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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ssipation patterns of amisulbrom in cucumber under a greenhouse condition was

investigated to establish biological half-life and pre-harvest residue limit (PHRL). Amisulbrom residue in/on

cucumber on the day of application under standard application condition was 0.15 mg kg−1 and decreased to

0.06 mg kg−1 after 5 days after treatment, so that biological half-life calculated 3.6 day, while initial

concentration of amisulbrom twice application 3 days interval under standard application condition was

0.35 mg kg−1 and decreased to 0.09 mg kg−1 after same period and the biological half-life calculated 2.4 day.

PHRL was suggested by prediction curve calculated from the decay constant of amisulbrom at standard rate.

For example, 1.83 mg kg−1 at 5 days before harvest and 1.03 mg kg−1 at 2 days before harvest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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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내 농약 사용량은 1970년에 3,719 M/T 이었으나 2010

년 20,413 M/T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0년 1,366 품목

이 등록되어(MFAFF, 2010) 해충이나 병, 잡초로부터 농작

물을 보호하고 수확한 농산물의 저장시 병해충에 의한 손실

을 방지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농업에 필수 불가결한

자재이다(Lee 등, 2010). 또한 농약의 사용을 통하여 식량증

산은 물론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노동력 절감으로 생산비 감

소에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Lee 등, 2008).

그러나 농약은 근본적으로 생물의 생리작용을 저해하여

활성을 나타내는 독성을 가진 화합물이며 작물에 살포된 후

농약의 특성이나 환경 조건에 따라 감소하지만 수확물에 잔

류되는 경우가 있다(Kim 등, 1997).

이러한 농약이 잔류된 농산물 및 식품을 섭취한다면 건강

위해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농약을 등

록할 때에는 대상 작물과 사용시기, 사용량, 그리고 횟수 등

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되고 있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유통되는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의 양을 법으로 정

한 농작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

MRL]을 설정하여 국제적 수준에서는 물론, 국가차원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2012년 2월 현재 427 종의 농약성

분에 대해 MRL이 설정되어 있다(KFDA, 2012).

농산물 품질관리법(법률 제10022호)에 의하면 농산물 및

식품 중 농약 잔류량 검사를 통하여 MRL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은 용도변경, 출하연기, 또는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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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게 된다. 그러나 농산물의 특성상 수거나 재활용의 기

회가 없어 대부분의 부적합 농산물은 폐기 처분하게 되며

이러한 결과는 농산물 생산비와 유통비용은 물론 그 처리비

용으로 인하여 생산자 농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게 된다.

또한 잔류농약의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거할 시간이 없이

MRL이 초과된 상태로 소비되어 소비자의 건강 위해성 문

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농산물 및 식품중의 잔류농약

은 국가 사회 전반에 걸친 중요한 사안이다. 이와 같이

MRL을 초과한 농산물이 시중에서 유통될 수 있는 현실은

농작물 중 잔류량 검사를 수확 후 또는 유통단계에서 수행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생

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수확 전 일정 시점에 미리 잔

류량을 조사하여 수확 시 농약 잔류량을 예측할 수 있는 체

제가 필요하다. 즉, 재배기간 중 농약을 살포하고 수확 전

일정기간 동안 잔류량 변화를 조사하여 생물학적 반감기와

합리적인 회귀식을 산출하여 수확시 잔류량을 예측할 수 있

다면 MRL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을 판단하여 출

하연기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할 수 있다(Lee 등,

2003; Lee 등; 2008 Ko 등, 2004).

본 연구의 대상인 amisulbrom[3-(3-bromo-6-fluoro-2-

methylindol-1-ylsulfonyl)-N,N-dimethyl-1H-1,2,4-triazole-1-

sulfonamide, Fig. 1, Table 1]은 Nissan Chemical에서 개발

한 설폰아마이드계의 살균제로서 미토콘드리아내 전자전달

계 Complex III 의 Qi 부위에 결합하여 살균효과를 발휘

하며(Tomlin, 2009), 국내에 배추, 고추, 오이, 감자, 참외,

인삼, 수박에서 뿌리혹병, 뿌리 썩음병, 역병, 노균병 방제약

제로 등록 사용되고 있다(KCPA, 2012). 오이에 대한 MRL

은 0.7 mg kg−1이고(KFDA, 2012), 안전사용 기준은 노균병

방제에 발생초기 7일간격으로 수확 2일전 까지 3회 이내로

등록되어 있다(KCPA,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재배 오이를 대상으로 살균제

amisulbrom을 살포하여 일정 시점별로 잔류수준을 조사

하고, 분해감소 회귀식과 생물학적 반감기를 산출하여 시설

재배 오이에 대한 amisulbrom의 수확 전 생산단계 농약잔

류허용기준 설정을 시도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약, 재료 및 기구

Amisulbrom 표준품(순도 99.5%)은 Dr. Ehrenstorfer GmbH

사(Germany)에서 구입하였고, acetonitrile, dichloromethane

은 HPLC급을 J.T. Baker에서 구입하였다. Sodium chloride,

무수 sodium sulfate는 GR급을 Junsei chemical에서 구입하

여 사용하였다.

오이 시료는 Waring blender (USA)를 이용하여 마쇄하였

고, 감압농축기 (Heidolph, Germany)와 질소증발기 (Zymark,

Germany)는 시료 추출액 농축시 사용하였다. 살포용 농약

amisulbrom 13.5% 액상수화제 (명작, 13.5% SC)는 시중 농

약상에서 구입하였다. 

공시 작물 및 농약 살포

공시 농작물인 오이는 ‘백다다기’ 품종으로, 경기도 안성

시 보개면에 위치한 농장에서 시설재배 하였고, amisulbrom

13.5% 액상수화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표준농도(10 mL/

20 L)로 조제하여 1회 살포, 또는 3일 간격으로 2회 살포 후

5일간 일정 크기 이상의 과실을 수확하였다. 재배 기간 중

하우스 내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고 시료 채취 시 오이의

중량을 조사하였다.

HPLC 기기 분석 조건

오이 시료 중 amisulbrom의 분석은 Diode Array Detector

Fig. 1. Chemical structure of amisulbrom.

Table 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amisulbrom (Tomlin,
2009)

Common name:amisulbrom

IUPAC name: 3-(3-bromo-6-fluoro-2-methylindol-1-ylsulfo-
nyl)-N,N-dimethyl-1H-1,2,4-triazole-1-sulfonamide

Molecular weight: 466.3

Molecular formular: C13H13BrFN5O4S2

Vapor pressure: 1.8 × 10−5 mPa (25)

Melting point: 128.6-130.0oC

Kow logP: 4.4

Solubility in water: 0.11 mg/L (20oC, pH 6.9)

Table 2. HPLC operation condition for the analysis of
amisulbrom in cucumber

Instrument: Agilent 1200 series

Detector: Diode Array Detector (DAD)

Column: Capcell PAK C18 (UG 80, 4.6 × 250 mm, 5 µm par-
ticle size)

Mobile Phase: A(water), B(acetonitrile)
 A/B = 40/60(0-3 min)-10/90(12-17 min)

Flow rate : 0.8 mL/min

Wavelength: 254 nm

Injection volume : 10 uL

Retention time : 13.9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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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가 장착된 Agilent 1200 series HPLC(Agilent, USA)

를 사용하였고 분석조건은 Table 2와 같다.

Amisulbrom 표준검량선 작성

Amisulbrom 표준품 0.1 g을 100 mL의 acetonitrile에 녹여

1,000 mg kg−1 농도 표준용액을 조제하였다. 이를 acetonitrile

로 희석하여 0.1, 0.25, 0.5, 1.0, 2.5 및 5.0 mg kg−1의 표준

용액을 제조한 후 각각 일정량을 HPLC에 주입하여 나타난

크로마토그램상의 피크면적을 기준으로 검량선을 작성하

였다.

오이 중 Amisulbrom의 회수율 시험

세절기로 마쇄한 무처리 오이 시료 20 g을 칭량하고 각각

0.2 및 1.0 mg kg−
1이 되도록 amisulbrom 표준 용액을 처리

한 다음, acetonitrile 80 mL를 가하여 1시간 동안 진탕 추출

하였다. 진탕 추출 후 Whatman GF/A 거름종이를 이용하여

흡인여과하고, 잔류물을 추가 20 mL의 acetonitrile로 세척

하여 여액을 500 mL 분액여두로 옮겼다. 여액에 포화 식염

수 20 mL, 증류수 100 mL를 첨가한 후 dichloromethane 으

로 2회(100 mL+ 50 mL) 분배 추출하였다. 유기용매층을 무

수 sodium sulfate를 통과시켜 수분을 제거하고 40oC 이하

에서 감압 농축한 다음, 잔사를 acetonitrile 4 mL에 재용해

하여 HPLC로 분석하였다. 

오이시료 채취 및 잔류 amisulbrom 분석

농약 살포 후 2시간 이내(0일차), 및 1, 2, 3, 4, 5 일차에

일정 크기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이 때, 각 처리구당 2 kg

이상 채취하여 꼭지를 제거한 후, 마쇄하고 20 g을 취하여

회수율 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반감기 산출

농약잔류량의 평균치로 경과일수에 따른 잔류량을 감소식

Ct = C0·e
-kt(Ct: 잔류량, C0:초기농도, k:감소상수, t:시간)으로

회귀식을 계산하고 k 값을 이용하여 생물학적 반감기(t1/2)를

0.693/k 식으로 산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오이 재배 중 시설 내 온도, 습도 및 오이의 중량변화

오이 재배 기간 5일 동안 시설내의 기온은 하우스 온도조

절 장치 사용으로 23.2~23.7oC 범위였고, 습도는 60.1~

70.0% 범위였다(Fig. 2).

약제 살포 일부터 살포 후 5일까지 수확 한 오이의 개당

중량은 133.1~151.6 g 크기의 오이를 수확하였다.

오이 중 amisulbrom의 분석법 확립

Amisulbrom의 표준검량선은 1.0 ng에서 50 ng까지 상관

계수가 0.999이상으로 직선성을 보였다.

최소 검출량(Limit of Detection, LOD)은 분석 크로마토

그램상에서 신호대 잡음비의 3배 이상을 나타내는 농약의

양을 말하며 baseline으로부터 피크를 인정할 수 있는 최소

의 양이다. 검출한계(Limit of Quantitation, LOQ)는 최소

검출량 또는 최소검출농도, 시료량 및 분석조작 중의 희석

배율 등을 감안하여 식 (1)에 의해 산출된 수치로서 본 연구

에 사용한 분석방법으로 정량할 수 있는 한계를 의미하며

0.05 mg kg−1 이하를 추천하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한 분석

법의 검출한계는 0.02 mg kg−1으로서 잔류분석법 기준에 적

합하였고(RDA and KCPA, 2012), MRL 이하까지 검출 가

능하였다.

오이 중 amisulbrom의 회수율 시험은 농약 추출 과정의

효율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검출한계의 10배에서 50배 농도

사이의 두 수준으로 무처리 시료에 amisulbrom 표준용액을

첨가한 후 분석하여 회수되는 양을 측정하였다. 다양한 종

류의 흡착제를 이용한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으로 시료 정제

Table 3. Recoveries and limits of quantitation of amisulbrom

Crop
Fortification level

(mg kg−1)

Recovery(%) Limit of quantitation
(mg kg−1)Re.1 Re.2 Re.3 Mean

Cucumber
0.2
1.0

93.5
89.3

83.4
99.6

91.4
98.2

89.5 ± 6.0
95.7 ± 5.8

0.02

Fig. 2. Temperature and humidity during cultivation period of
cuc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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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도하였으나, 흡착제로부터 amisulbrom의 회수율이 낮

아 정제를 실시하지 않고 시료분석을 수행하였다. 시료 용

액의 분석 크로마토그램에서 amisulbrom의 머무름 시간은

13.9분 이었고, 중첩되는 방해물질은 없었다(Fig. 3). 회수율

시험결과 0.2 및 1.0 mg kg−1 두 수준에서 각각 89.5 ±

6.0%, 95.7 ± 5.8%이었으며(Table 3), 이 결과 농약의 등록

시험 기준과 방법에서 권고하는 70~120%, 변이계수 20%

이내의 수준을 만족하였다(RDA and KCPA, 2012).

오이 재배기간 중 잔류량 변화

작물 재배기간 중 살포된 농약의 작물체중 잔류량은 농약

자체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제

제형태, 처리방법 및 조건, 작물의 재배조건, 기상조건, 처리

후 수확일까지의 경과일수 등에 좌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Kanazawa, 1992).

본 연구는 오이 재배시 살균제 amisulbrom 액상 수화제

를 1회 또는 3일 간격 2회 살포한 후 일정시점마다 잔류량

을 측정하여 잔류 소실 양상을 조사하였다. 1회 살포시 초

기 잔류농도는 0.15 mg kg−1이었으며 5일 후에는 0.06 mg

kg−1로 감소 되었다. 3일 간격으로 2회 살포시 초기 잔류량

은 0.35 mg kg−1이었으며 5일 후에는 0.09 mg kg−1로 감소

하였다. 재배 기간 중 amisulbrom은 1차 지수 함수적으로

잔류량이 감소하였다(Fig. 4)(Lee 등 2008; Park 등, 2005;

Park 등 2011).

살포 직후 농도는 1회 살포시 0.15 mg kg−1, 3일 간격 2회

살포시 0.35 mg kg−1으로 MRL보다 낮았다. 

잔류 감소 회귀식은 1회 살포한 경우 Ct = 0.1624e−0.192t

(R2 = 0.9498), 3일 간격 2회 살포시 Ct = 0.3453e−0.287t(R2 =

0.9827)이었고, 이 식에 따라서 산출된 재배 중 생물학적 반

감기는 1회 처리시 3.6일, 2회 처리시 2.4일 이었다.

시설 포장에 살포된 농약은 시설내의 높은 온도와 습도에

의해 분해 및 휘발이 이루어지고 작물의 생육을 위한 관수

처리 등에 의해서 세척되어 농약의 잔류량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농약의 특성에 기인한 분해, 휘발 및 세

척 외에도 작물의 재배 기간 중 무게가 증가에 따른 희석효

Fig. 3. HPLC chromatogram of cucumber extract (A; control,

B; recovery at 1.0 mg kg−1, C; sample of 0 day after single
application).

Fig. 4. Dissipation curve of amisulbrom in cucumber during
cultivation period.

LOQ (ppm) = [최소검출량(1.0 ng) × HPLC 주입전 시료

용액량(4 mL) ×희석배수(1)]/[HPLC 주입량

(10 µL) ×시료량 (20 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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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농약의 잔류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ee 등, 2009).

이번 시험의 대상작물인 오이와 같이 비대 생장이 급격한

농작물은 중량 증가에 의한 잔류농약의 희석 효과로 인해

반감기가 매우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Marin 등, 2003).

오이에 살포된 boscalid의 경우 기준량 및 배량 살포시 반감

기는 각각 1.9일, 2.0일 이었다(Lee 등, 2008). 또한 비대 성

장이 큰 애호박 중 chlorpyrifos의 생물학적 반감기는 기준

량 배량 각각 2.5일 2.9일 이었지만, 사과 중 chlorpyrifos는

9.3일, 복숭아 중 기준량 살포시 7.2일, 배량 살포시 5.8일로

서 비대 성장이 크지 않은 과실류는 생물학적 반감기가 더 길

어지는 경향을 보였다(Kim 등, 2003; Lee 등, 2003; Park 등,

2011).

오이 중 amisulbrom의 수확전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본 실험에서 초기 잔류량이 MRL이하 였지만, 작물 재배

기간 중 살포된 농약의 작물체중 잔류량은 농약 자체의 물

리화학적 특성, 제제형태, 처리방법 및 조건, 작물의 재배

조건, 기상조건 등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Kanazawa,

1992)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잔류감소 회귀식을 바탕으로 수확일에 MRL(0.7 mg kg−1)

수준이 오이에 잔류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반감기가 더 긴

1회 살포 시의 감소상수를 이용하여 생산단계 농약잔류허용

기준(Pre-Harvest Residue Limit, PHRL)을 추천한다면 수확

5일전 잔류량이 1.83 mg kg−1 또는 2일전 1.03 mg kg−1 이하

이면 수확 시 amisulbrom이 MRL 수준 이하로 잔류할 것으

로 예측된다(Fig. 5).

오이 시설재배 기간 중 살균제 amisulbrom의 생물학적

반감기는 기준량 1회 처리시 3.6일, 3일 간격 2회 처리시

2.4일로 2회 살포시 반감기가 하루 짧았다. 초기 농도는 각

각 0.15 mg kg−1, 0.35 mg kg−1으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

여 약제를 살포한다면 농약잔류허용기준 이하로 잔류할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반감기가 긴 1회 살포시 회귀식을 바

탕으로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PHRL)을 수확 5일 전 1.83

mg kg−1 또는 2일 전 1.03 mg kg−1 등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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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실내 재배 오이 중 살균제 amisulbrom의 생물학적 반감기 및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을 제안하고자 약제를

살포하고 재배기간 동안 잔류량을 확인하였다. Amisulbrom 1회 살포시 초기 잔류 농도는 0.15 mg kg−1이었으며 살

포 5일 후 0.06 mg kg−1으로 감소되어 반감기는 3.6일이었다. 3일 간격으로 기준량 2회 살포시 초기 잔류량은

0.35 mg kg−1이었으며 살포 5일 후 0.09 mg kg−1으로 감소되어 반감기는 2.4일 이었다. 1회 처리 시의 잔류감소 회귀

식을 이용한 생산단계 잔류허용 기준(PHRL)은 수확 5일 전 1.83 mg kg−1 또는 2일 전 1.03 mg kg−1 등으로 제안하

였다. Amisulbrom 액상 수화제를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1회 살포, 또는 3일 간격 2회 살포 시 모두 살포 직후 잔류

량은 오이 중 농약잔류 허용기준 보다 낮았다.

색인어 Amisulbrom, 오이, 생산단계잔류허용기준, 생물학적반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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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