거의 모든 미국인의 소변에서 농약 혹은 그 대

사물질이 검출되었다.48) 환경노출에 의한 건강영향

에 대해서는 음식에 오염되어 있는 농약을 평생 섭

취했을 때의 암 발생 위험도를 보는 연구와 취약집

단인 어린이에 있어서의 건강장해를 살펴보는 연구

들이 많이 실시되어 왔다. 미국 환경부(EPA)와 식약

청(FDA)이 각각 일부 농약들에 대한 암 위험도를

산출하여 비교한 바 있으며 이 연구에 의하면 EPA

연구결과는 일부 농약에서 위험도가 10−6 이상인 것

으로 나온 반면 FDA에서는 조사된 모든 농약의 발

암위험도는 10−6 보다 작았다.49) 국내에서는 농수산

물센터에서 측정된 농약 잔류량을 근거로 일반 주민

들에 대한 암 위험도를 산출한 바 있으며 적용된 일

일 섭취량에 따라 7.3 × 10−4에서 1.8 × 10−7의 위험도

를 보고한 바 있다.50) 그러나 아직 식품 외에 수질

및 생활환경을 통한 농약노출에 대해서는 조사가 거

의 없어 종합적 노출 평가에 의한 위험도 산정은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Bruce Ames는 일련의 논문들을 통해서 대부분의

인구집단이 노출되어 있는 낮은 농도의 합성 농약

잔류물의 위험도는 매우 낮다고 보고하면서 농약의

환경성 노출에 의한 독성이 불필요하게 과장되었다

고 주장하였다.51) 반면 미국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그

러한 주장이 잘못된 것이며 공중보건학적 정책에서

는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52) 환경성 농약 노

출과 암 발생에 대한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농

약의 환경 노출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학적

주제인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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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약 등록과정의 한계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제조기업 또는 수

입업자가 제출한 각 농약관련 시험성적에 근거하여

국내사용에 대한 등록허가가 이루어진다. 즉 각 농

약의 성적서(이화학, 독성, 작물잔류, 수중잔류, 토양

잔류, 약효약해 등)들이 보고되며 이때 독성자료는

생태 및 동물실험 결과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실적 결과들은 농업인에서의 직업적 농약 노출

로 인한 건강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동물실험 결과를 사람에게 추론하는

데 따른 한계점, 농업인에서의 농약 노출이 실험과

는 달리 장기적 노출이라는 점, 사람의 경우 일반적

으로 다른 유해물질에 동시 노출된다는 점, 그리고

농약 원제가 아닌 실제 사용되는 제형으로서 노출된

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현재 등록된 농약이라 하더

라도 사람에게 안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패러 도

동물 실험 결과에 근거해 고독성이 아닌 보통 독성

(class II)으로 평가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

하면 기존에 동물실험을 근거로 한 독성 평가는 사

람의 결과와 다르며 따라서 인간 독성에 근거한 새

로운 농약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

다.1) 또한 제품으로서의 농약을 사용한 이후에 농업

인에 대한 건강영향 평가가 실시하는 것이 실제 인

구집단에 대한 건강영향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농약 등록전후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IV. 농약 연구의 환경보건학적 방향성

농약에 대한 보건학적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

들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첫째, 농약의 노출 평

가를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개별 농약의 직업적 노출 정도를 자세

한 설문으로 정량화하는 것뿐 아니라 환경 노출력을

포함해 농약에 대한 종합적인 노출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많은 연구들이 함께 노출된 개별 농약들

을 통제한 상태에서 단일 농약(individual pesticides)

의 신체 영향을 살펴보고 있으며, 향후 단지 전체 농

약 사용 여부에 따른 연구는 점차 경쟁력 있는 결과

를 보고하기 어렵다. 개별 농약의 건강영향에 대한

결과가 계속 축적되어 각 농약 독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둘째, 농약 노출에 의한 질병 발생의 독성기전을

설명할 수 있는 분자 역학적 연구가(molecular

epidemiology) 필요하다. 기존에 개별 농약에 대한

실험실적 연구들이 있었지만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자 역학적 접근 방법은 농약의 질병 발생기전

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

러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대상자가

필요하며, 따라서 최근 IARC을 중심으로 콘소시움

(consortium)을 구성함으로서 농약의 건강영향을 보

다 효율적으로 연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53)

셋째, 농약과 질병 혹은 다른 화학물질과의 상호

작용(interaction)을 통해 농약자체가 질병발생에 얼

마나 기여하는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농약과 질병

력 혹은 다른 화학물질들과의 상호작용이 질병 위험

도를 얼마나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농약의 질병 기전과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진 면역 질환과의 상호작용은54) 농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액종양의 발생 기전을 설명하는데 기

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취약 집단에 대한 연구(susceptible groups)

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기존 농약연구들은 백인 남

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성별, 인종별 차이를 보

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농약에 노출된

여성, 어린이 등 취약 집단에 대한 연구가 농약독성

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요구되고 있다. 어

린이는 농약을 해독시키는 기능이 떨어져 있으며, 성

인보다 단위 체중 당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며 또

한 모유를 통해 농약 노출의 가능성이 있어 농약 노

출로 인한 건강영향에 더 취약하다.55) 그 외 임신 중

여성 그리고 면역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농약 노출에 의한 건강상의 문제에 더욱 민감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열악한 노출 환경에 처해있

는 개발도상국에서의 농업인 및 근로자, 그리고 선

진국 내 이주 농업인(migrant/seasonal farm workers)

에 대한 연구들이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농약에 포함되어 있는 첨가제(inert

ingredient)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농약연구

들은 농약의 유효성분(active ingredient)만을 대상으

로 하고 있으나 농약이 실제로 제조 및 살포될 때

에는 유효성분의 작용을 도와주는 여러 첨가제들이

혼합된 제형으로서 사용된다. 대부분의 첨가제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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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거의 없거나 적은 물질들이지만 일부는 자체

독성을 갖고 있거나 유효성분의 독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6) 따라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노

출되는 농약제품 자체의 종합적 건강영향을 평가하

기 위해서는 유효성분 및 첨가제에 대한 연구가 함

께 실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V. 맺음말

우리나라에서 농약 중독으로 인한 급성피해는 그

규모 및 경향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환경보건학적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약과 건강에 대한 연

구는 초보적인 수준이며 산발적으로 진행된 지역조

사 자료들은 객관적으로 보고되지 못하고 있다. 또

한 농약 노출로 인한 만성 건강영향은 아직 그 종

류와 규모에 대해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러나 지금까지 실시된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농약

노출은 급성 중독 뿐 아니라 만성 질병들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어, 농약 관련 건강문제

는 알려진 규모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 

농약 노출은 농업인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체에 잠재적인 독

성을 갖고 있어 앞으로도 중요한 보건학적 문제로서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농약에 의한 사망 및 질병

의 크기 및 기전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보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농약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농약에 대한 접근성을

(easy availability) 엄격히 제한하고, 농약 사용량을

사회에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줄여(minimum pesticide

list) 전체 농약 노출량 자체를 감소시키며, 독성이

강한 농약들을 독성이 적거나 없는 농약으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들이다. 또한 다양한 농약 노출군에 대

한 지속적인 보건학적 연구를 통해 농약 중독 관련

위험인자를 파악하고 노출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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