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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residual characteristics of tolclofos-methyl in ginseng and

elucidate the reason for its high detection rate from fresh ginseng selling at markets. Seeds of ginseng were

sowed after seed dressing with tolclofos-methyl and after a year of growth, the young seedlings were

transplanted to field. They were then harvested annually until three-years of growth and the pesticide residue

was analyzed in them. LOD and LOQ of the pesticide were 0.001 and 0.003 mg/kg, respectively. Recovery

test was carried out to validate the analytical method for tolclofos-methyl in ginseng. The ginseng seedlings

were fortified with the test pesticide at the level of LOQ, ten times of LOQ and maximum residue

concentration of tolclofos-methyl. Its recovery ranged from 77.37 to 100.16%. Residual concentration of

tolclofos-methyl in ginseng seedlings just before transplanting and two-year-old ginseng were from 7.58 to

8.05 and from 6.46 to 6.79 mg/kg, respectively. In case of three-year-old ginseng, it was found to be from

4.18 to 4.35 mg/kg. As a result of annual pesticide residue analysis, concentration of the pesticide was found

to decrease time-coursely in ginseng. This may be due to decomposition and increasing of fresh weight of the

ginseng during the cultivation periods of three years. 

Key words Ginseng, Tolclofos-methyl, Seed dressing, Pesticide residue

서 론

고려인삼(Panax ginseng C.A. Meyer)은 우리나라를 대표

하는 특산물로 항산화, 면역력 증가, 항암 등의 효능이 알려

지면서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늘었으며(Kim, 2009), 경지면

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 12,338 ha에서 2009

년 19,702 ha에 이르게 되었다(Lee, 2003; MIFAFF, 2010).

또한 인삼은 농가에 고소득을 올려주는 작물이지만 일반적

인 밭작물과는 다르게 반음지성 식물로 병해충에 취약할 뿐

아니라 한곳에서 4-6년 동안 재배되기 때문에 병해충 및 생

리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생산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저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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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Im, 2006) 인삼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배과정에서 농약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인삼은 10월말에서 11월초에 파종하여 1년간 재배하여

봄에 묘삼을 본포에 정식하게 되는데 파종 후 겨울을 지나

봄이 되면서 묘삼은 많은 병해를 입게 된다. 그 대표적인 병

이 모잘록병이며, 해당 병이 퍼지기 시작하면 묘삼을 수확

할 수 없게 된다. 모잘록병은 종자가 발아되면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병으로 토양 속에 있는 병원균이 침입하여 땅과

접촉하고 있는 줄기가 암갈색으로 마르면서 잘록해지는 병

으로 집단적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모조리 병’이라고도 불

린다(Kim 등, 2008). 모잘록병을 방제하기 위해서 파종 단

계에서 종자에 농약을 분의 처리하여 파종하게 되는데 대표

적인 농약이 tolclofos-methyl이다(Im, 2006; KCPA, 2012).

Yu 등(1989)은 tolclofos-methyl을 종자에 처리하여 파종한

결과 무처리보다 약 7배의 발아율을 보였으며, 무처리는 모

잘록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인삼 재배시 사용한 tolclofos-methyl은 인삼에 오

랜 기간 잔류하여 유통되는 수삼에서 검출율과 부적합 빈도

가 높아 인삼에 종자분의 처리제 tolclofos-methyl은 등록이

취소되었다(KCPA, 20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08년

102점의 부적합 판정 인삼에 잔류하는 농약 중 tolclofos-

msthyl이 42점으로 가장 높은 부적합율을 보였다고 보고하였

으며, 2009년에는 55점의 부적합 인삼 중 24점이 tolclofos-

methyl의 잔류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부적합 판정이었다고

보고하였다(NAQS, 2009; NAQS, 2010). 그러나 이러한 결

과가 종자 분의처리의 결과인지 아니면 인삼 재배 시 살포

된 농약 때문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2012)에서는 35점의 부적합 인삼 중 4점의 수삼

에서 tolclofos-methyl로 인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특히

34건의 부적합 파정을 받은 묘삼 중 tolclofos-methly에 의한

부적합 판정이 27건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수삼 중 tolclofos-

methyl의 잔류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부적합율 감소의 이유

는 (주)한국인삼공사 등의 관련 기관에서 안전사용기준 준

수 홍보 및 미국 수출 인삼에 대해서는 사용 자체를 금지와

더불어 인삼 중 tolclofos-methyl의 잔류허용기준이 0.3 mg/

kg에서 1.0 mg/kg으로 상향조정 되었기 때문이다(KHIDI,

2009; KFDA,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인삼 종자에 tolclofos-

methyl을 분의 처리하여 묘삼(1년근), 2년근 및 3년근을 수확

한 후 잔류농약을 분석하여 인삼 중 종자 분의처리 tolclofos-

methyl의 잔류특성을 구명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농약

인삼 종자 분의처리제로 등록되어 모잘록병 방제에 사용

되고 있는 살균제 tolclofos-methyl을 시험농약으로 사용하

였으며, 포장시험에 사용된 제품은 50% 수화제 리조렉스

(동방아그로(주))이었다. Tolclofos-methyl 표준품(99%)은

Dr. Ehrenorfer GmbH(독일)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포장시험

2009년 11월 음성군 원남면에 소재한 묘삼 예정지에

tolclofos-methyl을 분의 처리하여 33 m2의 면적에 파종한

후 2011년 3월에 묘삼을 수확하였으며, 수확한 묘삼을 증평

군 증평읍에 위치한 본포 165 m2에 정식하였다. 또한 인삼

은 관행적인 방법으로 재배한 후 매년 수확하여 잔류농약을

분석하였으며,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Table 1에 제시하였

다(KCPA, 2011). 

잔류분석용 시료 조제 및 기기분석

수삼 시료 20 g을 300 mL tall beaker에 넣고 100 mL의

acetone을 넣어 10,000 rpm에서 2분간 균질화한 후 Celite

545를 통과시켜 흡인 여과하였으며, 50 mL의 acetone으로

용기 및 잔사를 씻어 여과액과 합하였다. 여과액을 100 mL

의 포화식염수와 400 mL의 증류수가 들어있는 1 L 분액 여

두에 옮기고 50 mL의 dichloromethane을 가한 후 Resipro

shaker(SR-2W, Taitec, Japan)를 이용하여 250 rpm에서 5분

간 진탕하는 방법으로 2회 분배하였다. Dichloromethane 분

배액을 무수 sodium sulfate로 탈수하고 35oC에서 감압농축

한 후 5 mL의 n-hexane로 재용해하여 정제용 시료로 사용

하였다. 

130oC에서 5시간 이상 활성화한 Florisil 5 g을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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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수 황산나트륨을 Florisil 상부에 넣고 n-hexane 50 mL로

column을 세척하여 안정화 시켰다. 정제용 시료를 column

상부에 가하여 흘려버리고 같은 용매 5 mL로 씻어 버린 후

50 mL의 n-hexane:dichloromethane(80:20, v/v)을 흘려버렸

으며, 50 mL의 n-hexane:dichloromethane:acetonitrile(49.65:

Table 1. Pre-harvest interval of the commercial product of tolclofos-methyl and its MRL in ginseng

A.I.a) (%) Formulation Method of application
Pre-harvest interval MRLb)

(mg/kg)Application dose Maximum application time

50 Wettable powder Seed dressing before seeding 15 L of seed/200 g 1 1.0

a)Active ingredient.
b)maximum residue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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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35, v/v/v) 혼합용매로 tolclofos-methyl을 용출하여 35oC

에서 감압농축 하였다. 건고농축 시료를 2 mL의 acetone으로

재용해하여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소인검출기(gas chromato-

graph-nitrogen phosphorus detector, GC-NPD)로 분석하였

으며, 분석방법을 Table 2에 제시하였다. 

검출한계, 정량한계 및 회수율 시험

분석법의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와 정량한계

(limit of quantitation, LOQ)는 식 1과 2를 이용하여 산출하

였다. 회수율 시험은 LOQ, LOQ × 10 및 최대잔류량 수준

으로 시험농약을 처리하여 상기 분석방법과 동일한 방법으

로 수행하였다.

검출한계 =  최소검출량 ×최종정용량/시료주입량 ×

희석배수/시료무게 (1)

정량한계 =검출한계 × 3.3 (2)

결과 및 고찰

표준 검량선 작성

Tolclofos-methyl 표준품(99%) 약 20.20 mg을 acetone 20

mL에 녹여 1,000 mg/L의 stock solution을 조제하고 이

stock solution을 0.01, 0.06, 0.1, 0.3, 0.6, 1.0 및 3.0 mg/L로

희석하여 검량선 작성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이를 3반복 분

석하여 얻은 피크 면적(peak area)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표

준 검량선을 작성하였으며, 직선성은 양호하였다.

검출한계, 정량한계 및 회수율 시험

인삼 중 tolclofos-methyl의 검출한계와 정량한계는 각각

0.001과 0.003 mg/kg이었고 분석법의 회수율은 77.37-

100.16%이었으며, Table 3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농촌진흥

청(2010)에서 잔류 시험 회수율 범위를 70-120%, 변이계수

는 10%미만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하면 분석법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Andersson 등(1991)은 다성분동

시분석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엽채류에 tolclofos-methyl을

첨가하여 acetone과 ethyl acetate로 추출하여 회수율을 측정

한 결과 89-98%이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인삼 중 tolclofos-methyl의 잔류량

묘삼(1년근) 중 tolclofos-methyl의 잔류량은 Fig. 1에 제

시한 바와 같이 7.77-8.23 mg/kg이었으며, 2년근의 경우

6.40-6.79 mg/kg이었다. 또한 3년근 인삼 중 시험농약의 잔

류량은 4.18-4.35 mg/kg으로 연차적으로 잔류량이 줄어드는

경향이었다. 분석 결과는 수삼 중 tolclofos-methyl의 MRL

Table 2. GC-NPD conditions for the analysis of tolclofos-methyl in ginseng

Instrument Agilent 6890N Gas chromatograph,  Agilent, USA

Detector Nitrogen phosphorus detector

Column DB-17 capillary column 30 mL × 0.25 mm I.D. × 0.25 µm film thickness

Temperature
Oven Initial 150oC increased to 250oC at a rate of 10oC/min, hold for 2 min
Injector 250oC, Detector 310oC

Flow rate Carrier gas (N2) 1 mL/min, make-up (N2) 60 mL/min

Injection volume 1 µL

Split mode Splitless

Table 3. Limit of detection (LOD), limit of quantitation (LOQ) and recoveries of tolclofos-methyl in ginseng

Matrix LOD (mg/kg) LOQ (mg/kg) Fortification level (mg/kg) Recovery (mean±SDa), %)

One-year-old ginseng 0.001 0.003

0.003 92.85±0.85

0.03 88.51±1.75

10.0 88.35±2.38

Two-year-old ginseng 0.001 0.003

0.003  96.34±1.65

0.03  94.64±1.49

10.0  98.41±1.16

Three-year-old ginseng 0.001 0.003

0.003 77.77±2.03

0.03 89.14±0.39

5.0 92.17±2.13

a)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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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0 mg/kg을 초과하였지만 수삼 중 tolclofos-methyl의

MRL은 유통단계 수삼에 적용되고 일반적으로 4년근 이상

의 수삼이 유통되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처럼 종자 분

의처리한 인삼(묘삼, 2년근, 3년근)에 tolclofos-methyl의 잔

류량이 높은 것은 토양 중 이동성이 낮아 종자에 분의된 농

약이 용출수 등에 의해 지하로 용탈되지 않고 종자 부근에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높은 잔류량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

었다. 또한 tolclofos-methyl은 수용해도(0.3 mg/L)가 비교적

낮고 토양흡착계수(soil sorption coefficient, Koc)가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묘삼에 많은 양

이 잔류하였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묘삼이 본포에 정식 후

재배기간 중 비대 성장하여 2-3년이 지난 후에는 묘삼의 잔

류량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Yu 등(2003)은 충청지역에서 생산된 수삼 중 잔류농약을

분석한 결과 75점의 시료 중 73점에서 tolclofos-methyl이 검

출되었으며, 잔류량은 최대 6.68 mg/kg이었다고 보고하였다.

Choi(2010)는 QuEChERS 방법으로 수삼, 홍삼 및 백삼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시료 191점 중 78점에서 tolclofos-methyl

이 검출되어 40%의 검출율을 보였으며, 잔류범위는 0.01-

1.26 mg/kg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Park(2006)은 전남지

역에서 유통되는 인삼 중 잔류농약을 분석한 결과 모든 시

료에서 tolclofos-methyl이 검출되었으며, 일부 시료에서는

MRL을 초과하였다고 보고하였다. 

Tolclofos-methyl은 파종전 처리제로만 등록되어 사용되었

기 때문에 종자 분의 또는 토양 혼화 처리한 tolclofos-

methyl이 재배기간 중 인삼에 흡수되어 오랜 기간 잔류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Kim 등(2008)은 tolclofos-methyl을 봄

에 1회 관주처리한 후 가을에 수확하여 분석한 결과 0.13

mg/kg이 검출되어 MRL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tolclofos-

methyl을 파종 단계에서 1회만 처리하면 MRL을 초과하지

않지만 많은 농가에서 모잘록병에 등록된 농약의 부재로 안

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관주 처리하여 높은 검출율을

보이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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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중 종자분의 처리 tolclofos-methyl의 잔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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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4식품의약품안전청, 5한국보건산업진흥원, 6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요 약 인삼 중 tolclofos-methyl의 잔류특성과 인삼 중 tolclofos-methyl이 높은 검출율의 원인을 구명하기 위하

여 인삼 종자에 tolclofos-methyl을 분의처리하고 파종한 후 1년간 재배한 묘삼을 본포에 정식하였으며, 3년근까지

매년 잔류농약을 분석하였다. 시험농약의 검출한계와 정량한계는 각각 0.001과 0.003 mg/kg이었다. 회수율은 정량

한계, 정량한계의 10배 및 최대잔류량 수준으로 처리하여 시험한 결과 77.37-100.16%범위이었다. 묘삼 중 tolclofos-

methyl의 잔류량은 7.58-8.05 mg/kg이었으며, 2년근의 잔류량은 6.46-6.79 mg/kg, 3년근의 경우 4.18-4.35 mg/kg이

었다. 잔류분석 결과 인삼 중 tolclofos-methyl의 잔류량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종자분의처리한 시험농약이 묘삼에 흡

수 이행한 후 본포에 정식하면서 연차적인 인삼의 비대성장과 농약의 분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색인어 인삼, tolclofos-methyl, 종자분의, 잔류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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