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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osure and risk assessments were conducted to evaluate the relative safety of mixing/loading

work of indoxacarb between wettable powder (WP) and water dispersible granule (WG). Hand exposure was

monitored using cotton gloves while inhalation exposure was measured using personal air monitor. Method

validation for the exposure monitoring was established successfully through several experiments. Limit of

determination and limit of quantitation were 0.25 and 1 ng, respectively. R2 of calibration curve linearity was

more than 0.9999 and reproducibility was 0.7-6. Recovery of indoxacarb from gloves, solid sorbent and glass

fiber filter at three different levels was 81.5-108.8%. Trapping efficiency and breakthrough tests gave 981.5-

108.8% of recovery. During mixing/loading procedure, hand exposure amount (75 percentile of 30 repetitions)

for indoxacarb WP was 6 folds (459.8 mg/kg a.i) than that of WG (81.4 mg/kg a.i). This result indicates that

WG has less drift than WP thanks to its granular type of formulation. Inhalation amount was 10−8-10−7% of

spray mixture prepared and 10−4-10−3% of hand exposure. In inhalation case,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two formulations. Margin of safety was calculated for risk assessment using male Korean

average body weight and acceptable operator exposure level as the important exposure factors. Mixing/

loading procedures for both of the formulations were considered to be of least risk because calculated MOS

values were more tha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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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작물의 해충이나 병, 잡초의 방제에 필수 불가결한 농약

은 식량증산은 물론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노동력 절감에

의한 생산비 저하에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과수나 채소류의 경우 농약의 사용 없이는 40-94%가 병해

충에 의해 감소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특히 제초제에

의한 제초시간은 농약의 사용 전보다 1/10로 줄어 생산비 및

노동력 부족의 농촌에 큰 도움이 되어 왔다(KCPA, 2000).

이러한 농약의 효과와 인구 증가에 대한 식량 증산 및 확보

를 해결하고자 국내 농약 사용량은 1965년에 1,287 M/T였

던 것이 2011년 19,160 M/T으로 거의 1200%배 증가하였

다(KCPA, 2012). 따라서, 포장에 사용되는 농약은 농약을

사용하는 농작업자에게 노출량과 독성 정도에 따라 건강 위

해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으며, 작업자는 농약 살포액의

조제, 살포, 농약 사용 후 포장 재출입, 농작물의 수확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농약에 대한 직접적 노출이 가능하고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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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출은 주로 피부 및 흡입에 의해 이루어진다(Kim 등,

2012). 농약 살포액의 조제 경우를 보면 조제하는 살포액의

양과 제형에 따라 노출양상이 다른데, 농약 병이나 농약 봉

지의 전체 양을 한꺼번에 투여하여 희석하는 경우와 액체나

가루를 일정한 양으로 칭량하여 희석하는 경우를 들 수 있

으며, 후자의 경우 농약 봉지를 찢거나, 분상이나 액상의 농

약을 칭량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노출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살포액 조제 시 가장 중요한 노출 부위는 손이고

(Vercruysse 등, 1999; Machado-Neto 등, 1998; Kim 등,

2012), 특히 분상의 농약은 농약 분진의 비산에 따른 흡입

노출도 예상할 수 있다. Indoxacarb는 oxadiazine계에 속하

는 살충제로서 네눈쑥가지나방, 담배나방, 배추좀나방, 복숭

아순나방, 파밤나방 등 이러한 해충에 대해 살충활성이 뛰

어나고 방제 대상이 아닌 생물체에 대해서는 낮은 독성을

나타내며, 환경에 안전한 농약으로 알려져 있다(Tomlin,

2003). 또한 채소류, 나무 열매, 포도, 목화, 옥수수와 기타

작물을 가해하는 나비목 해충에 대하여 광범위한 살충활성

을 나타내는 경엽처리 살충제이다(Choi 등, 2004). 따라서

본 연구는, 노출 평가 시 사용되는 분석/시험 방법의 유효성

을 검증하였고, indoxacarb 수화제 및 입상 수화제의 살포액

조제 시 장갑을 사용하여 농작업자의 손 노출을 측정하였다.

호흡 노출 측정은 personal air monitor를 사용하였으며, 살

포액 조제 시 노출 양과 노출 양상을 파악하고 위해성 평가

를 통해 조제 작업의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약 및 재료

Indoxacarb 표준품(98.3%)은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고(Table 1), 유기용매는 HPLC급

을 사용하였다. 유리섬유필터(37 mm, SKC, Eighty Four,

PA, USA), 고체흡착제(ORBOTM 609 Amberlite XAD-2

400/200 mg, Supelco, St. Louis, MO, USA), 유리섬유 필터

카세트(3piece, P/N 16599, Supelco, St. Louis, MO, USA)

는 Supelco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조제 시 사용

한 indoxacarb 수화제(암메이트, 10%, 경농), 입상수화제(아

바타, 30%, 아그로텍)는 농약상에서 구입하였다.

노출 재료/기구 및 분석기기

노출 측정을 위한 면장갑은 시중에서 구입하였고, 호흡노

출측정용 공기 펌프는 Gillian사의 제품(Gillian Model 224-

PCXR7, MSA, Dong Ha Trading Co. Ltd., Seoul, Korea)

을 사용하였다(Kim 등, 2012). 장갑 및 농약 포집용 고체

흡착제 XAD-2 수지는 메탄올로 1시간 동안 진탕추출기(SR-

2W, TAITEC, Japan)를 이용하여 추출하였고, 고체 흡착제

추출액의 경우 감압농축기(R-114, BR-11, Switzerland)로 농

축하였다. 추출액 중 indoxacarb의 분석은 diode array

detector (DAD)가 장착된 Agilent 1100 series HPLC

(Agilent 1100 HPLC; CA, USA)를 사용하였으며 검출파장

은 310 nm로 하였다(Table 2). 

분석기기의 검출한계(LOD; Limit of detection), 정량한계

(LOQ; limit of quantitation) 및 재현성 측정

Indoxacarb 표준용액 0.01, 0.025, 0.05, 0.1, 0.5 mg/kg을

10 µL씩 HPLC에 주입하여 크로마토그램상의 signal과

noise의 비율(S/N)을 구하여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를 계산하

였다. 또한 indoxacarb 표준용액 LOQ (0.1 mg/kg), 10LOQ

(1 mg/kg)을 HPLC에 10 µL씩 연속적으로 6번 주입하여 분

석한 다음 크로마토그램상 peak의 면적 값의 변이를 계산

검토하였다. 

표준검량선의 직선성 검증

Indoxacarb 표준용액 0.05, 0.1, 1, 5, 10 mg/kg을 10 µL

씩 HPLC에 주입, 분석하여 검량선의 직선성을 0, 1, 3일에

측정하였다.

장갑, 고체 흡착제 및 유리섬유의 회수율(Recovery) 측정

면 장갑을 추출 용기(500 mL)에 각각 담고 indoxacarb 표

준용액을 LOQ (0.1 mg/kg), 10LOQ (1 mg/kg), 20LOQ (2

mg/kg)가 되도록 처리한 다음 300 mL의 메탄올을 첨가하

Table 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indoxacarb (Tomlin,
2003)

Common name Indoxacarb (insecticide)

Molecular weight 527.8

Log P 4.65 (25oC)

Vapour pressure (mPa) 2.5 × 10−5 (25oC)

Solubility in water 0.2 mg/L (25oC)

Structure

Table 2. HPLC operating condition for the analysis of indoxacarb

Instrument: Agilent 1100 series 

Detector: Diode array detector (DAD) 310 nm

Column: YMC-Pack Pro C18 

(4.6 mm I.D, 250 mm length, 5 µm, Japan)

Mobile phase: A (acetonitrile), B (water) A:B = 70:30

Flow rate: 1 mL/min

Injection volume: 10 µ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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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시간 진탕 추출하였다. 진탕이 끝난 시료는 Polytetra-

fluoroethylene (PTFE) 재질의 syringe filter를 통하여 이물

질을 걸러낸 후 10 µL를 HPLC에 주입하여 분석하였다. 고

체흡착제(XAD-2 resin) 유리관은 양쪽을 절단한 후 고체흡

착제 알갱이를 20 mL 추출 용기에 담고 LOQ, 10LOQ,

20LOQ수준이 되도록 indoxacarb 표준용액을 처리하고 10

mL의 메탄올을 첨가하여 1시간 진탕 추출하였다. 유리섬유

필터는 20 mL 추출 용기에 담고, 고체흡착제와 동일하게 시

험하였다. 진탕이 끝난 고체흡착제 및 유리섬유필터 추출시

료는 PTFE재질의 syringe filter를 통하여 이물질을 걸러낸

후 1.5 mL를 용매 유거 후 100 µL의 메탄올을 넣어 재 용

해(15배 농축)하여 분석 하였다.

호흡 노출 측정용 고체흡착제의 포집 효율(Trapping efficiency)

측정

포집 효율 측정에 사용하는 U-자관 바닥에 10LOQ 수준

이 되도록 indoxacarb 표준용액을 처리하고 고체흡착제 유

리관을 U-자관에 연결하였다. 미리 유량을 보정한 공기펌프

를 연결하여 1 L/min의 유량으로 4시간 동안 공기를 흡입한

다음 고체흡착제의 회수율 측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출/분

석 하였다. 이때 농약의 휘발을 돕기 위해 U-자관을 약 70oC

로 가열하였다.

호흡 노출 측정용 고체 흡착제의 파과율(Breakthrough)

측정

고체흡착제 유리관의 양쪽을 절단한 후 1차 고체 흡착제

에 10LOQ수준이 되도록 indoxacarb 표준용액을 처리하

였다. 미리 유량을 보정한 공기펌프를 장착한 뒤 1 L/min

유량으로 4시간 동안 공기를 흡입한 다음 고체흡착제의 회

수율 측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출/분석 하였다.

포장 실험 및 노출량 계산 

손 노출은 면 장갑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농작업자는

측정 전에 손을 씻어 신체의 다른 부분과의 접촉으로 인한

오염을 최소화 하였다. 호흡 노출의 경우 미리 XAD-2 고체

흡착제와 glass fiber filter를 연결하고 최대한 입 및 코 근처

에 있도록 클립을 이용하여 어깨에 고정시키고 호스로 연결

된 air pump은 작업자 허리띠에 장착하였다. 조제 시험은

조제자 2명이 평소 농약 살포액 조제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물 250 L에 수화제(10%) 62 g, 입상수화제(30%) 41.6 g을

각각 넣고(Fig. 1) 막대기를 이용하여 저어서 약이 잘 풀리

도록 하였으며, 본 시험을 각각 30반복 수행하였다. 손 노출

량은 HPLC로 정량한 분석 농도(µg/mL)와 추출 용매량(200

mL)을 곱하여 산출(µg)하였다. 호흡 노출량은 분석값을 공

기펌프 유속 60 L/hr으로 나누어 단위시간당 호흡 노출 강

도를 산출한 뒤 작업별 호흡속도(Kim 등, 2011)를 곱하여

호흡노출량을 구하였다.

위해성평가 

조제 시 노출 측정 결과에 따른 농약의 위해성 평가는

Hughes 등 (2008)의 margin of safety (MOS) 수식을 이용

하여 산출하였고, 식은 다음과 같다. 

MOS = AE / [(PDE × AF) + PIE] × SF

(AE; Acceptable exposure, PDE; Potential dermal

exposure, AF; Absorption factor, PIE; Potential inhalation

exposure, SF; safe factor)

결과 및 고찰

분석기기의 LOD, LOQ 및 분석의 재현성

Indoxacarb의 여러 수준의 농약표준용액을 분석한 후 분

석기기상의 LOD는 S/N가 4인 0.25 ng, LOQ는 LOD의 4

배 수준인 1 ng으로 결정하였다. 분석의 재현성 시험 결과

C.V가 LOQ 수준에서 6%, 10LOQ 수준에서 0.7%로 높은

재현성을 확인하였다(Table 3).

검량선의 직선성

검량선의 직선성은 정밀한 정량분석의 기본이 되는 요소

로서 제조 당시뿐 만 아니라 1일, 3일 동안 분석한 결과, R2

Fig. 1. Mixing/loading of indoxacarb water dispersible granule
(A) and wettable powder (B).

Table 3. Limit of detection (LOD), limit of quantitation
(LOQ), and reproducibility of analysis of indoxacarb

LOD (ng) LOQ (ng)
Reproducibility 

Level Average area C.V (%)

0.25 1 
LOQ 2.0 6.0

10LOQ 21.6 0.7



346 김은혜·황연진·김수희·이혜리·홍순성·박경훈·김정한

이 0.9999 이상으로 매우 우수하여 안정적이고 정밀한 분석

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Table 4). 

회수율 

회수율 시험은 노출 측정 시료에 흡착된 농약이 추출 용

매에 의해 제대로 추출이 되어 회수되는지를 검정하는 시험

으로서 장갑, XAD-2 resin 고체흡착제, 유리섬유에 농약을

첨가한 다음 용매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시험 결과, 장갑

의 경우 88.0-108.8%의 회수율 및 C.V < 6%를 나타내었고,

XAD-2 resin 고체흡착제의 경우 84.5-103.8%, C.V < 3%

였으며, 유리섬유는 81.5-84.4%, C.V < 3%로 각 시료채취

매체에서의 농약 추출효율은 대체로 좋은 결과를 보였다

(Fig. 2).

호흡 노출 측정용 고체흡착제 포집 효율 및 파과율

포집효율성 실험 결과, 잔류량이 109.5%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indoxacarb의 증기압이 2.5 × 10−5 mPa로 비휘발성이므

로 U-자관에 잔류한 것이다. 또한 파과율 시험 결과, 1차 고

체 흡착제에서의 회수율은 89.5%으로 나타났고, 2차 흡착

제의 회수율이 0.9%로 1차 고체 흡착에서 농약을 효율적으

로 포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5).

피부(손) 노출량 및 호흡 노출량 

농약 살포액 조제 시 피부 노출은 손 만 실시하였는데, 조

제 시 가장 중요한 노출 경로이기 때문이었다(Vercruysse 등,

1999). Machado-Neto 등 (1998)의 연구에 의하면, 살포액

조제 시 신체 전체 부위 중 86%의 손 노출 비율을 보였다.

또한, methomyl 수화제의 경우 머리, 앞목, 가슴, 상박, 하박,

그리고 손을 측정한 결과 19.0-99.9%의 손 노출을 관찰하였

다(Kim 등, 2012). 또한 농약의 살포액 조제 시 손의 노출이

살포 시 손 노출량 보다 많다는 보고도 있다(Vercruysee 등,

1999; Ramwell 등, 2005). 따라서 농약의 손 노출평가는 매

우 중요한데, 장갑(cotton gloves)을 사용하여 손 노출량을

측정하거나(Calumpang과 Medina, 1996; Egea Gonz 등,

1999; Cattani 등, 2001; Choi 등, 2006; Kim 등, 2012). 손

을 헹구거나 세척하는(hand-rinse or washes) 방법, 면 거즈

등으로 손을 닦는 방법(hand-wipes)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헹굼/세척 법이나 닦는 방법(wipes) 등은 회수율 확립이 되

지 않았고, 또한 분석을 위한 추출의 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Chester, 2010). 장갑은 면 재질이고 조직이 다공

성이므로 상대적으로 피부보다 농약을 더 많이 흡수하여 노

출이 과대평가되는 단점도 있으나(Davis 등, 1983; Fenske 등,

1999), 가능한 최악의 상황(worst case)을 평가하는 노출 평

가의 원칙에 부합하고, 포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며, 피부에

노출될 수 있는 거의 모든 농약을 포집할 수 있으며, 살포

중 피부에 직접 노출 되는 농약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Vercruysse 등, 1999) 많이 사용되어 왔다. 또한 경제적인

면과 편리성에서도 다른 방법보다 우월하며(Calumpang과

Medina, 1996), 분석법 검증 시험에도 용이하다. 하지만 이러

한 장갑 착용 시에도 농약 조제액이 많이 노출되어 젖거나,

포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교체해야 한다(Ness, 1994). 노출

측정 결과 수화제 및 입상수화제 조제 시 손 노출량은 유효

성분 mg으로 계산한 후 mg/kg a.i (active ingredient)로 나

타냈는데(Capri 등, 1999; Tuomainen 등, 2002), 이는 수화

제와 입상수화제의 유효성분 함량이 다르므로 동일한 조건

Table 4. Linearity of calibration curve of indoxacarb

Linearity 

Day of preparation After 1 day After 3 day

Linear equation y = 22.033x − 0.55 y = 22.033x − 0.56 y = 21.226x − 0.96

R2 0.9999 0.9999 0.9999

Fig. 2. Extraction efficiency of indoxacarb from cotton gloves,
XAD-2 resin and glass fiber filter.

Table 5. Trapping efficiency and breakthrough test of solid
sorbent for indoxacarb

Test Treated level Recovery, %

Trapping 
efficiency

10LOQ
Residue Trapped Total

109.5 2.5 112.0

Breakthrough 50LOQ
First part

Second 
part

Total

89.5 0.9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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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교하기 위함이었다. 

각 반복에 따른 노출량의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Fig. 3), 수화제의 경우 최소 12.1 mg/kg a.i에서 최대

852.0 mg/kg a.i으로 약 70배 차이가 있었으며, 입상수화제

의 경우도 최소 2.5 mg/kg a.i, 최대 194.1 mg/kg a.i로 수화

제와 유사하게 약 70배 차이가 있었다. 조제 약량 대비 75

percentile 노출비율은 수화제는 0.046% 및 입상수화제는

0.008%로서, 수화제가 입상수화제에 비해 약 6배 많이 노출

되었다(Table 6). 따라서 동일한 분상 고체 타입의 농약이지

만 입상으로 제제한 입상수화제가 가루 형태인 수화제 보다

비산이 적고 상대적으로 노출량도 적게 나타났으므로 살포

액 조제 시 수화제 제형의 입상화에 따른 효과를 입증하였다.

수화제 및 입상수화제 조제 시 흡입 노출량(Table 7)은 각

각 0.014 µg, 0.012 µg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으며,

조제 약량에 대한 노출 비율은 각각 2.3 × 10−7, 9.6 × 10−8로

나타났다. Kim 등(2012)도 수화제 조제 시 호흡 노출량의

조제 약량에 대한 노출 비율이 3.4 × 10−7으로, 본 실험과 비

슷한 양상을 확인하였다.

위해성 평가 

위해성 평가는 MOS를 산출함으로써 농작업자가 살포액

조제 시 작업의 안전성 유무를 확인하며(Hughes 등, 2006)

MOS 수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위해가 가능하지 않

은 작업을 의미하고 반면에 MOS값이 1보다 작다면 위해가

우려된다고 본다(Machado-Neto, 2001). 이때, acceptable

exposure (AE)는 적절한 독성학적 종말점과 농작업자의 체

중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농작업자 노출 허용량(AOEL;

acceptable operator exposure level)을 사용하면 안전계수

(SF; safe factor)는 1로 하며, 최대무독성용량(NOAEL; 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을 사용할 경우 적절한 안전계

수를 사용하여 산출하게 된다(Hughes 등 2006), 체중관련 자

료를 보면 70 kg으로 계산한 경우도 있고(Machado-Neto 등,

1998; Machado-Neto, 2001; Hughes 등, 2006; Hughes 등,

2008), Choi 등(2006)과 Kim 등(2012)에서는 60 kg으로 계

산하였다. Jang 등(2007)에 의하면 우리나라 18세부터 74세

까지의 평균 남성 체중은 69.2 kg, 여성은 56.4 kg으로 전체

는 62.8 kg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체중은 우

리나라 평균 남성 체중 69.2 kg을 사용하여 AOEL인 0.004

mg/kg/day (systemic, rat)을 곱하여 AE를 산출하였다. PDE

는 하루 살포 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살포액을 6번 조제한

다는 가정 하에서 6회의 손 노출량을 가정하였고, AF는 의

복투과율 10% (Ramos 등, 2010; Kim 등, 2012) 및 피부투

과율을 10% 고려하여 0.01을 사용하였다(Choi 등, 2006;

Kim 등, 2012). 반면에 PIE 는 100% 흡수된다는 가정 하에

전체 양을 그대로 계산에 활용하였다 (Oliveira와 Machado-

Neto 2003; Kim 등, 2012). PIE 실측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PDE의 1%로 가정하는 경우가 많으나(Hughes 등, 2006;

Fig. 3. Hand exposure of indoxacarb wettable powder (A) and
water dispersible granule (B) during mixing/loading.

Table 6. Hand exposure during mixing/loading of indoxacarb

Hand exposure WP (mg/kg) WG (mg/kg) 

75 percentile 459.8 81.4 

min value 12.1 2.5 

max value 852.0 194.1 

Table 7. Inhalation exposure during mixing/loading of
indoxacarb

WP WG 

Exposure amount 
(µg, 75percentile)

0.014 0.012 

Applied a.ia) (g) 6.2 12.5

Ratio to applied a.i.a) (%) 2.3 × 10−7 9.6 × 10−8

Hand exposure (µg) 2,851 1,018

Ratio to hand exposure (%) 4.9 × 10−4 1.2 × 10−3

a)a.i.; Active ingre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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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hes 등, 2008; Ramos 등, 2010) 근래의 연구를 보면 훨

씬 적은 비율(10−4-10−2%)로 보고되고 있다(Capri 등, 1999;

Machera 등, 2003; Oliveira와 Machado-Neto 2003; Kim 등,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호흡 노출량을 측정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입상수화제의 경우 30반복 시험 각각의 MOS를 산출한 결

과 1보다 커서 모든 경우에서 위해성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수화제의 경우(Fig. 4) 대부분의 반복구 에서 MOS > 1이었

으나, 1회의 반복구에서는 MOS값이 1이하로 계산되어 살

포액 조제 시 부주의하면 위해성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

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포함하면서 대표성있는 노출/위

해성평가를 위해서는 많은 반복수의 시험이 필수적인 것으

로 판단하였다. 30반복 시험의 전반적인 평가를 위해 각 제

형별 75 percentile의 PDE 및 PIE를 이용하여 MOS를 산출한

결과, 수화제는 16.7 및 입상수화제는 22.0로서, indoxacarb

수화제 및 입상수화제 농약 살포액 조제 시 농작업자의 위

해성이 낮음을 확인하였으며, 입상수화제가 더욱 안전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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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자의 노출량 측정 및 위해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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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1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요 약 Indoxacarb 수화제 및 입상수화제 살포액 조제 시 농작업자의 노출량 측정을하여 두 제형 간 노출 양상을

비교하였으며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손 노출량 측정은 면 장갑을 사용하였고 호흡노출량은 personal air

monitor를 이용하였으며, 노출량 측정을 위한 다양한 분석/시험방법을 검증하였다. 분석 기기의 검출한계는 0.25 ng,

정량한계는 1 ng로 설정하였고, 표준 검량선의 직선성은 R2이 0.9999 이상이었으며, 분석재현성은 C.V값이 0.7~6.0

이었다. 또한 3수준으로 수행한 노출 시료(장갑, 고체 흡착제, 유리섬유필터)에서 indoxacarb의 분석법의 회수율은

81.5-108.8% 이었고, 호흡 노출 실험의 검증 중에서 포집효율 및 파과실험 결과 90.4-112.0%의 회수율을 보였다.

Indoxacarb 수화제 및 입상수화제 조제 시 30반복의 손 노출량의 75percentile 값은 수화제는 459.8 mg/kg a.i이며,

입상수화제는 81.4 mg/kg a.i로, 수화제가 입상수화제에 비해 6배 이상 노출이 되었다. 호흡노출량은 조제 약량의

10−8-10−7%, 손 노출량의 10−4-10−3%이었으며 호흡노출량은 수화제 및 입상수화제 사이의 유의성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Indoxacarb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margin of safety (MOS) 계산 시 중요한 노출 인자로서 한국인 남성 평균

체중과 농작업자 노출 허용량을 사용하였다. 위해성 평가 결과 두 제형 모두 조제 작업 시 MOS가 1이상으로 위해성

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색인어 노출, 인독사카브, 조제, Margin of safety, 위해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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