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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termine residual characteristics of metrafenone in perilla leaf,

lettuce and ponytail radish called by minor crop and calculate biological half-lives using equations of

regression curves based on amount of metrafenone. Also, reduction period of residual concentration was

estimated using them. The metrafenone diluted by 2,000 times was sprayed onto perilla leaves and lettuces at

three times with 7-day interval and then samples were collected at 0 (after 3 hours), 1, 3, 5 and 7 days after

last application. Also, metrafenone was sprayed onto ponytail radishes at treatment plots that were different

spraying date before harvest and then they were collected at the harvest day. The amounts of metrafenone in

perilla leaf and lettuce were found to be decreased but dilution effect by the growth of perilla leaf was thought

to be low. The metrafenone applied onto foliage leaves was detected in root of ponytail radish because of its

systemic property. Both roots and leaves had higher residue in the close treatment plot to the harvest day. The

biological half-lives of metrafenone in perilla leaf and lettuce were 9.0 and 3.0 days, and those in root and leaf

of ponytail radish were 8.0 and 5.0 days, respectively. The period required to reduce the residual amount of

metrafenone in perilla leaves below its MRL for the crop was estimated to be 9.6 days. The periods required

to reduce the residual amounts of metrafenone in root and leaf of ponytail radish below 0.01 mg kg−1,

reference level of the positive list system for pesticide, were estimated to be 23.3 and 46.4 days, respectively.

Key words Metrafenone, minor crop, pesticide residue, biological half-life, residue reduction estimation

서 론

우리나라는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 MRL)

이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이 농작물에서 검출될 경우 1차

적으로 Codex의 MRL을 따르고 Codex에 MRL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2차적으로 작물 분류에서 동일분류군의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잠정 MRL을 적용하고 있었다(Lee et al.,

2012). 하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positive list system, 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MRL이 설

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일률적으로 0.01 mg kg−1을

적용받게 되며(Chang et al., 2018), 이에 따라 등록 농약 수

가상대적으로 적은 소면적 재배 작물의 부적합률 증가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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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된다(Kim, 2018).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면적 재배 작

물에 사용할 수 있는 품목 등록을 확대해야 하지만 농약 제

조회사의 경우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품 개발

에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다(Lee, 2013).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소면적 재배 작물에 대한 농

약 직권 등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면적 재배 작물은

그룹화하여 동일작물군 내에서는 작물 잔류성 시험 결과를

상호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Park et al., 201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

전에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부적

합 농산물 유통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1997년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Ahn et al., 2014; Noh et

al., 2016). 국가에서는 잔류농약으로 인한 농산물의 부적합

율을 낮추기 위하여 농약 직권 등록 시험, 잔류허용기준의

합리적인 상향 조정, 유통 전 후의 농산물 중 잔류농약 규제

등 많은 노력을 기우렸으며, 그 결과 1998년 7.0%이었던 부

적합율이 2015년도에는 1.4%로 현저히 감소하였다(NAQS,

201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에 의하면 2015년에 부

추의 부적합 건수는 81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들깻잎(67건),

시금치(61건), 취나물(55건), 배추(36건), 상추(33건), 쑥갓

(25건), 열무(21건)가 그 뒤를 이었다(NAQS, 2016). 이 결

과는 부적합율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면적

으로 재배되고 있는 엽채류 특히 신선 채소류를 중심으로

여전히 부적합 농산물이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014년 국민영양통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가

장 많이 섭취하는 쌈채소류는 상추와 깻잎으로 섭취량은 각

각 7.75 g과 1.88 g이었다. 쌈채소류는 별도의 가공과정 없

이 신선 채소 그대로를 섭취하기 때문에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알타리무의 경우 배추김치의 재

료인 배추와 무를 제외하고 김치류로 가공되는 채소류 중

가장 높은 섭취율을 보이고 있다(KHIDI, 2016). 

Metrafenone (3-bromo-2, 3, 4, 6-tetramethoxy-2, 6-

dimethylbenzophenone)은 흰가루병 방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살균제로 교차저항성이 없어 저항성을 고려한 농약 살

포에 적합한 농약이다(Opalski et al., 2006). 또한 국내에는

딸기, 멜론, 배, 상추, 인삼, 잔디 등에 등록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농약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들깻잎, 상추 및

알타리무 중 metrafenone의 잔류특성을 구명하고 생물학적

반감기를 산출하여 농약 안전 사용 지침 설정의 기초 자료

로 활용하고 회귀 방정식을 이용하여 MRL 또는 PLS 기준

인 0.01 mg kg−1로 잔류량이 감소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예측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대상 농약 및 작물

시험대상 농약은 살균제 metrafenone을 선정하였고, 포장

시험에는 metrafenone 25.2% 액상수화제을 사용하였다. 시

험작물은 우리나라 대표 쌈채소인 들깻잎(둥글 1호)과 상추

(선풍 골드)와 김치로 가공하여 섭취하는 알타리무(삼강)를

선정하였고, 이들은 모두 소면적 재배 작물로 분류되고 있

다(Son et al., 2012). 또한 시험농약의 구조식과 물리화학적

특성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포장시험 

들깻잎 및 상추

들깻잎과 상추의 포장시험은 각각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

면과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사질토양(출처: 흙토

람)의 시설 하우스에서 수행하였으며, 시험 기간동안의 기

상 변화를 Fig. 1에 제시하였다. 처리구는 10 m2 크기로 3반

복 배치하였고 무치리구 포함 총 시험포장의 면적은 40 m2

이었다. 들깻잎과 상추는 약제를 2,000배 희석하여 각각

2018년 3월 26일과 2018년 4월 2일에 1차 살포하였으며, 7

일 간격으로 3회 살포한 후 최종약제 살포일인 0일차(약제

살포 3시간 후)부터 7일차까지 경시적으로 채취하였다. 실

Table 1. Chemical structure and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metrafonone

IUPAC name 3'-bromo-2,3,4,6'-tetramethoxy-2',6-dimethylbenzophenone

Structure

Solubility
In water 0.552 (pH 5), 0.492 (pH 7), 0.457 (pH 9) (all in mg L−1, 20oC). In acetone 403, acetonitrile 165, dichlo-
romethane 1950, ethyl acetate 261, n-hexane 4.8, methanol 26.1, toluene 363 (all in g L−1, 20oC)

Molecular weight 409.3

Vapor pressure 0.153 mpa (20oC), 0.256 mpa (25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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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살포된 농약의 양은 살포 전과 후의 물량을 측정하여 산

출하였다. 들깻잎에 1차와 2차 살포시 실제 살포액은 1,920-

2,110 mL이었으며, 3차 살포시에는 작물이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양이 살포되어 2,920-3,020 mL를 살포하였다. 상추

의 경우 1차 살포시에 1,930-2,010 mL를 살포하였으며, 2차

와 3차 살포시에는 2,560-2,690 mL를 살포하여 들깻잎과

마찬가지로 작물이 생육함에 따라 살포한 양이 증가하였다.

일자별 채취한 들깻잎의 양은 평균 524.6 ± 67.0-628.1 ±

63.2 g이었으며, 개체 평균 무게는 2.7 ± 0.4 g (n=75)이었다.

상추의 경우 평균 704.5 ± 44.9-968.8 ± 87.0 g을 채취하였으

며, 개체 평균 무게는 9.1 ± 1.6 g (n=75)이었다. 채취한 시

료는 즉시 실험실로 옮겨 드라이아이스와 함께 마쇄하여 분

말화한 후 -20oC의 냉동고에 분석전까지 보관하였다. 또한

처리구와 반복구의 교차살포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

여 완충대를 배치하였으며, 시험기간에는 시험대상 농약을

제외한 농약의 살포는 없었다.

알타리무

알타리무의 포장시험은 강원도 춘천시 중도동에 위치한

사양질토(출처: 흙토람)의 시설 하우스에서 수행하였으며,

시험기간 동안의 기상 자료를 Fig. 1에 제시하였다. 처리구

는 수확전 약제 살포일을 달리하여 수확 40일전부터 수확

Fig. 1. Mean temperature and humidity during field trial for perilla leaf (A), lettuce (B) and ponytail radish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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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까지 3회 살포하는 4가지 조합의 처리구를(40-30-21,

30-21-14, 21-14-7, 14-7-0) 배치하였으며, 반복구 당 10 m2

씩 3반복 배치하여 무치리구 포함 총 시험포장의 면적은

130 m2이었다. 약제는 2,000배 희석하여 2018년 4월 27일에

최초 살포하였고 실제 살포된 농약의 양은 살포 전과 후의

물량을 측정하여 산출하였다. 수확 40일전 살포액의 양은

1,900-1,940 mL이었으며, 수확 당일 살포액의 양은 2,300-

2,340 mL로 들깻잎과 상추와 동일하게 알타리무의 경우도

비대 성장으로 인하여 작물 전면에 고루 살포하기 위하여

수확기에 인접할수록 더 많은 양을 살포하였다. 알타리무는

지하부와 지상부를 모두 채취하였으며, 채취한 시료의 양은

평균 559.9 ± 64.9-751.4 ± 125.3 g이었다. 무의 개체 평균

무게는 124.4 ± 50.6 g (n=90)이었으며, 무청의 경우 79.6 ±

21.9 g (n=90)이었다. 채취한 시료 중 지하부의 무의 경우는

소량의 물을 이용하여 흙을 제거하고 드라이아이스와 함께

마쇄하여 분말화한 후 -20oC의 냉동고에 분석전까지 보관하

였다. 또한 처리구와 반복구의 교차살포에 의한 오염을 방

지하기 위하여 완충대를 배치하였으며, 시험기간에는 시험

대상 농약을 제외한 농약의 살포는 없었다. 

시약 및 재료

Metrafenone 표준품의 순도는 99.9%이었으며, Sigma-

Aldrich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전처리 과정에 사용한

acetone, dichloromethane, n-hexane 및 ethly acetate은 SK

Chemicals사(Korea)의 PR (pesticide residue)등급을 사용하

였으며, 기기분석에 사용된 acetone은 Burdick & Jackson

(US)의 HPLC 등급을 사용하였다. Sodium chloride와

sodium sulfate는 각각 SK Chemicals사(Korea)와 Junsei사

(Japan)의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정제에 사용된 Florisil과

silica SPE (1 g, 6 mL)은 각각 Fluka사(US)과 Phenomenex

사(US)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표준용액 조제

Metrafenone의 표준품(99.9% purity)을 약 20.02 mg을 칭

량하여 20 mL의 acetone으로 용해하여 1,000 mg L−1의

stock solution을 조제하였으며, 이를 HPLC gradient grade

acetone으로 희석하여 100 mg L−1의 working solution으로

조제하였다. 또한 동용매를 사용하여 1과 5 mg L−1 수준으

로 희석하여 회수율 시험을 위한 표준용액으로 사용하였고

검량선 작성용 표준용액은 0.01, 0.05, 0.1, 0.2 및 0.5 mg

L−1로 제조하였다. 

잔류농약 분석

들깻잎, 상추 및 알타리무(무청 포함) 중 metrafenone의

분석법은 Kabir et al. (2016)과 Choi et al. (2018)의 분석법

을 참고하여 수정된 분석법을 확립하였으며, 확립한 분석법

은 다음과 같다. 시료 10 g(들깻잎은 5 g)을 300 mL tall

beaker에 넣고 100 mL의 acetone을 가하여 10,000 rpm에서

3분간 균질화하고 Celite 545를 통과시켜 흡인 여과한 후 50

mL의 acetone으로 용기 및 잔사를 씻어 앞의 여과액과 합하

였다. 여과액을 100 mL의 포화식염수와 400 mL의 증류수

가 들어있는 1 L 분액 여두에 옮기고 50 mL의 dichloro-

methane을 가한 후 270 rpm에서 10분간 진탕하는 방법으로

2회 분배하였으며, dichloromethane 분배액을 sodium sulfate

으로 탈수하여 35oC에서 감압 농축하였다. 들깻잎, 상추 및

알타리무(지하부)는 silica-gel SPE cartridge (1,000 mg,

6 mL)를 이용하여 정제하였으며 이 cartridge는 n-hexane으로

세척하여 안정화 시켰다. 상기 농축시료 잔사를 2 mL의 n-

hexane에 녹여 SPE cartridge 상부에 가한 다음 n-hexane:

ethyl acetate (95:5, v/v) 10 mL로 세정하고 10 mL의 n-

hexane: ethyl acetate (85:15, v/v) 혼합용매로 metrafenone

을 용출하여 35oC에서 감압 농축하였다. 농축건고 시료를 5

mL의 acetone에 재용해한 후 Table 2의 조건하에서 GC-

ECD로 분석하였다. 무청은 open column chromatography

방법을 이용하여 정제하였으며, 정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30oC에서 5시간 이상 활성화한 Florisil 5 g을 glass column

(1 cm I.D. × 35 cm L.)에 건식 충전한 후 약 2 g의 sodium

sulfate을 Florisil 상부에 넣고 50 mL의 n-hexane으로

column을 세척하여 안정화 시켰다. 상기 농축시료 잔사를

5 mL의 n-hexane에 녹여 column 상부에 가하여 흘려버리고

Table 2. Instrumental analysis method for the residual analysis of metrafenone in perilla leaf, lettuce and ponytail radish

Instrument  7890A gas chromatograph, Agilent Technologies

Column  DB-5, 30 m L. × 0.320 mm I.D. (0.25 µm film thickness)

Detector  Electron capture detector (ECD)

Temperature

 Oven
 - Initial 200oC, hold for 1 min, increased to 280oC at a rate of 20oC/min, hold for 5 min and increased to 300oC 

at a rate of 20oC/min, hold for 2 min for perilla leaf, lettuce and root of ponytail radish.
 - Initial 230oC, hold for 1 min, increased to 290oC at a rate of 10oC/min, hold for 5 min and increased to 300oC 

at a rate of 10oC/min, hold for 7 min for leaf of ponytail radish.
 Inlet : 250oC, Detector : 280oC

Injection volume  1.0 µL

Split ratio  100:1



들깻잎, 상추 및 알타리무 중 살균제 metrafenone의 잔류 특성 및 잔류농도 감소 예측 55

동용매 5 mL로 씻어버린 후 20 mL의 n-hexane:acetone

(95:5, v/v) 혼합용매로 세척하여 흘려버렸으며, 연속해서 동

용매 80 mL로 metrafenone을 용출하여 35oC에서 감압 농축

하였다. 농축건고 시료를 10 mL의 acetone에 재용해한 후

Table 2에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GC-ECD로 분석하였다.

회수율 시험

무처리 들깻잎 시료 5 g에 3반복으로 전체 농도가 0.1과

0.5 mg kg−1이 되도록 0.5와 2.5 mg L−1 metrafenone 표준용

액 1 mL를 처리하였으며, 상추의 경우 무처리 시료 10 g에

3반복으로 전체 농도가 0.1과 0.5 mg kg−1이 되도록 1.0과

5.0 mg L−1 metrafenone 표준용액 1 mL를 처리한 후 상기

잔류농약 분석 방법과 동일하게 분석하여 회수율을 산출하

였다. 알타리무는 무처리 무와 무청 10 g에 3반복으로 전체

농도가 각각 0.05와 0.25 mg kg−1 및 0.1과 0.5 mg kg−1이

되도록 0.5와 2.5 mg L−1 및 1.0과 5.0 mg L−1 metrafenone

1 mL를 3반복 처리한 후 상기 잔류농약 분석 방법과 동일하

게 분석하여 회수율을 산출하였다.

농약의 감소곡선

들깻잎과 상추 중 metrafenone의 경시적 잔류량을 이용하

여 회귀곡선을 작성하였고 Ct=C0·e−kt(Ct: t에서의 잔류량,

C0: 초기 잔류량, -k: 감소상수, t: 시간) 이를 이용하여 반감

기를 산출하였다(Noh et al., 2018). 또한 검출된 농약의 잔

류량이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 MRL)을 초

과할 경우 해당 MRL을 대입하여 MRL 미만으로 잔류량이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예측하였으며, MRL이 없는 작

물의 경우 PLS 적용 기준인 0.01 mg kg−1 미만으로 감소하

는데 걸리는 시간을 예측하였다. 

결과 및 고찰

분석법 검증

검량선 작성용 표준용액을 분석하여 얻은 peak 면적을 기

준으로 표준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들깻잎과 상추 중

metrafenone을 분석하기 위하여 표준 검량선의 직선식은 각

각 y = 2,007.6624x + 13.4102와 y = 2,209.2028x - 4.2543이

었으며, R2은 각각 0.9997과 0.993이었다. 알타리무와 무청의

경우 직선식은 각각 y = 543.2620x + 0.8995와 y = 543.7162x

+ 3.9487이었으며, R2은 각각 1.0000과 0.9997로 모두 직선

성은 양호하였다.

들깻잎 중 metrafenone의 회수율은 Fig.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83.3-95.6%이었으며, 상추의 경우 91.5-100.7%이었다.

알타리무와 무청 중 metrafenone의 회수율은 각각 71.5-

79.0과 74.4-88.5%로 권장 회수율 범위인 70-120%를 만족

하였다(FAO, 2016).

잔류농약 분석 결과

들깻잎 중 metrafenone의 잔류량은 Fig.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최종 약제 살포 당일은 평균 31.71 mg kg−1이었고 1일

차, 3일차, 5일차 및 7일차의 평균 잔류량은 각각 27.04,

23.94, 21.25 및 18.60 mg kg−1로 경시적으로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냈지만 생육 대비 무게 증가율이 낮은 들깻잎의 특

성을 고려하면 작물 증체에 따른 농약의 희석 효과보다 농

약 자체의 분해 및 소실에 의한 감소라고 판단되었다(Lee et

al., 2007). 상추 중 metrafenone의 잔류량은 Fig.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최종 약제 살포 당일, 1일차, 3일차, 5일차 및 7

일차에서 각각 21.17, 17.42, 13.43, 6.23 및 3.11 mg kg−1의

평균 잔류량을 보였으며, 들깻잎과 동일하게 경시적으로 잔

Fig. 2. Recoveries of metrafenone in perilla leaf, lettuce and ponytail rad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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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량이 감소하였는데 상추는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들깻잎과 다르게 생육에 따른 작물 증체가 많은 작물이기

때문에 농약 자체의 분해 및 소실과 함께 작물 증체에 따른

농약의 희석 효과로 인하여 들깻잎보다 metrafenone의 분해

속도가 빠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들깻잎과 상추 중 metra-

fenone의 최종 약제 살포 당일의 잔류량을 보면 들깻잎 잔

류량이 상추 잔류량보다 약 1.5배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이

는 들깻잎과 상추의 무게 대비 엽면적 비율 차이가 농약 잔

Fig. 3. Dissipation curves and regression equations of metrafenone in perilla leaf and lettuce.

Table 3. Time-course changes in perilla leaf and lecttuce weight (g) during field trial

Crop
Days after last application

Mean ± SD
0 1 3 5 7

Perilla leaf 2.5 ± 0.4 3.0 ± 0.3 2.6 ± 0.5 2.6 ± 0.4 2.6 ± 0.3 2.7 ± 0.4

Lettuce 7.7 ± 1.0 8.8 ± 1.6 9.2 ± 1.2 9.8 ± 1.8 10.4 ± 1.2 9.1 ± 1.6

Fig. 4. Dissipation curves and regression equations of metrafenone in ponytail rad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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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Son et al., 2012)와 동일

하게 이 연구에서도 들깻잎과 상추의 무게 대비 엽면적의

비율차이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살포한 농

약의 양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들깻잎 중 metra-

fenone의 잔류량이 상추보다 높은 것은 들깻잎은 작물 표면

에 솜털이 있으나 상추의 표면은 매끄럽기 때문에 들깻잎의

초기 부착량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Choi et al., 2018). 

알타리무 중 metrafenone의 잔류량은 Fig. 4에 제시한 바

와 같이 수확 21일전 3회 살포한 처리구에서 최대 0.015 mg

kg−1이 검출되었으며, 수확 14일전, 7일전 및 0일전 3회 살

포한 처리구에서 각각 최대 0.021, 0.048 및 0.106 mg kg−1

이 검출되었다. 무청의 경우는 수확 21일전부터 차례로 0.60,

2.42, 6.57 및 18.16 mg kg−1의 최대 잔류량을 보여 수확일

에 인접하여 살포한 처리구의 잔류량이 높았다. 농약을 경

엽살포한 후 농약이 노출되지 않은 지하부를 잔류 분석한

결과 수확 21일전에 살포한 처리구에서도 농약이 검출된 것

은 metrafenone이 침투이행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판단

되었다(Opalski et al., 2006). 또한 농약 살포 직후 침투이행

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0일차 무에서 가장 높은 잔류

량을 보이는 것은 무의 일부가 토양 표면에 노출되어 재배

되어 농약에 직접 노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론적으로 같은 농약을 동일하게 살포하더라도 작물의 형

태적 생육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잔류 결과가 도출될 수 있

다고 판단되었다. 

생물학적 반감기 및 잔존율

들깻잎과 상추 중 metrafenone의 경시적 잔류량을 이용한

회귀식과 회귀 방정식은 Fig. 3에 제시하였으며, 회귀 방정

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반감기는 각각 9.0과 3.0일로 들깻잎

에서 오랜 기간 잔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들깻잎은 형태적으로 농약 부착량이 많지만 증체에 따른 무

게 변화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농약이 소실될 수 있는 요인

이 적고 반대로 상추의 경우 매끄러운 표면으로 인해 초기

부착량이 들깻잎보다 적고 생육이 왕성하여 희석에 의해 소

실되는 양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Park et al.,

2009; Choi et al., 2018). 또한 봄과 가을에 재배하는 상추

에 metrafenone을 살포한 후 잔류분석하여 산출한 반감기는

봄 상추의 경우 2.2-2.3일이었으며, 가을 상추의 경우 4.9-

5.0일이었다는 Kabir et al. (2016)의 보고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알타리무와 무청 중 metrafenone의 반감기는 Fig.

4에 제시한 회귀 방정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각각 8.0

과 5.0일로 무청보다 무에서 metrafenone이 오랜기간 동안

잔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무는 토양 속에

서 생육하기 때문에 자연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무

청보다 농약의 소실 또는 분해 될 수 있는 요인이 적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초기 잔류량 대비 시료 채취일(들

깻잎과 상추는 살포 후 7일차)의 잔류량을 이용하여 농약의

잔존율을 산출하였으며, 결과를 Table 4와 5에 제시하였다.

들깻잎 중 metrafenone의 잔존율은 0일차 대비 7일차의 잔

존율은 55.3%이었으며, 상추의 경우 17.5%이었다. 또한 무

와 무청 중 metrafenone의 0일차 대비 21일차 잔류량의 잔

존율은 각각 14.7과 3.2%로 나타났다. 

농약 잔류량 감소 예측

들깻잎 중 metrafenone의 최종 약제 살포 7일 후 평균 잔

류량은 18.78 mg kg−1로 MRL인 15.0 mg kg−1을 초과하는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 연구 방법에 따라 농약을 살포

하게 되면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귀 방정식을 이용하여 MRL 미만

으로 검출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예측하였으며, 최종 약제

살포 9.6일 후에는 MRL인 15.0 mg kg−1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대상 작물 중 알타리무와 무청을 MRL

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PLS가 적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살포한 농약이 PLS 기준인 0.01 mg kg−1 미만으로 감소하

Table 5. Persistence (%) of metrafenone in ponytail radish

Persistence (%)

Days after last application

Root Leaf

0 7 14 21 0 7 14 21

100.0 47.4 21.1 14.7 100.0 35.2 12.3 3.2

Table 4. Persistence (%) of metrafenone in perilla leaf and lettuce

Persistence (%)

Days after last application

Perilla leaf Lettuce

0 1 3 5 7 0 1 3 5 7

100.0 87.3 72.7 64.9 55.3 100.0 82.5 60.6 29.4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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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게 걸리는 기간을 예측하였다. 예측한 결과 알타리무는

최종 약제 살포 23.3일 후에는 0.01 mg kg−1로 감소할 것으

로 나타났으며, 무청의 경우 46.4일 후에 PLS 기준에 적합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과제번호: PJ013640082018)의 지원에 의해 수행

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Literature cited

Ahn, C. H., Y. H. Lee, H. S. Eom, G. H. Lee and G. H. Ryu

(2014) A study on crop group for pesticide efficacy and

crop safety of minor crops. Korean J. Pest. Sci. 18(4):364-

375.

Chang, H. R., J. S. You and J. A. Do (2018) Residue dissipation

patterns of neonicotinoid acetamiprid and thiamethoxam in

Swiss chard for the harvest periods under Greenhouse

conditions. Korean J. Environ. Agric. 37(2):97-103.

Choi, J. W., J. Y. Kim, H. G. Kim, S. B. Leem, J. A. Do and J.

H. Hur (2018) Residual properties of fluopicolide and

metrafenone during cultivation of cucumber (Cucumis

sativus L.). Korean J. Pest. Sci. 22(2):91-98.

Food and Agriculture of the United Nations (FAO) (2016)

Submission and evaluation of pesticide residues data for the

estimation of maximum residue levels in food and feed.

p.32.

Kabir, M. H., A. M. A. El-Aty, S. J. Im, M. M. Rahaman, S. W.

Kim, W. Farha, J. H. Choi, D. I, Jung, Y. J. Lee, T. Lieu, H.

C. Shin, G. J. Im, S. M. Hong and J. H. Shim (2016)

Determination of residual levels of metrafenone in lettuce

grown under greenhouse conditions using gas chromato-

graphy with a micro-electron capture detector. Appl. Biol.

Chem. 59(1):43-49.

Kim, E. (2018) Scientific management of hazardous substances

in foods: Focusing on pesticide residues. Food Science and

Industry 51(3):218-228.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KHIDI) (2016)

National food & nutrition statistics I: based on 2014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pp.243-

244. 

Lee, J. Y., H. H. Noh, K. H. Lee, S. H. Park and K. S. Kyung

(2012) Monitoring of pesticide residues in commercial

environmental-friendly stalk and stem vegetables and leafy

vegetable and risk assessment. Korean J. Pest. Sci. 16(1):

43-53.

Lee, M. G. (2013) Management and regulation on the minor use

of pesticides in Koera and foreign countries. Korean J. Pest.

Sci. 17(3):231-236.

Lee, M. H, S. H. Kim, Y. G. Park, G. Y. Jo, B. G. Shin, J. H.

Kim, C. H. Kwon, J. K. Sohn and J. E. Kim (2007) Residual

pattern of pesticide, chlorfluazuron in perilla leaves under

plastic house. Korean J. Pest. Sci. 11(2):106-116.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NAQS) (2016) 2015 Annual re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pp.20-41.

Noh, H. H., J. Y. Lee, H. K. Park, H. R. Jeong, J. W. Lee, M. J.

Jin, H. Choi, S. S. Yun and K. S. Kyung (2016) Monitoring

of safety assessment of pesticide residues in ginseng (Panax

ginsneg C.A. Meyer) from traditional markets. Korean J.

Pest. Sci. 20(1):23-29.

Noh, H. H., J. Y. Lee, H. K. Park, H. R. Jeong, J. W. Lee, S. H.

Jo, H. Kwon and K. S. Kyung (2018) Dissipation and

processing factor of etofenprox and fenotrothion residue in

Chinese matrimony vine by drying. Korean J. Environ.

Agric. 37(3):213-220.

Opalski, K. S., S. Tresch, K. Kogel, K. Grossmann, H. Köhle

and R. Hückelhoven (2006) Metrafenone: studies on the

mode of action of a novel cereal powdery mildew fungicide.

Pest Manag. Sci. 62(5):393-401.

Park, H. K., H. H. Noh, J. Y. Lee, H. R. Jeong, J. W. Lee, S. H.

Jo and K. S. Kyung (2018) Residual characteristics of

dimethomorph and fludioxonil in water dropwort and

shallot of minor crop. Korean J. Pest. Sci. 22(3):192-198.

Park, J. H., M. I. R. Mamun, A. M. Abd EI-Aty, J.-H. Choi, G.

J. Im, C. H. Oh and J. H. Shim (2009) An extrapolation

from crop classifications based on pesticide residues trial

data within vegetables in minor crops. Korean J. Pest. Sci.

13:28-38.

Son, K. A., G. J. Im, S. M. Hong, J. B. Kim, Y. B. Ihm, H. S. Ko

and J. E. Kim (2012) Comparison of pesticide residues in

perilla leaf, lettuce and kale by morphological charac-

teristics of plant. Korean J. Pest. Sci. 16(4):336-342.



들깻잎, 상추 및 알타리무 중 살균제 metrafenone의 잔류 특성 및 잔류농도 감소 예측 59

⊙ ························································································································································································· ⊙

들깻잎, 상추 및 알타리무 중 살균제 metrafenone의 잔류 특성 및

잔류농도 감소 예측

노현호·조승현1·이정우1·신은상1·신현우1·권혜영·경기성1*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 1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환경생명화학과

요 약 이 연구는 소면적 재배 작물인 들깻잎, 상추 및 알타리무 중 metrafenone의 경시적 잔류특성을 구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회귀 방정식을 이용하여 생물학적 반감기를 산출하여 농약 잔류량 감소 기간을 예측하기 위하

여 수행하였다. 들깻잎과 상추는 2,000배 희석액을 7일 간격으로 3회 살포한 후 0, 1, 3, 5 및 7일차에 시료를 채취하

였으며, 알타리무의 경우 수확전 살포일을 달리하여 살포한 후 일시 수확하여 잔류농약을 분석하였다. 들깻잎과 상추

중 metrafenone의 잔류량은 경시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지만 들깻잎의 경우 작물 증체에 의한 희석 효과는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알타리무에 엽면 살포된 metrafenone은 침투 이행되어 지하부인 무에도 잔류하였으며,

무와 무청 모두 수확일에 인접하여 살포한 처리구가 높은 잔류량을 나타났다. 들깻잎과 상추 중 metrafenone의 생물

학적 반감기는 각각 9.0과 3.0일로 들깻잎에서 더 오랜 기간 잔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와 무청의 경우 8.0과

5.0일로 무에서 오랜 기간 잔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들깻잎 중 metrafenone의 잔류량이 잔

류허용기준 미만으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최종 약제 살포 후 9.6일으로 예측되었으며, 무와 무청 중

metrafenone이 PLS 기준인 0.01 mg kg−1으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각각 최종 약제 살포 후 23.3과 46.4일로 예

측되었다.

색인어 Metrafenone, 소면적 재배 작물, 잔류농약, 생물학적 반감기, 잔류 감소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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