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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urvey the residual characteristic of chlorpyrifos and estimate their residues in 
squash before harvest. The pesticide was sprayed onto the crop at the recommended and its double rates 10 days 
before the prearranged harvest and sampling was done at 0, 2, 3, 5, 6, 7 and 10 days after spraying. The 
amounts of the chlorpyrifos residue in the crop was analyzed by chromatographic method. Limit of detection 
(LOD) of chlorpyrifos was 0.005 mg/kg and its recovery ranged from 95.21 to 102.69%. The initial concentration 
of chlorpyrifos sprayed with recommended dose exceeded its MRL of 0.1 mg/kg but its concentration was less 
than its MRL 10 days after application. However its concentration in case of the double dose was over its 
MRL both immediately and 10 days after application. Biological half-lives of chlorpyrifos sprayed onto squash 
was 2.5 and 2.9 days at the recommended and double doses, respectively. Ten days later, the residual concentration 
of chlorpyrifos in squash was decreased substantially. The concentration of chlorpyrifos was estimated in 
squash at the given day using its regression equations. The estimated concentration of chlorpyrifos in case of 
application with recommended dose was below its MRL at 10 days after application but its concentration in 
case of application with double dose was over its MRL at 10 days of the prearranged harvest. The rate of 
the estimated daily intake (EDI) of chlorpyrifos to its acceptable daily intake (ADI) was 282% right after 
application but it decreased to less than 18% at 10 days of the prearranged har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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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농약은 병해충이나 잡초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노동력

을 줄여주고 생산량을 증대 시켜 줄 뿐만 아니라 고품질 농산

물 생산에도 기여하고 있다(이 등, 2008; 김 등, 2009). 이에 

따라 국내외를 통틀어 세계 농약시장의 성장률은 1970년대

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상승하였으며(한국작물보호협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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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농약시장의 성장률은 약 3.5%이고 매출액은 약 

10,000백만 달러이었다(한국작물보호협회, 2011).
하지만 농약은 병균이나 해충을 방제하는 유기합성화합물

이기 때문에 화학적 혹은 환경적 특성에 따라 환경 중 잔류될 

수 있고(이 등, 2008; 김 등, 2009) 사람이나 동물에 과다하

게 노출되거나 농약이 잔류한 농작물을 섭취하면 인체에 유

해할 수 있다(Jeyaratnam, 1990). 작물에 살포된 농약은 대

부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기 중으로 확산 되거나 강우에 의

해 유실되며, 미생물 분해, 광분해 및 가수분해 등을 거치고 

수세, 가열 등의 가공과정을 거치면서 그 양이 감소한다(박 등, 
2002; 김 등, 2003). 하지만 소비자들은 잔류량이 잔류허용

기준(maximum residue limit, MRL)을 초과 하였는지의 여

부에 상관없이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을 위협한다고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서울시보건환

경연구원, 2006).
농산물 중 잔류농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를 포함한 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에서는 농약의 잔류허용기

준을 설정하고 잔류농약 분석을 통하여 농산물 중 잔류농약

을 규제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

도록 제도화하고 있다(이 등, 2007). 1999년부터 농림수산식

품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생산단계 농산

물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제14조에 의거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MRL을 초과한 농산물은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하여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2011). 하지만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이미 유

통된 부적합 농산물의 수거 및 폐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유통

된 부적합 농산물을 섭취하면 인위적으로 위해성을 제거하거

나 감소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출하전 생산단계 농산물의 잔류농약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

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 농산물을 채취·분석한 결과를 

잔류허용기준과 비교하여 출하시기와 안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출하시기의 잔류량을 작물

재배 단계에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 적절한 출하시기를 

예측하는데 무리가 있다. 실제로 2009년도에 88종의 농산물 

1,503건이 고발, 폐기, 출하연기 및 용도전환의 행정적 처분

을 받았으며, 2010년도에는 86종의 농산물 1,134건이 행정

처분을 받았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0). 
수확 전 작물재배 시기에 출하시기의 잔류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일자별 잔류량을 이용하여 회귀곡선을 작성하고 생물

학적 반감기(biological half-life)를 산출하여 과학적인 근거

를 바탕으로 출하시기를 조절해야 한다. 이러한 과학적인 근

거로 농민은 부적합 농산물 생산을 줄여 행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부적합 농산물이 생산단계에서부터 차단되어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농림부, 2003; 이 등, 2009).
따라서 이 연구는 애호박 중 chlorpyrifos의 수확 전 최종 

농약 살포일로부터 수확 일까지 농약의 경시적 잔류 특성을 

구명하고 애호박 중 시험농약의 생물학적 감소곡선식을 이용

하여 수확전 농산물 중 농약의 잔류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

발하며, 농산물의 섭취에 따른 농약의 위해성을 판단하기 위

하여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농약

시험농약은 유기인계 살충제인 chlorpyrifos(Dr. Ehrenorfer, 
순도 99.5%)이었으며, 포장시험용 농약은 질풍 15% 수화제

((주)동부정밀)를 사용하였다. 또한 시험 농약의 안전사용기

준 및 잔류허용기준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식품의약품안

전청, 2009; 한국작물보호협회, 2009).

시험 작물 및 포장

시험 작물은 애호박(미소)이었으며, 포장시험은 충북 청원

군 강외면 궁평리에 위치한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수행하였

다. 비닐하우스 내 온도 및 습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Thermo 
Recorder(T&D Corp., Japan)를 설치하여 1시간 간격으로 

온도 및 습도를 측정하였다. 처리구는 기준량 및 배량 처리구

를 3반복 배치하였고 반복 및 처리구 간 교차살포를 방지하

기 위하여 완충대를 설치하였다. 또한 무처리구는 처리구와 

다른 비닐하우스에 배치하여 시험 농약으로부터 오염을 차단

하였으며, 시험 포장 배치도는 Fig. 1에 제시하였다.

약제살포 및 시료채취

농약사용지침서(한국작물보호협회, 2009)의 안전사용기준

에 따라 동력분무기(MS 597H Maruyama, Japan)를 이용하

여 4.0 kg/m2(56 psi) 압력으로 시험 농약의 기준량 및 배량을 

살포하였으며, 약제 살포 후 0, 2, 3, 5, 6, 7, 10일차까지 경

시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였다. 

표준용액 조제 및 검량선 작성

Chlorpyrifos 표준품 20.1005 mg을 20 mL volumetric 
flask에 acetone으로 녹여 1,000 mg/L의 stock solutio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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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harvest interval of the commercial products of chlorpyrifos and its MRLs for squash

Active ingredient
content (%)

Standard 
dilution rate

Pre-harvest interval MRLa)

(mg/kg)Last spraying day before harvest Maximum application time

15 1,000 7 3 0.1
a)Maximum residue limit.

12 m 2 m 12 m 2 m 12 m 6 m 12 m 2 m 12 m 2 m 12 m

Chlorpyrifos R-1 Buffer
zone R-2 Buffer

zone R-3 Buffer
zone D-1 Buffer

zone D-2 Buffer
zone D-3

Control R-1 Buffer
zone R-2 Buffer

zone R-3 Buffer
zone D-1 Buffer

zone D-2 Buffer
zone D-3

Fig. 1. A diagram showing the test plots of chlorpyrifos and its dimension in field experiment. The capital letters, R and D, in each 
test plot represent the recommended and double doses, respectively.

Table 2. Gas chromatographic conditions for the analysis of chlorpyrifos in squash

Instrument Agilent 6890 Gas chromatograph equipped with electron capture detector (ECD), Agilent, USA
Column HP-5 capillary column, 30 m L. × 0.25 mm I.D. × 0.25 μL film thickness

Temperature Oven Initial 180℃ increased to 270℃ at a rate of 10℃/min, hold for 5 min 
Detector 310℃

Flow rate Carrier gas (N2) 1 mL/min
Injection volume 1 μL
Split ratio 50:1

조제하였다. 시험 농약의 stock solution을 acetone을 이용하

여 각각 0.05, 0.1, 0.5, 1.0, 5.0 mg/L으로 희석한 후 기기에 

주입하여 나타난 크로마토그램상의 피크면적을 기준으로 검

량선을 작성하였다.

분석 시료 조제 및 기기분석

세절하여 마쇄한 애호박 20 g을 300 mL tall beaker에 넣

고 100 mL의 acetone을 넣어 10,000 rpm에서 3분간 균질

화한 후 Celite 545을 통과시켜 흡인 여과하였으며, 50 mL의 

acetone으로 용기 및 잔사를 씻어 앞의 여과액과 합하였다. 
여과액은 100 mL의 포화식염수와 400 mL의 증류수가 들어

있는 1 L 분액 여두에 옮기고 50 mL의 dichloromethane을 

가한 후 Resipro shaker를 이용하여 270 rpm에서 10분간 진

탕하는 방법으로 2회 분배하였다. Dichloromethane 분배액

은 무수 sodium sulfate로 탈수한 후 35℃에서 감압농축 하

였다.
130℃에서 5시간 이상 활성화한 Florisil 5 g을 glass column 

(1 cm I.D.×22 cm L.)에 건식 충전한 후 약 2 g의 무수 황

산나트륨을 Florisil 상부에 넣고 n-hexane 50 mL로 컬럼

을 세척하여 안정화 시켰다. 상기 농축시료 잔사를 10 mL의 

n-hexane에 녹여 column 상부에 가하여 흘려버리고 n-hexane: 
dichloromethan:acetonitrile(49.65:50:0.35, v/v/v) 45 mL
로 chlorpyrifos를 용출하여 35℃에서 감압농축 하였다. 농축 

건고된 시료는 2 mL의 acetone에 재용해한 후 GC-ECD로 

분석하였으며, 기기분석 조건은 Table 2와 같다.

회수율 시험

무처리 애호박 시료에 시험 농약의 표준용액을 검출한계의 

10배, 50배 수준이 되도록 처리한 후 앞서 언급한 잔류농약 분

석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준별 3반복 분석하였다(농촌진흥청, 
2010).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및 국제연합식량농업

기구(United National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의 회수율과 변이계수의 기준은 70-120%와 20%이내이

며,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의 적합한 회수율 범위 기준은 80-110%이다(FAO, 2000; Lee, 
2003). 우리나라의 경우 회수율 70-120%, 변이계수(변이계수 

= 표준편차/평균치×100) 10% 이내로 권고하고 있다(농촌진

흥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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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imit of detection (LOD), limit of quantitation (LOQ) and recovery of chlorpyrifos in squash

LOD
(mg/kg)

LOQ
(mg/kg)

Fortification
(mg/kg)

Recovery (%)
CV (%)

Replicate 1 Replicate 2 Replicate 3 Mean ± SD

0.005 0.165
0.05 98.66 101.12 102.69 100.82 ± 2.03 2.02
0.25 95.21  96.94  97.11  95.21 ± 1.05 1.10

Fig. 2. Time-course changes in squash weight under greenhouse conditions.

수확적 잔류량 예측

회귀곡선의 회귀식을 기준으로 수확전 시료 채취 날짜를 

대입한 후 잔류량을 역으로 산출하여 수확전 잔류량을 예측

하였다.

안전성 평가

일일섭취추정량(estimated daily intake, EDI)은 작물 내에 
잔류하는 농약의 평균 잔류량에 일일식품섭취량(food daily 
intake)을 곱하고 1,000으로 나누어 식 (1)과 같이 산출하였

다. 국민 1일 평균 식품 섭취량은 1998년-2002년에 국민영

양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농산물 중 중금속 실태조

사에서 농산물 중 중금속 노출 위해성 및 기준·규격 평가방법 

조사(식품의약품안전청, 2005) 보고서를 이용하였고 호박의 

1일 평균 식품 섭취량은 12.73 g/일이었다.

일일섭취추정량

(mg/kg 체중/일) =
평균잔류량(mg/kg)×식품일일섭취량(g/일)

(1)
1,000

최대섭취허용량(maximum permisible intake, MPI)은 농

약의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에 한국

인의 평균 체중 55 kg(식품의약품안전청, 2004)을 곱하여 식 

(2)와 같이 산출하였다. 일일섭취허용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잔류농약 데이터베이스(Pesticide Residue Database)를 참고

하였으며, chlorpyrifos의 ADI는 0.01 mg/kg이었다(Tomlin, 
2006).

최대섭취허용량

(mg/kg 체중/일) = 일일섭취허용량

(mg/kg 체중/일) × 한국인의 평균체중

(55 kg)  (2) 

결과 및 고찰

검출한계, 정량한계 및 회수율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시험농약의 검출한계는 0.005 
mg/kg이었고, 정량한계는 0.165 mg/kg이었다. 회수율은 95.2- 
102.7%이었고 변이계수는 2%미만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권

고한 사항과 부합하여 분석법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농
촌진흥청, 2010). 또한 표준 검량선의 직선식은 양호하였다

(R2=0.9958).

시료의 일자별 무게 변화

애호박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무게가 약 18배 증가하였고 
Fig. 2에 시료채취 일자별 무게 변화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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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ime-course concentration of chlorpyrifos in squash under greenhouse conditions

Application Days after
treatment

Concentration (mg/kg) Half-life
(day)Replicate 1 Replicate 2 Replicate 3 Average ± SD

Recommended

0 1.336 1.376 1.380 1.364 ± 0.025

2.5

2 0.293 0.331 0.368 0.330 ± 0.038
3 0.231 0.235 0.250 0.239 ± 0.010
5 0.126 0.124 0.127 0.126 ± 0.002
6 0.101 0.111 0.112 0.108 ± 0.006
7 0.094 0.105 0.109 0.102 ± 0.008
10 0.044 0.037 0.039 0.040 ± 0.003

Double

0 2.240 2.216 2.188 2.215 ± 0.026

2.9

2 0.790 0.778 0.777 0.782 ± 0.007
3 0.741 0.766 0.753 0.753 ± 0.012
5 0.605 0.597 0.600 0.601 ± 0.004
6 0.545 0.539 0.540 0.541 ± 0.003
7 0.190 0.227 0.229 0.216 ± 0.022
10 0.133 0.149 0.148 0.143 ± 0.009

Fig. 3. Typical chromatograms of chlorpyrifos in squash.
A, Standard chlorpyrifos; B, control; C, recovery and D, sample.

시험농약의 경시적 잔류특성 및 생물학적 반감기

Chlorpyrifos의 잔류량은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약제 
살포 당일 기준량 처리구 1.36 mg/kg, 배량 처리구 2.22 mg/kg
으로 MRL인 0.1 mg/kg을 초과하였다. 또한 수확 예정일인 

최종 약제 살포 후 10일차의 잔류량은 기준량 처리구의 경우 

0.04 mg/kg로 MRL 이하였다. 배량 처리구의 잔류량은 0.14 
mg/kg으로 MRL을 초과하였으며, 대표적인 시료 분석 크로

마토그래을 Fig. 3에 제시하였다. 애호박 중 시험농약의 잔류

량을 바탕으로 회귀곡선을 작성하였으며, 반감기는 기준량과 

배량 각각 2.5일과 2.9일이었다(Fig. 4). 이는 김 등(2003)이 

보고한 chlorpyrifos 및 chlorothalonil의 사과 생산단계별 잔류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약제 살포 후 8일차에 잔류량이 MRL 이
하였으나 수확 예정일인 7일차에는 MRL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

다는 내용과 유사하였으며, 이 등(2003)이 보고한 복숭아의 재

배 및 저장기간 중 procymidone, chlorpyrifos 및 cypermethrin
의 잔류량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최종 약제 살포 후 15일차의 

기준량과 배량 처리구의 잔류량이 MRL 이하였으나 수확 예정

일인 14일차에는 MRL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과 유사

하였다.

수확전 잔류량 예측

시험농약의 잔류량을 잔류성 시험성적 회귀 검정표(농산물

품질관리원, 2010)에 대입하여 Fig. 5와 같이 회귀곡선을 도

출하였고 이를 역으로 추정하여 수확전 잔류량을 예측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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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ssipation of the test pesticides in squash under greenhouse conditions.

Fig. 5. Standard curvilinear regression using the concentration of chlorpyrifos in squash at recommended and double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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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estimated concentration of chlorpyrifos in squash at the given day using its regression equations

Treatment
Days before harvest MRLc)

(mg/kg)10 8 7 5 4 3 0
Ra) 0.552 0.369 0.302 0.202 0.165 0.135 0.074

0.1
Db) 1.407 0.870 0.684 0.423 0.333 0.262 0.127

a)Recommended dose, b)double dose and c)maximum residue limit.

Table 6. Risk assessment of chlorpyrifos in squash at days after treatment

Treatment Days after 
treatment

Residue
(mg/kg) MRLc) Food daily

intake EDId) ADIe) MPIf) %ADIg) %MPIh)

R
0 1.364

0.1 12.73

0.01736

0.01 0.55

173.637 3.157
10 0.040 0.00051 5.092 0.093

D
0 2.215 0.02820 281.970 5.127
10 0.143 0.00182 18.204 0.331

a)Recommended dose, b)double dose, c)maximum residue level (mg/kg), d)estimated dietary intake (mg/kg b.w./day), e)acceptable daily 
intake (mg/kg b.w./day), f)maximum permissible intake (mg b.w./day), g)%acceptable daily intake = EDI/ADI*100 and h)%maximum 
permissible intake = (EDI/MPI)*100.

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애호박 중 chlorpyrifos의 수확전 

잔류량 예측 결과 수확 당일 기준량 처리구에서 MRL 이하였으

며, 배량 처리구에서는 수확 예정일에 MRL인 0.1 mg/kg을 초

과하는 0.127 mg/kg이었다. 이와 같이 수확전 잔류량을 예측

하여 잔류허용기준의 초과여부를 판정함으로써 잔류허용기준

을 초과하는 농약이 함유된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하여 소비자

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

었다.

잔류농약의 안전성 평가

애호박 중 잔류농약의 안전성 평가 결과는 Table 6에 나타

냈으며, 일일섭취허용량(ADI) 대비 일일섭취추정량(EDI)인 

%ADI는 최종 약제 살포 당일 배량 처리구에서 약 282%로 

높았으나 수확 예정일인 10일차에 약 18%로 현저히 감소하

였으며, %MPI는 약 5%로 수확 시기의 애호박은 해당 농약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김 등(2011)은 다류에 존재

하는 잔류농약 노출 안전성 평가에서 시중에 유통중인 다류 

65건(국내산 47건, 수입산 18건)을 대상으로 동시분석이 가

능한 218종의 잔류농약을 모니터링 하였고 그 결과 시료에서 

chlorpyrifos를 포함한 15종이 검출되었으나 검출 농약의 안

전성 평가 결과 %ADI는 약 0.09% 이하로 모두 안전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한 등(2003)이 충남지역 생산농산물에 대한 

chlorpyrifos의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2001-2002년에 수행한 
기타채소류(들깻잎 및 취나물) 중 chlorpyrifos의 %ADI는 

약 0.3% 이하로 위해성이 매우 낮았다는 보고와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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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애호박 중 chlorpyrifos의 수확 전 최종 농약 살포일로부터 수확 일까지 농약의 잔류량 감소 추이를 파악

하여 생산단계 농산물 중 농약의 잔류 특성 조사, 수확전 수확 예정일의 잔류량 예측 및 생산단계 농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Chlorpyrifos의 검출한계는 0.005 mg/kg이었고, 검출한계의 10배와 50배 수준으로 농약을 처리하여 수

행한 회수율은 95.2-102.7%로 양호하였다. 최종 약제 살포 당일 기준량 및 배량 처리구의 잔류량은 MRL인 0.1 mg/kg을 

초과하였으나 수확 예정일인 10일차의 기준량 처리구는 MRL 이하였으며, 배량 처리구의 경우 MRL을 초과하였다. 애호박 중 

chlorpyrifos의 생물학적 반감기는 기준량과 배량 처리구 각각 2.5일과 2.9일이었다. 최종 약제 살포 후 애호박 중 chlorpyrifos
의 잔류량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감소하는 경향이었는데, 이는 농약의 분해와 더불어 애호박이 증체함에 따라 잔류농약의 농도

가 희석된 결과라고 판단되었다. 잔류시험 후 시험농약의 잔류량을 바탕으로 작성한 회귀곡선을 이용하여 수확전 잔류량을 

예측한 결과 수확 당일 기준량 처리구에서 MRL 이하였으나 배량 처리구에서는 수확 예정일에 MRL을 초과하였다. 또한 

애호박 중 chlorpyrifos의 잔류량으로 산출한 일일섭취허용량(ADI) 대비 일일섭취추정량(EDI)은 배량 처리구에서 282%로 

높았으나 수확 예정일에는 18%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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