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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idual toxicity test to honeybee was conducted to evaluate an indirect effects on honeybee after

planting hole application of systemic insecticides which were highly toxic to honeybee (Apis mellifera). In

this study, It was applied three application rates in the planting hole by three systemic insecticides,

dinotefuran GR, imidacloprid GR and clothianidin GR at planting time of tomato. Residual analysis of

foliage was carried out after periodic sampling the foliage and investigated the effects of exposed honeybee

on the tomato foliage. The honeybee mortality by dinotefuran residues on the foliage was shown almost

100% at 7 days after treatment and decreased 17 days after treatment. The maximum mortality of honeybee

by imidacloprid residues on the foliage was 44 ~ 72%. But the effect of pesticide lasted for 18 days and then

decreased. The honeybee mortality by clothianidin residues on the foliage was 100% at 7 days after treatment

and decreased 14 days after treatment. A tendency of the honeybee mortality and residue in foliage showed a

similar character as time goes by. The residues in tomato foliage decreased gradually after 14 days by

vigorous growth of tomatoes and the toxic effect of honeybee was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21 days in

actual usage of th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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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꿀벌에 대한 농약의 위해성은 2006년 미국의 플로리다에

서 꿀벌군집 붕괴 현상(colony collapse disorder, CCD)이

보고된 이후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보고되면서 그 원인을 밝

히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꿀벌군집 붕괴 현

상은 일벌들이 돌아오지 않아 남은 여왕벌과 기타 미성숙

벌들까지 하나의 벌집이 몰살당하는 현상으로 그 원인으로

응애(Johnson et al., 2009), 영양실조(Dennis et al., 2006),

병원균(Dennis et al., 2006; Featherstone, 2009), Szalanski

et al., 2010), 양봉산업(Oldroyd, 2010), 농약(Schmuck et

al., 2001; Bortolotti et al., 2003; EFSA scientific report,

2006; Andrea et al., 2012; Pettis et al., 2012) 등으로 보고

되었다. 그리고 기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한 꿀벌 면역스

트레스와 지구온난화, 유전자 변형작물, 휴대폰 전자파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농약은 연구자들의 주요 실험대

상으로 특히 침투이행성이 강한 농약(systemic pesticide)은

꿀벌에 대한 영향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의심되어 유럽의

여러나라에서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으로 관리되고 있다

(EPA, 2011). 

국내에서의 농약에 대한 꿀벌의 위해성 평가는 2007년 농

약 등록을 위한 시험법이 고시되면서(농촌진흥청, 2012) 본

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꿀벌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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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등록되는 모든 농약에 대한 꿀벌 독성성적을 제출하도

록 하고 있다. 현재 꿀벌 위해성평가는 직접 접촉과 섭식에

의한 급성독성 영향과 실제 농약 살포 후 직접적으로 나타

나는 꿀벌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위해성 평가방법은 농약에 꿀벌이 직접 노출되어 단시간에

나타나는 영향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농약을 살포시 꿀벌에

직접 노출되거나 살포 후 작물에 잔류된 농약에 의해 꿀벌

이 노출될 경우에만 꿀벌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농약

의 특성과 살포형태가 다른 경우 즉, 입제형태나 침투이행

성으로 작물에 흡수되는 특성을 가진 농약에 의한 영향은

조사하기 어렵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낮은 농도의 농약이 식물에 흡수이행

된 후 꿀벌이 화분과 화밀을 섭식하거나 접촉함으로서 나타

나는 장기적인 영향을 연구하고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실제로 흡수이행에 의해 줄기와 잎뿐만 아니라 화분(pollen)

과 화밀(nectar)에서도 잔류농약이 검출되었고, 소량의 농약

이 함유된 화분과 화밀을 섭식한 꿀벌에 장기적인 영향이

관찰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Isaacs et al. 2006; Halm,

2006; Benjamin, 2008).

이러한 침투이행성 농약에 대상으로 꿀벌의 영향을 평가

하기 위해서 EPPO (European and mediterranean plant

protection organisation)에서는 침투이행성 살충제의 등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Tasei et al., 2003),

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에서 제시한 침투이

행성 농약에 대한 꿀벌 위해성평가방법에서는 토양이나 종

자에 처리하는 침투이행성 농약에 대한 위해성 평가절차를

공기 중 살포하는 농약과 다른 시험과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제안하고 있다(Bruneau, 2009). 또한, Dfra (Departed for

environmental food and rural affairs)의 연구보고서에 따르

면 토양이나 종자에 처리하는 침투이행성 농약에 대한 장기

적이고 높은 단계의 평가시험(tunnel test & field test)이 필

요하며, 현재의 직접 노출에 의한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새

로운 방법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다(Defra,

2009).

본 연구에서 사용한 침투이행성 농약인 dinotefuran,

imidacloprid, clothianidin은 꿀벌에 대한 급성 접촉독성이

강하여 작물잎에 직접 살포될 경우 꿀벌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농약성분이 토양처리형 입제로

살포되어 꿀벌이 직접 접촉될 가능성이 낮더라도 이러한 침

투이행성 농약은 수용성이 크고 잎이나 뿌리를 통해 흡수되

어 식물의 체관과 수관을 타고 아래에서 위로 이행하여 특

정부위보다 식물체 내부 전체에 침투하여 약효를 발휘하게

된다. 뿌리를 통해 흡수된 농약은 잎이나 꽃에 잔류하게 되

고 활동 중인 꿀벌이 접촉할 경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꿀벌은 과수뿐만 아니라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작물의

화분 매개충으로 이용되고 있다. 농약을 농작물에 직접 살

포하지 않고 토양처리제로 사용하는 경우 꿀벌이 직접적인

영향을 낮지만 침투이행성 농약의 경우식물체내 이동기간과

잔류기간에 따라 활동 중인 꿀벌에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노출되어 나

타날 수 있는 꿀벌 독성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꿀벌에 안전

한 농약사용과 농약에 대한 꿀벌 안전성을 예측하기 위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침투이행성 농약을 실제 적용작물에 처

리할 경우 식물에 흡수 이행되어 식물체잎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꿀벌 영향을 조사하고 실제 흡수이행에 의한 꿀벌

의 영향정도를 파악하여 꿀벌의 안전성을 위한 연구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존의 꿀벌 엽상잔류독성

시험법을 통하여 식물잎에 흡수된 농약 잔류량과 꿀벌의 독

성영향을 조사하고 그 경향성을 파악하여 농약 잔류량과 꿀

벌 영향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농약

시험에 사용된 농약은 imidacloprid 입제, clothianidin 입

제, dinotefuran 입제이며, 이러한 neonicotinoid계통의 농약

은 꿀벌에 대한 급성독성이 강하고 수용해도가 높고 침투이

행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시험생물

농약에 대한 독성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꿀벌은 서양종

(양봉꿀벌, Apis mellifera)로서 출생 후 1~7일 연령의 어린

개체를 사용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꿀벌은 국내 양봉업체로

부터 분양받았으며, 시험기간 동안 야외사육장에서 사육 관

리하였다.

시험작물

시험작물로는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를 사용하

였으며, 실내 온실에서 파종하여 3~4주간 생장한 모종을 비

가림시설의 야외포장에 정식하였다.

Table 1. Toxicity profiles of pesticides tested in this study

Test pesticide
 Honeybee acute toxicity

(LD50, µg/bee)
Water solubility

(mg/L)

Dinotefuran 
> 0.047 (contact)*
> 0.023 (oral)*

39830

Clothianidin
> 0.0439 (contact)*
> 0.00379 (oral)*

340

Imidacloprid
> 0.041 (contact) 
> 0.072 (oral)

610

* Pesticide Manu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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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농약의 처리

시험농약의 처리는 토마토 모종의 정식과 동시에 토양에

파구처리(planting hole application)방식으로 하였으며, 3가

지 처리량으로 처리한 후 토마토를 정식하였다. 시험농약의

처리량은 농약사용지침서(2009)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였

으며, 사용량, 2배량, 그리고 4배량으로 처리하여 처리농도

에 따른 잔류량을 조사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dinotefuran

입제와 imidacloprid 입제의 사용량 0.06 g a.i./tree, 2배량

0.12 g a.i./tree, 그리고 4배량 0.24 g a.i./tree으로 처리하였

으며, clothianidin 입제는 사용량 0.018 g a.i./tree, 2배량

0.036 g a.i./tree, 그리고 4배량 0.072 g a.i./tree으로 처리하

였다.

꿀벌 엽상잔류독성시험

꿀벌에 대한 엽상잔류독성시험방법은 미국 EPA (1996)의

엽상잔류독성시험법(Honeybee Toxicity of Residues on

Foliage, OPPTS 850.3030)과「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별표 13] 환경생물 독성 시험기준과 방법 중 꿀벌 엽상잔류

독성시험법(농촌진흥청 고시 제 2012-13호)에 따라 실시하

였다. 꿀벌을 토마토잎에 노출시키기 위하여 시험농약 처리

후 3~7일 간격으로 뿌리를 제외한 토마토 전체를 채집하여

잎만 분리하여 10 g을 준비하였으며, 시험용 케이지에 토마

토 잎 10 g에 꿀벌 25마리씩 노출시켜 24시간 후 치사개체

와 이상증상을 조사하였다.

토마토잎 중 시험농약의 잔류 분석

꿀벌 엽상잔류독성시험과 동일한 시기에 뿌리를 제외한

토마토 전체를 채집하여 잎 부분을 상처 없이 분리한 후 골

고루 섞어 10 g을 채집한 후 그중 5 g을 유기용매를 사용하여

추출하여 Ultra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 (UPLC)

로 분석하였다. 각 시험농약의 분석을 위한 분석기기와 분

석조건은 Table 3과 같다.

Imidacloprid 잔류 분석

토마토잎 5 g을 호모게나이저컵에 넣고 acetone 80 mL를

가하여 10,000 rpm에서 3분간 마쇄 추출하였다. 추출물을

흡인여과하고 50 mL의 acetone으로 잔사 및 용기를 씻어내

려 앞서의 여액과 합하였다. 합한 여액을 1000 mL 분액여

두에 옮긴 후 포화식염수 20 mL와 증류수 100 mL를 차례

로 넣은 후 dichloromethane 100 mL, 50 mL씩으로 2회 분

배 추출하고 분배액을 무수황산나트륨으로 탈수하여 35oC

에서 감압 농축하였다.

농축잔사를 ethyl acetate/n-hexane (50/50, v/v) 5 mL에

재용해하여 미리 n-hexane 5 mL로 활성화 시킨 silica gel

sep-pak cartridge에 전개시키고 ethyl acetate/n-hexane (50/

50, v/v) 15 mL로 세정하였다. 이어서 ethyl acetate/n-hexane

(50/50, v/v) 20 mL로 용출하여 35oC에서 감압 농축하고, 질

소가스로 완전히 건고시킨 후 acetonitrile/water (25/75, v/v)

2 mL로 정용하여 UPLC/PDA로 분석하였다.

Dinotefuran 잔류분석

토마토잎 5 g을 호모게나이저컵에 넣고 acetonitrile/water

(80/20) 80 mL를 가하여 10,000 rpm에서 3분간 마쇄 추출

한 후 시료를 Whatman No. 1 여지를 이용하여 감압 여과

하였다. 잔사를 소량의 acetonitrile로 세정하고 앞의 여액과

합하여 35oC 이하의 수조상에서 감압 농축하였다. 농축액을

Chem ElutTM cartridge에 전개시키고 5분간 정치시킨 후

hexane 50 mL로 세정하였다. 이어서 ethyl acetate 200 mL

을 가하여 용리액을 농축flask에 회수한 후 35oC 이하의 수

조상에서 감압농축하였다. 

Table 2. Dose of pesticides applied on the tested crop

Pesticides Application rate (g a.i./tree)

Dinotefuran GR 0.06 0.12 0.24

Clothianidin GR 0.018 0.036 0.072

Imidacloprid GR 0.06 0.12 0.24

Table 3. Analytical condition for the analysis of test pesticides in foliage

Denotefuran Imidacloprid Clothianidin

System Waters ACQUITYTM with TUV Waters ACQUITYTM with PDA Waters ACQUITYTM with TUV

Colum
ACQUITY BEH C18 
(1.7 µm, 2.1 × 50 mm) 

ACQUITY BEH C18
(1.7 µm, 2.1 × 100 mm)

ACQUITY BEH C18 
(1.7 µm, 2.1 × 100 mm) 

Mobile phase

Gradient
Water : MeOH = 99 : 1 at 2 min
Water : MeOH = 85 : 15 at 4 min
Water : MeOH = 99 : 1 at 5 min

ACN : water = 30 : 70

Gradient
Water : ACN = 98 : 2 at 2 min
Water : ACN = 75 : 25 at 4 min
Water : ACN = 98 : 2 at 5 min

Wavelength 270 nm 270 nm 265 nm

Flow rate 0.3 mL/min 0.25 mL/min 0.3 mL/min

Injection volume 3 uL 3 uL 3 uL

Retention time 3.9 min 1.9 min 3.4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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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잔사를 ethyl acetate/dichloromethane (50/50, v/v)

10 mL에 재용해하여 미리 dichloromethane 5 mL로 활성화 시

킨 Silica gel sep-pak plus cartridge에 전개시키고 ethyl

acetate/dichloromethane (50/50, v/v) 5 mL로 세정하였다. 이어

서 acetone/ethyl acetate (15/85, v/v) 15 mL로 용출하여 35oC

이하의 수조상에서 감압농축하고, 질소가스로 완전히 건고시

킨 후 water 5 mL로 정용하여 UPLC/UVD로 분석하였다.

Clothianidin 잔류분석

토마토잎 5 g을 호모게나이저컵에 넣고 acetone 80 mL를

가하여 10,000 rpm에서 3분간 마쇄 추출한 후 추출한 시료

를 Whatman No. 1 여지를 이용하여 감압 여과하였다. 잔사

를 소량의 acetone으로 세정하고 앞의 여액과 합하여 35oC

이하의 수조상에서 감압 농축하였다. 농축액을 Chem

ElutTM cartridge에 전개시키고 5분간 정치시킨 후 hexane

50 mL로 세정하였다. 이어서 ethyl acetate 200 mL을 가하

여 용리액을 농축flask에 회수한 후 35oC 이하에서 감압 농

축하였다. 

농축잔사를 hexane/acetone (70/30, v/v) 혼합용액 5 mL에

재용해하여 미리 hexane/acetone (90/10, v/v) 혼합용액

5 mL로 활성화시킨 Alumina-N SPE cartridge에 전개시키

고 hexane/acetone (90/10, v/v) 혼합용액 10 mL, hexane/

acetone (70/30, v/v) 혼합용액 20 mL, 그리고 methanol

2 mL로 차례로 세정하였다. 이어서 methanol 8 mL로 용출

하여 35oC 이하의 수조상에서 감압농축하고, 질소가스로 완

전히 건고시킨 후 methanol/water (25/75, v/v) 2 mL로 정용

하여 UPLC/UVD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침투이행성 살충제인 dinotefuran 입제, imidacloprid 입제,

clothianidin 입제를 토마토에 토양처리한 후 토마토의 생육

을 조사하였고, 시험농약 처리후 경과시간에 따라 뿌리의

흡수이행에 의한 토마토 잎에서의 농약 잔류량을 분석하고

꿀벌의 독성 영향을 조사하였다.

정식 후 토마토의 생육

토마토 묘종의 정식시 시험농약을 토양 파구처리 하였고

정식 후 토마토의 생육을 파악하기 위해 뿌리를 제외한 토

마토잎과 줄기의 무게와 초장을 측정하였다. 토마토의 무게

와 초장은 무처리구와 각 처리구에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

았으나, 전체적으로 정식 후 14일 이후 급격히 무게가 늘어

났고, 체장의 경우도 정식 후 14일 이후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1). 이러한 생육의 증가는 시험농약의 흡수와

토마토 잎에서의 잔류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시험농약의 엽상 잔류량과 꿀벌 치사율의 경향성

각 시험농약 처리 후 토마토 잎에서의 꿀벌 치사율과 농

약 잔류량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토마토 잎을 채집하여 농약

잔류량을 측정하였다. 

Dinotefuran 입제 처리구의 경우, 시험농약 처리 후 시간

경과에 따른 토마토 잎에서의 잔류량의 경향성은 꿀벌 치사

율의 특성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토마토 생육이 확연히

증가하는 14일 이후 엽상잔류량도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사용량(0.06 g a.i./tree) 처리구에서 28일 이후 꿀벌

치사율이 25% 이하로 감소하였다. 최대 엽상잔류량은 시험

농약 처리 후 14일째에 나타났으며, 사용량(0.06 g a.i./tree)

Fig. 1. The total length and body weight of tomato after application.

Fig. 2. Honeybee mortality and residues of dinotefuran GR in
foliage after pesticid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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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에서 89.5 mg/kg, 2배량(0.12 g a.i./tree) 처리구에서

197.7 mg/kg, 4배량(0.24 g a.i./tree) 처리구에서 276.8 mg/

kg으로 처리량이 증가할수록 잔류량도 증가하였다(Fig. 2).

그리고 시험농약인 dintefuran, imidacloprid, clothianidin의

최소검출량(LOQ)은 0.3 mg/kg이었고 검출한계(LOD)는 0.04

mg/kg 이었다(Table 4).

Imidacloprid 입제 처리구에서는 최대 엽상잔류량이

38.9~96.1 mg/kg으로 분석되었으며, 7일 이후 전체적적으로

토마토잎의 잔류량이 감소하는 추세였다. Dinotefuran 입제

처리구에 비해 잔류량이 낮게 나타났으며, 꿀벌의 최고 치

사율도 44.1~72%로 낮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비교적 낮은

치사율에도 불구하고 처리 후 18일까지 42% 이상의 꿀벌

치사율이 나타나고 있었다(Fig. 3). 

Clothianidin 입제의 처리구에서는 처리 후 토마토잎에서

의 최대잔류량이 57.1~60.4 mg/kg으로 다른 시험농약에 비

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용량(0.018 g a.i./tree)과 2배량

과 4배량의 처리구에서 최대잔류량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잔류량 변화의 경향성과 유사하게 꿀벌에 대한 치사

율은 7~14일에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14일 이후

에는 치사율이 점차 감소하여 32일차에는 25%로 나타났다

(Fig. 4).

결과에서와 같이 모든 시험농약 처리구에서의 꿀벌치사율

경향성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시험농약 처리 후 7~14일에

최대치사율이 나타났으며, 그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다.

토마토잎에서의 농약 잔류량 변화도 모든 시험농약에서 유

사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시험농약의 종류와 처리량에 따

라 잎에서의 최대잔류량이 다르고 토마토잎 전체의 잔류량

과 꿀벌치사율이 일관성 있게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각 시험농약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처리했을 경우,

처리후 21일 이후에는 꿀벌치사율이 25% 이하로 나타나 엽

상잔류에 의한 꿀벌의 영향이 확연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

었다.

이와 같이 침투이행성 농약의 경우, 뿌리를 통해 잎으로

흡수 이행되어 잎표면으로 배출되면서 꿀벌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로 꿀벌을 화분매개충으로

사용하는 하우스 재배작물의 경우, 흡수이행성이 강한 농약

의 토양처리시 재배작물의 특성과 꿀벌에 대한 독성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꿀벌에 대한 안전성과 적절한 방사시기를 결

정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의 농약에 대한 꿀벌독성 연구는 급성(접촉, 섭식)독성시험

과 농약의 경엽살포 후 엽상잔류에 의한 꿀벌의 직접적인

영향을 조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유럽이나 미국에

Table 4. LOQ, LOD and recovery of test pesticides in foliage treatment

Pesticide Fortified level (mg/kg) Recovery ± SD (%) LOQ* (ng) LOD** (mg/kg)

Dinotefuran
0.4 101.5 ± 2.5

0.3 0.04
2.0 102.4 ± 2.8

Imidacloprid
0.4 97.8 ± 2.4

0.3 0.04
2.0 91.2 ± 1.4

Clothianidin
0.4 88.9 ± 2.4

0.3 0.04
2.0 90.4 ± 1.9

* LOQ (Limit of Quantification)
** LOD (Limit of Detection)

Fig. 3. Honeybee mortality and residues of imidacloprid GR in
foliage after pesticide application.

Fig. 4. Honeybee mortality and residues of clothianidin GR in
foliage after pesticid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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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꿀벌의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흡수이행에 의한 간

접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연구하는 단계에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농약에 대한 꿀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약의 특성에 맞게 꿀벌 노출경로를 다양하게 조

사하고 노출가능성이 있는 농약에 대해서는 꿀벌 독성 영향

을 장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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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꿀벌에 대한 급성독성이 강한 침투이행성 농약을 대상으로 토양처리 후 흡수이행에 의해 나타나는 꿀벌

(Apis mellifera)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고자 꿀벌 엽상잔류독성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침투이행성 농약인

dinotefuran 입제와 imidacloprid 입제 그리고 clothianidin 입제를 토마토 정식시 3가지 처리량으로 토양에 파구처리

를 하였다. 처리 후 경과시간에 따라 잎을 채취하여 잎에서의 잔류농도를 분석하였고 꿀벌에 노출시켜 꿀벌치사율을

조사하였다. Dinotefuran 입제 처리구의 꿀벌 독성은 7일 이후 꿀벌치사율이 100%로 나타났고 17일 이후 감소하였

다. Imidacloprid 입제의 경우 꿀벌 최대치사율이 44~72%로 낮았으나 그 영향은 18일까지 지속된 후 감소하였고

clothianidin 입제는 처리 후 7일에 꿀벌치사율이 100%이었으며 14일 이후 점차 감소하였다. 시험농약 처리 후 경과

시간에 따른 잎의 잔류 경향성과 각 시험농약에서 꿀벌의 치사율은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으며, 토마토의 생장이 활

발한 14일 이후에는 토마토 잎에서의 잔류량이 점차 감소하였고, 실제 사용량 처리시 21일 이후에는 엽상잔류에 의

한 꿀벌의 영향도 확연하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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