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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갓 중 bifenthrin과 chlorothalonil의 경시적 잔류량 변화 및 생물학적 반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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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sidual characteristics of bifenthrin and chlorothalonil in crown daisy and
suggested pre-harvest residue limits (PHRLs) based on their dissipation patterns and biological half-lives. The samples for
residue analysis were harvested at 0 (3 hr), 1, 3, 5, 7, 9, 11, 13, 15, 18, 22 and 26 days after treatment, and analyzed by GC/
µ-ECD and TOF/MS. The limit of quantitation (LOQs) of bifenthrin and chlorothalonil were 0.0046 mg/kg and 0.0007 mg/
kg, respectively. Recoveries ranged from 88.67 ± 7.97% and 99.90 ± 16.03%, showing that this method is appropriate for
the analysis of the pesticide residues in crown daisy. Being well within first order kinetics, the biological half-lives of the
pesticide residues in crown daisy were 9.63 days for bifenthrin and 6.54 days for chlorothalonil. The PHRLs of bifenthrin
and chlorothalonil were recommended as 11.70 mg/kg and 24.10 mg/kg for 26 days before harves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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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갓(Chrysanthemum coronarium)은 국화과 (Compositae)
에 속하는 1년생 초본 식물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재배하고
있다. 동양에서는 채소로, 서양에서는 관상용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쑥갓은 잎의 크기에 따라 대엽종, 중엽종, 소엽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엽종이 대부분이다. 또한 쑥갓은
식용으로 뿐만 아니라 한방에서는 쑥갓의 경엽을 동호(동蒿
)라 부르며, 심기를 편하게 하며 비위를 보양하고, 담즙을
삭히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 쑥갓에는 향긋한 맛이
있어 입맛을 돋우고 장의 기능을 활발히 해준다 하여 변비
치료에 이용되기도 한다 . 주요 성분으로는 essential oil ,
quercetin, quercetagetin, luteolin , cyclopentanoid 화합물인
chrycorin, chrycolide 등의 물질이 분리되어 보고된 바 있다.
쑥갓은 일반적으로 시설 재배되고 있으며, 봄철 재배 시
3~4월, 가을철 재배는 8~9월경에 파종하여 50일 전후 수
확하며 재배기간이 짧아 두 차례 나누어 파종 및 수확하

고 연작으로 재배되는 특성이 있다. 이런 식물을 재배할
때 병, 해충, 잡초에 의한 작물 손실을 줄이고 생산량을
증대시키며,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 .
농약은 현대 농업에 있어 필수적인 농업자재로서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독성과 잔류안전성 등으로 인해
농약의 남용은 인체, 작물 및 환경 등에 악영향을 야기하
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그러므로 농산물 또는 식품
에 잔류하는 농약의 위해성을 평가하여 농산물의 농약잔
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s, MRLs)을 설정하고
국제적,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약성분별로 여러 작물에 대한 안전사용기준 연구를 통
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소비자들은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의 안전성을 우선
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정부는 농약사용에 따른 국내 생산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9년부터 농약잔류허용물
질 목록관리 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시행하며, 농
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잔류허
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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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판매관리인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498종의 농
약성분에 대해 MRLs이 설정되어 있고, MRLs을 초과한 부
적합 농산물은 대부분 폐기처분 조치되며, 이는 생산자인
농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될 수 있고, 농약이 과
다 잔류된 농산물을 소비자가 섭취하였을 시에는 인체 건
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농산물 중 잔류농약
검사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 따라서 농산물
중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가 출하 전 생산단계에서 수행될
때 유통 농작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
그러므로 각각의 농약과 해당 작물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으로 출하 시 MRLs을 초과할 가능성을 내포한 농산물의
출하연기 또는 용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인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Pre-Harvest Residue Limits, PHRLs)
이 필요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생산단계 농산물 등
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고시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 그러나 쑥갓에 대해 bifenthrin과
chlorothaloni의 PHRLs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Bifenthrin은 pyrethroid ester계 살충제로 나트륨이온 통
로를 조절하여 살충효과를 나타내는 약제로 적용 대상 작
물은 사과, 고추, 배추 등 잎말이나방류, 진딧물, 배추흰나
비 방제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chlorothalonil은 aromatic
계 살균제로 다점 접촉작용(보호살균제, 무기유황제, 무기
구리제, 유기비소제 등)으로 주로 사과, 포도의 탄저병, 노
균병 방제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현재 bifenthrin은 배추
에 대해 안전사용기준과 쑥갓에 MRL이 5.0 mg/kg이 설정
되어 있고 chlorothalonil은 사과에 대해 안전사용기준과 쑥
갓에 대한 MRL이 5.0 mg/kg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쑥
갓에 대한 두 농약의 PHRLs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쑥갓의 재배 기간 중 bifenthrin과
chlorothalonil의 잔류 양상을 조사하여 시험 농약별 잔류량
감소추이와 생물학적 반감기를 바탕으로 한 생산단계 잔류
허용기준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9)

10)

11,12)

Materials and Methods
시험작물 재배
시험작물인 쑥갓은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일대에 위

치한 시설재배지에서 직접 재배하며 수행하였다. 시설재
배지의 총 면적은 가로 × 세로, 5.8 m × 15.5 m (포장 90 m )
의 각 시험포장에 약제 살포 시험구역(각 36 m )과 무처
리 구역 사이의 완충지대를 3 m 이상 설치하여 교차오염
을 방지하였다. 파종 및 관수와 같은 작물의 관리는 관행
적으로 수행되는 방법에 준하여 진행하였다. 쑥갓을 2018
년 4월 5일 파종하여, 동년 5월 4일에 1차 농약을 살포하
였고, 살포 후부터 15일까지는 관수를 중지하고 그 이후
부터 26일까지 뿌리에 관수하였다.
2

2

시험농약 및 시약
본 연구에서 살포를 위해 사용한 농약 bifenthrin 1%
유제, 살충제(상표명: 뉴증원군, 인바이오(주))와
chlorothalonil 75% 수화제, 살균제(상표명: 다코닐, (경농))
을 시중 농약판매점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Table 1
과 같이 bifenthrin은 0.002 kg ai/10a, chlorothalonil은
0.099 kg ai/10a의 약량으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면서
사용하였다.
Bifenthrin과 chlorothalonil의 표준품은 각각 1001.0 mg/kg
과 1003.9 mg/kg으로 제조된 제품을 희석하여 사용하였으
며, 희석한 표준품은 냉장보관하면서 분석 시 이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실험농약의 구조식 및 물리화학적 특성
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잔류농약의 추출 및 정제는
acetonitrile, dichloromethane, acetone, hexane, methanol 등
을 사용하였고, 시료의 정제에 필요한 SPE (solid phase
extraction)는 florisil cartridge를 사용하였다. 그 외의 시약
들은 모두 잔류농약 분석용 및 GR급을 사용하였다.
시험약제 살포, 시료채취, 증체율 조사
액상수화제인 bifenthrin과 입상수화제인 chlorothalonil을
농약 안전사용기준 에 따라 희석하여 살포하였으며, 토출
량은 1,250 mL이었고, 약액이 충분히 흐를 정도로 1회 살
포 하였다. 시료채취는 최종 약제 살포 후 0일 (3시간), 1,
3, 5, 7, 9, 11, 13, 15, 18, 22 및 26일차에 처리구역별 3 kg
씩 취하여 뿌리를 제거한 가식부위를 공시 재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쑥갓의 경시적 증체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채취일
자별로 뿌리에서 줄기까지 2 cm 자르고 10회 측정 후 평
균 무게로 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생장곡선을 작성하였다.
13)

Table 1. Application conditions of the pesticides
MRL
(mg/kg)

Safe use standard

b)

No.

a)

Pesticides

A.I (%)

Formulation

1

Bifenthrin

EC

2

Chlorothalonil

WG

a)

d)

e)

Dilution
(mL & g in 20 L water)

(Time)
MAF

1

5.0

20

3

75

5.0

13

3

A.I, Active Ingredient; MRL, Maximum residue limit; MAF, Maximum application frequency;
EC, Emulsifiable Concentrate; WG, water dispersible granule

d)

b)

c)

e)

c)

Dissipation of Bifenthrin and Chlorothalonil 193
Table 2. Chemical structures and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bifenthrin and chlorothalonil
Bifenthrin (Insecticide)

Chlorothalonil (Fungicide)

Chemical
structure

Chemical
name

2-methylbiphenyl-3-ylmethyl(Z)3-(2-chloro-3,3,3- trifluoroprop-1-enyl)-2,2-dimethylcyclopropanecarboxylate

2,3,5,6-tetrachloro-1,3-benzenedicarbonitrile

Mol. wt.

422.9

265.9

v.p. (mPa)

0.024 mPa (25 C)

0.076 mPa (25 C)

logP

6.6

2.92(25 C)

Solubility in
water

1 μg/L

0.81 mg/L

CAS No

82657-04-3

1897-45-6

o

o

o

Table 3. Analytical condition of GC/µ-ECD and TOF/MS
Instrument

GC/µ-ECD

TOF/MS

Split(4:1), Inj. Vol. : 1 μL

Splitless, Inj. Vol. : 1 μL

Heater 270 C

Heater 250 C

DB-5
(30 m L. × 0.25 mm I.D., 0.25 μm)

Rtx-5MS
(30 m L. × 0.25 mm I.D., 0.25 μm)

Injection mode

o

Column

o

Flow rate, 1.0 mL/min

Oven temp.

Flow rate, 1.5 mL/min

C/min

next

hold

C/min

next

hold

initial

160

1

initial

60

2

4.7

240

4

20

180

0

13

280

11

10

300

o

o

8

Transfer line : 260 C,
Source temp. : 230 C
o

300 C

Detector temp.

o

시료의 전처리
시료는 식품공전(7.1.2.2)의 다종농약 다성분분석법(Multi
class pesticide multiresidue methods)-제2법에 따라 분석하
였다 . 검체 1 kg을 세절기로 분쇄하여 약 50 g을 정밀하
게 달아 acetonitrile 100 mL를 가하여 추출기에서
4,000 rpm으로 3분간 균질하였다.
균질물을 여과한 여액은 sodium chloride 15 g이 담긴 분
액깔때기에 넣어 1분간 심하게 흔들어 층분리 하였다. 이어
서 4,000 rpm에서 1분간 원심분리하고 상층의 acetonitrile
20 mL를 취하여 40 C 이하 수욕상에서 감압 농축하였다.
농축한 시료의 정제로 n-haxane 5 mL와 20% acetone/nhexane 5 mL로 활성화한 florisil cartridge에 시료액을 주
입한 후 용출시켜 시험관에 받았다.
다시 cartridge에 20% acetone/hexane 5 mL를 용출하여
같은 시험관에 받아 40 C 이하 수욕상에서 nitrogen gas를
14)

o

o

o

분사하여 2차 농축하였다. 용매가 완전히 제거된 시험관
에 20% acetone/n-hexane 4 mL를 넣어 녹이고 0.2 µm
PTFE filter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사용했다. GC/µECD(7890A, Agilent, Singapore, Singapore)를 사용하여 잔
류농약을 정량 분석하였고 TOF/MS(Pegasus HT, Leco, St.
Josep, USA)로 성분을 확인하였다.

분석기기 조건
예비실험으로 각각 농약성분별 1 mg/kg 용액을 분석하
여 얻은 머무름 시간과 검출기 감응성에 의하여 최종 확
정된 기기분석 조건은 Table 3과 같다.
표준검량선 작성,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각각 1001.0 mg/kg과 1003.9 mg/kg으로 제조된 bifenthrin
과 chlorothalonil을 20% acetone/hexane에 녹여 단계별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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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 표준용액을 만들고 일정량을 GC/µ-ECD에 주입하
여 나타난 chromatogram 상의 peak 면적을 이용하여 표
준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분석시험법의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와 정
량한계(limit of quantitation ; LOQ)는 IC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에서 제시한 아래 산출 방법
에 따라 구하였다 .
15)

LOD = 3.3 δ/S
LOQ = 10 δ/S
δ :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response
S : The slope of the calibration curve

회수율 시험
농약을 살포하지 않은 무처리구역 쑥갓 시료 50 g에 정
량한계의 10배, 50배 농도인 0.1 mg/kg, 0.5 mg/kg의 농도
가 되도록 3반복 처리 후 균일하게 혼합하고 30분간 방치
한 후, 상기의 분석 과정을 행하여 회수율을 산출하였다.

희석효과가 포함된 bifenthrin과 chlorothalonil의 잔류량은
아래 식 (1)에 의해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잔류감소곡선
을 작성하였다 .
16)

중량 변화에 의한 희석효과를 고려한 잔류량(mg/kg)
= (채취 일자별 쑥갓의 중량(g) × 수확 일자별 잔류량((mg/kg))
/ 0일차 쑥갓의 중량(g) ················································ (1)

Results and Discussion
재배기간 중 쑥갓의 증체율
약제 살포 후 15일 동안 채취한 쑥갓의 경과일별 쑥갓
의 증체율과 평균 무게를 산출한 결과 0일에는 5.4 g인 것
에 비해 15일에는 17.8 g으로 증가하였으며, 증체율은
229.6%였다. 재배기간 중 쑥갓의 평균 무게와 증체율은
Fig. 1과 같다.

생물학적 반감기 및 생산단계 농약잔류허용기준 산출
생물학적 반감기는 시간경과에 따른 잔류량 감소식
C =C ·e (C : 잔류량, C : 초기농도, k: 감소상수, t: 시간)
으로 회귀식을 계산하고 k값을 이용하여 시험농약의 생물
학적 반감기를 0.693/k 식으로 산출하였으며 시험농약의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은 잔류성 시험성적 회귀분석 검정
표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살포액의 부착량
채취 당일 살포구역에서 bifenthrin의 경우 쑥갓에서
0.90 mg/kg 검출되었고, chlorothalonil 은 79.12 mg/kg이
검출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험작물 농약살포액의
부착량을 식 (2)에 따라 계산한 결과 이론적으로 부착될
수 있는 살포액의 약량으로 bifenthrin은 쑥갓 1 kg당
89.98 mL이었고, chlorothalonil은 68.82 mL으로 조사되었
다(Table 4).

생장에 의한 희석효과 분석
채취 일자별 쑥갓 시료의 중량 변화에 의한 잔류농도

살포액 부착량 (mL/kg)
= A × 100/B × 1/C × 1000 ······································ (2)

-kt

t

0

t

0

Fig. 1. Growth curves and rates of gain of crown daisy during cultiv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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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수확 당일 잔류량 (mg/kg)
B =유효 성분 함량(%)
C =살포액 조제시 희석배수 (1,000)

분석법의 검증
시험농약인 bifenthrin 및 chlorothalonil의 분석을 위한 표
준검량선의 직선식과 상관계수는 각각 y=11223x15.783(R =0.9999)와 y=11223x-15.783 (R =0.9996)으로 우수
한 직선성을 나타내었다. GC/µ-ECD 분석을 통한 bifenthrin
의 머무름 시간은 22.097 min, chlorothalonil의 머무름 시간
은 10.150 min이었으며, 크로마토그램상에서 시험농약의
peak를 방해하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2

재배기간 중 잔류량 변화
쑥갓 중 bifenthrin의 초기 잔류량은 0.90 ± 0.07 mg/kg이
었고, 최대 잔류량은 허용기준 이하로 나타났다. 반면
chlorothalonil의 경우 초기 잔류량이 79.12 ± 6.02 mg/kg으
로 나타나 잔류허용기준은 초과하였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잔류량은 감소하여 약제 살포 후 26일에는 잔류허용
기준 미만인 4.60 mg/kg ± 1.33 mg/kg으로 나타났다.
Table 4. The residue and deposit of spray solution in crown daisy
after application
No.

Pesticides

Residue after
application
(mg/kg)

Deposit of spray
solution
(mL/kg of crop)

1

Bifenthrin

0.90

89.98

2

Chlorothalonil

79.12

a)

쑥갓 생산단계 중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표준희석살포농
도로 1회 살포한 후 26일까지 12회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
량 변화를 조사한 결과, bifenthrin은 살포 후 0일(3시간)은
0.90 ± 0.07 mg/kg이었고, 26일 후에는 0.14 ± 0.01 mg/kg,
chlorothalonil은 79.12 ± 6.02 mg/kg ~ 4.60 ± 1.33 mg/kg로
나타났다. 약제 살포 후 12회 조사한 잔류량 변화는 Fig.
2, 3과 같다.
시험기간 중 쑥갓에 잔류된 bifenthrin의 초기 농도는 MRL
인 5.0 mg/kg보다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고, chlorothalonil은
MRL인 5.0 mg/kg 보다 높은 79.12 mg/kg으로 15.8배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회귀식을 산출한 결과는 Table 5와
(R =0.9797), y=75.681e
(R =0.9875)이
같이 y=0.7841e
고 생물학적 반감기는 9.63일과 6.54일로 각각 산출되었다.
생물학적 반감기에 대한 연구자들의 결과로 쑥갓에 대
한 boscalid는 각각 4.9일 ~ 4.2일 이었고 spinetoram은 각
각 3.0일~2.4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시금치에 boscalid는
5.9일, 얼갈이배추 7.4일, 비타민 4.6일 및 청경채 4.3일로
조사되었으며 fludioxonil의 경우 시금치 3.0일, 얼갈이배
추 4.0일, 비타민 3.2일 및 청경채 3.5일로 조사되었다 .
본 실험과는 다르게 생물학적 반감기를 보이는 것은 사용
한 약제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작물의 형태에 기인한 것으
로 판단된다.
-0.072x

-0.106x

2

17)

18)

Table 5. Regression curves and biological half life of bifenthrin
and chlorothalonil in crown daisy
Regression curve

No.

Pesticides

1

Bifenthrin

y=0.7841e

2

Chlorothalonil

y=75.681e

68.82

Deposit of spray solution (L/kg of crop) = Residue (mg/kg) ×
100/content of a.i.(%) × 1/dilution facter(1000)

2

Equation
-0.072x

R

Half
life(days)

0.9797

9.63

0.9875

6.54

2

a)

Fig. 2. Dissipation curve of bifenthrin.

-0.106x

Fig. 3. Dissipation curve of chlorothalon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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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covery rates, and LOD , LOQ of pesticides
a)

a)

b)

No.

Pesticides

Recovery(%)

LOD(mg/kg)

LOQ(mg/kg)

R

1

Bifenthrin

88.67±7.97

0.0015

0.0046

0.9985

2

Chlorothalonil

99.90±16.03

0.0002

0.0007

0.9999

2

LOD, Limit of Detection; LOD, Limit of Quantitation
b)

Table 7. Recommended pre-harvest residue limits of the pesticides in crown daisy
PHRLs (mg/kg)
a)

26

22

18

15

13

11

9

7

5

3

1

Harvesting day

Dissipation
constants
(day )

Bifenthrin

11.7

10.2

9.0

8.2

7.6

7.2

6.7

6.3

5.9

5.5

5.2

5.0

c)

0.0326

Chlorothalonil

24.1

18.9

14.9

12.4

11.0

9.7

8.6

7.6

6.8

6.0

5.3

5.0

d)

0.0605

Pesticides

Days prior to harvest (day)

b)

-1

a)

c)

PHRLs, Pre-harvest residue limit; Dissipation constant of one time application
Maximum residue limits of bifenthrin; Maximum residue limits of chlorothalonil
b)

d)

Fig. 4. Recommended PHRLs of bifenthrin and chlorothalonil in crown daisy.

회수율,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쑥갓 중 시험분석법을 통한 bifenthrin 및 chlorothalonil의
회수율은 88.67%~99.90% 범위로 상대표준편차 (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는 7.97%~16.03%이며 검출한계
는 0.0015~0.0002 mg/kg이고 정량한계는 0.0046~0.0007 mg/
kg으로 검량선의 상관계수(R )는 0.9985 ~ 0.9999로 분석
되었으며 Table 6과 같다.
2

Pre-harvest Residue Limits (PHRLs) 산출
공시 약제에 대한 생산단계 농약잔류 허용기준은 농약
)
잔류감소회귀식(PHRLs = MRL × e
에 신뢰구간을 적용하여 PHRLs곡선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은 작물 수확 시 잔류량이 MRLs
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확 전 일정 일자 별 잔류량을 설정
한 기준 수치로서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산물품질
관리법에 의거 출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출하 10일 전
reduction

constant×pre-harvest

interval

까지 일자별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생산단계 농산물
의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생산단계 잔
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여러 연구 결과로 취나물에
chlorfenapyr는 수확 10일전에 13.02 mg/kg, 수확 5일전에는
6.25 mg/kg, fenarimol은 각각 2.80 mg/kg~1.67 mg/kg로 보
고하였으며 또한 엇갈이배추의 수확 10일전 잔류량이
8.86~9.47 mg/kg 또는 5일전에 4.21~4.35 mg/kg 이하라면
수확 시 amisulbrom의 잔류농도가 MRL수준 이하로 잔류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
Bifenthrin과 chlorothalonil를 표준희석 살포 농도로 살
포했을 때 쑥갓 재배 중 bifenthrin과 chlorothalonil의 생
산단계 잔류허용기준을 Table 7과 Fig. 4와 같이 추천할
수 있다.
19)

20)

증체율을 배제한 bifenthrin과 chlorothalonil의 희석효과
작물의 재배기간 중 농약의 잔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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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ssipation bar graph of bifenthrin and chlorothalonil after subtraction effect in crown daisy during experimental period.

은 온도, 광 미생물 및 작물의 증체 등과 같은 것에 영향
을 받는다. 이 중 농약의 잔류량 감소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작물의 증체에 따른 희석효과를 들 수 있다 .
기준량 처리시 bifenthrin 및 chlorothalonil의 경시적 잔
류변화를 기준으로 하여 쑥갓의 무게 증가에 따른 희석효
과를 비교해 보았다.
농약의 작물잔류성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 중에는
작물의 비대성장에 따른 희석효과를 들 수 있다. 비대성
장에 의한 희석효과를 고려한 시험농약의 잔류 소실곡선
은 Fig. 5와 같으며, 이 잔류소실곡선에서 bifenthrin과
chlorothalonil의 생물학적 반감기는 각각 173.29일, 19.80
로 희석효과를 배제하였을 때 각각 163.66일과 13.26일이
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두 시험 농약의 잔류감소곡선과 생물학적
반감기를 기준으로 쑥갓의 비대생장을 배제한 결과와 비
대생장에 따른 희석효과를 고려한 잔류양상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쑥갓의 비대성장으로 인한 희석효
과가 시험 농약의 잔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생산
단계 잔류허용기준 설정 연구에 있어 대상 작물의 품종과
생육도, 수분함량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21)

국문요약
쑥갓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쑥갓 재배기간 중 bifenthrin
및 chlorothalonil의 잔류양상을 연구하였다. 쑥갓에 유효성
분 bifenthrin을 살포 후 0일(3시간)은 0.90 ± 0.07 mg/kg을 보
였고, 26일후에는 0.14 ± 0.01 mg/kg이었으며, chlorothalonil은 0
일(3시간)에 79.12 ± 6.02 mg/kg, 26일후에는 4.60 ± 1.33 mg/kg
으로 나타났다.

쑥갓 중 bifenthrin과 chlorothalonil의 회수율은 각각
88.67 ± 7.97%와 99.90 ± 16.03%로 유효한 회수율 범위를
보였다. 쑥갓의 생육 기간 중 농약의 잔류량 변화는 first
order kinetics model을 적용하여 해석한 결과 bifenthrin의
반감기는 9.63일이었으며, chlorothalonil은 6.54일이었다.
산출된 두 농약의 감소상수를 이용하여 생산단계 잔류
허용기준을 산출한 결과 bifenthrin의 수확 26일 전 잔류
량은 11.7 mg/kg이었으며, chlorothalonil은 24.1 mg/kg이었
는데 수확 예정일에는 두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모두
5.0 mg/kg 이하로 잔류하여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쑥
갓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농산물 유통단계의 부적합에 따른
생산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안전
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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