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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residual characteristics and calculate processing

factor of the environment friendly material matrine in fresh chilli pepper by drying. Spray solution of matrine

was prepared by dilution of the commercial product (2% active ingredient) with water at 1 : 1000 (v/v) ratio

and sprayed onto chilli pepper plants at seven day intervals. Samples were collected at 0, 1, 3, 5 and 7 days

after last application and then dried using a hot air dry oven at 60oC for 36 hours until the water content was

reduced to 14%. Recoveries and storage period stabilities of matrine in the samples ranged from 106.6 to

119.1% and 106.6 to 113.1%, respectively. The residual concentrations of matrine in fresh chilli pepper and

dried chilli peppers treated only once were found to be from less than 0.01 to 0.11 and from 0.03 to 0.25

mg/kg, respectively. In case of plants sprayed twice with matrine, the residual concentrations ranged from

0.02 to 0.12 and from 0.04 to 0.4 mg/kg, respectively. Processing factor of matrine in the fresh chilli pepper

by drying was found to be from 1.5 to 3.3, indicating that the residual concentration of matrine in dried chilli

pepper increased about two or three times by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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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삼(Sophora flavescens)은 한국, 일본 및 중국의 동아시

아와 시베리아 등지에서 자생하는 콩과 식물로 황달, 치루

및 화상 등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오래전부터 한약제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 고삼 뿌리에는 matrine 등의 alkaloid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살충력이 알려지면서 친환경 유

기농자재로 개발되었다. Matrine은 과거 가축에 기생하는

기생충과 구더기를 없애는데 주로 이용되었지만 현재는 깍

지벌레, 응애류, 진딧물류 등을 방제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matrine의 작용기작은 접촉을 통해 신경을 마비시키고 체내

단백질을 경화시켜 호흡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

등, 1999; 강, 2000; Yu 등, 2011; Chen 등, 2012). 

1997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농업이

친환경 농업으로 발전하게 된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며, 병해

충종합관리시스템 도입과 친환경농업 확대 등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통하여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김 등, 2011, 농촌

진흥청, 2004a; 농촌진흥청, 2004b).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에서는 민간 인증기관과 함께 농산물 중 잔류농약 등을 검

사하여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 등의 친

환경농산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지속적

으로 확대되어 2001년 4,678호의 농가와 4,556 ha의 면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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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친환경농업이 시행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143,083호의

농가와 164,289 ha의 면적에서 친환경농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2년도 전체 인증건수 중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

물 인증 수가 전체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유

기합성 농약사용이 줄어들고 있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3). 하지만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면서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한 농업보다 노동력이 더 필요해 지고 판로가 불안하며

농자재 비용이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다(이 등, 2011).

이러한 친환경농업에서 중요한 농자재가 친환경 유기농자

재인데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하지만 유기합성 농약의 등록기준 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

되어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 백 등(2013a)의 보고에 의하

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친환경 유기 농자재의 안전성 검사

를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93.3%에 달했으며, 그

중 47%가 소비자의 안전성 측면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백 등(2013b)은 친환경유기농업 인증을 받은

농작업자 140명 중 59.3%가 친환경 유기농자재 사용으로

눈가려움, 손발가려움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살

포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하였다. 반면 안(2010)은 친환경 유기농자재 사용이 인

체에는 부작용이 없고 오히려 약효가 저조하고(43%) 약해

등의 작물피해(21%)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고삼 추출물 중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

는 친환경 유기농자재인 matrine의 홍고추와 고춧가루 중

경시적 잔류변화를 조사하여 반감기를 산출하고 가공계수를

산출함으로써 친환경 유기농자재의 안전성 확보의 근거 자

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약제 및 시험작물

시험약제는 콩과 식물인 고삼(Sophora flavescens)의 대표

적인 alkaloid 화합물인 matrine이었으며, 시험작물은 홍고

추(녹광)이었다. 포장시험에 사용된 제품은 바이진 알파

(2%, (주)그린바이오텍)이었으며, 표준품(순도 99.9%)은

SIGMA-ALDRICH사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matrine의 이화학적 특성 및 구조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포장시험

시험포장은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에 위치한 시설재배

고추포장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처리구는 1회 살포구와

2회 살포구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시험약제는 1,000배 희석

하여 200 L/10a의 살포 약량으로 7일 간격으로 살포하였으

며, 최종 약제 살포 직후인 0일차부터 7일차까지 5회 시료

를 채취하였다. 또한 처리구간 완충대를 두어 교차살포에

따른 오염을 방지하였다. 고춧가루 제조용 홍고추는 실험실

로 옮겨 60oC 순환식 열풍기로 수분함량이 14% 이하가 되

도록 건조한 후 믹서기로 분쇄하여 제조하였다. 

검량선 작성

Matrine 표준품(99.9%) 20 mg을 20 mL의 acetone에 녹여

1,000 mg/L stock solution을 조제하고 이 stock solution을

acetone으로 0.05, 0.1, 0.5, 1.0, 5.0 mg/L가 되도록 희석한

다음 각각 1 µL씩을 GLC-NPD에 주입하여 얻은 chromato-

gram 상의 peak area를 기준으로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잔류농약 분석용 시료 조제

시료 10 g을 300 mL의 tall beaker에 넣고 100 mL의

methanol을 첨가하여 10,000 rpm에서 3분간 균질화하였으

며, 고춧가루의 경우는 시료 5 g에 20 mL의 증류수를 첨가

하여 1시간 방치한 후 100 mL의 methanol을 첨가하여 250

rpm에서 30분간 진탕하는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추출한 시

료는 Celite 545를 통과시켜 흡인여과 하였으며, 50 mL의

methanol로 용기 및 잔사를 씻어 앞의 여과액과 합하였다.

여과액은 4N HCl을 첨가하여 pH를 2로 조절한 100 mL의

포화식염수와 400 mL의 증류수와 합하여 분액여두로 옮기

고 100 mL의 dichloromethane을 가하여 Resipro shaker

(SR-2W, Taitec, Japan)로 250 rpm에서 10분간 진탕한 후

dichloromethane 층을 버렸다. 남아있는 물층에 4 mL의

1 M K2CO3를 가하여 pH를 10으로 조절하고 다시 50 mL의

dichloromethane을 첨가하여 Resipro shaker로 250 rpm에서

10분간 진탕하는 방법으로 2회 분배하였다. 분배액을 무수

Table 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matrine

Chemical structure Molecular weight
Melting point 

(oC)
Boiling point (oC) Solubility

248.36 83-87
223

(6 mmHg)
Soluble in ethanol, chloroform, tolu-

ene, water and benz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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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나트륨으로 탈수하여 35oC에서 감압농축 한 후 acetone

으로 재용해하여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기기분석

시료 중 matrine은 Agilent technologies 사의 7890A

GLC-NPD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HP-5 capillary column

(30 m L. × 0.25 mm I.D. × 0.25 µm film thickness)을 사용

하였다. 오븐 온도는 최초 200oC에서 1분간 유지하고 분당

10oC씩 260oC까지 승온시킨 후 7분간 유지하는 방법으로

programing하였으며, 주입구와 검출기의 온도는 각각 260과

310oC이었다. 또한 이동상의 유속은 1 mL/min이었으며

splitless 조건에서 1 µL씩 시료를 주입하여 분석하였다. 

 

회수율 시험,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회수율 시험은 무처리 시료에 검출한계의 10배와 50배 수

준의 표준용액을 3반복 처리하여 상기 분석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검출한계와 정량한계는 식 1과 2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RDA, 2012). 

저장 안정성 시험

시료를 냉동고에 저장하는 기간 중 시험약제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무처리 시료에 검출한계의 50배 수준으로

matrine을 가하여 균일하게 혼합하고 시료분석 전까지 −

20oC에서 보관한 후 상기 분석시료 조제 방법과 동일하게

분석하여 회수율을 산출하였다. 

가공계수

홍고추 중 matraine의 가공계수는 식 3과 같이 가공 전과

후의 잔류량 비로 산출하였다(KFDA, 2006, FAO, 2011). 

결과 및 고찰

검량선, 검출한계, 회수율 및 저장 안정성 시험

시료 중 잔류량을 정량하기 위한 시험농약의 표준검량선

은 표준용액을 각기 다른 농도로 5수준 조제한 후 분석기기

에 주입하여 얻은 크로마토그램상의 면적을 이용하여 작성

하였으며, 상관계수는 모두 0.9998 이상으로 직선성은 양호

하였다. 

홍고추와 건고추 중 matrine의 검출한계와 정량한계는 각

각 0.01-0.02 mg/kg과 0.03-0.07 mg/kg, 변이계수는 3% 미

만이었으며, 회수율은 각각 106.6-116.8%와 110.9-119.1%

이었다(Table 2). 농촌진흥청에서는 분석법의 적합성은 검출

한계 0.05 mg/kg 이하, 회수율 70% 이상, 변이계수 10% 이

하를 권장(RDA, 2012)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연구에 사

용된 분석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Sun 등(2010)은

오이와 토양 중 matrine의 잔류와 분해 특성을 조사하기 위

하여 회수율 시험 결과 회수율은 78.32-98.06%이었으며, 변

이계수는 3.72-7.44%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저장 안정성 시험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홍

고추와 고춧가루 중 matrine의 회수율은 106.6-113.1%로 저

장 기간 동안 시료 중 matrine은 안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홍고추 및 건고추 중 matrine의 잔류량

1회 처리구 약제 살포 후 0일차의 홍고추 중 matrine의 잔

류량은 0.11 mg/kg이었으며, 7일차 시료에서는 검출한계 미

만이었다. 또한 약제 살포 후 1, 3 및 5일차 홍고추 중

matrine의 잔류량은 각각 0.08, 0.06 및 0.04 mg/kg이었으며,

경시적으로 감소하였다. 2회 처리구의 경우 0일차 시료 중

matrine의 잔류량은 0.12 mg/kg이었으며, 1, 3, 5 및 7일차의

시료에서는 각각 0.09, 0.06, 0.05 및 0.02 mg/kg이 검출되어

1회 처리구보다 높은 잔류량을 보였다. 고춧가루 중 matrine

의 잔류량은 1회 및 2회 처리구 0일차 시료에서 각각 0.25와

0.40 mg/kg이 검출되었으며, 7일차 시료에서는 각각 0.03과

0.04 mg/kg이 검출되었다. 고춧가루 중 matrine의 경시적 잔

류량은 홍고추와 유사하였으며, 홍고추의 잔류량보다 고춧

가루의 잔류량이 증가하였다. 이는 홍고추를 열풍 건조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제거되어 잔류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

되었으며, 잔류농약 분석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검출한계
(mg/kg)

=
최소
검출량

(ng)
×

최종정용량
(mL)

×
희석배수

  (1)
시료주입량

(uL) 시료무게(g)

정량한계
(mg/kg)

= 검출한계(mg/kg) × 3.3 (2)

가공계수 =
건고추 중 matrine의 잔류량(mg/kg)

(3)
홍고추 중 matrine의 잔류량(mg/kg)

Table 2. Limits of detection (LODs), limits of quantitation (LOQs) and recoveries of matrine in fresh and dried chilli pep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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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sh 0.01 0.03
0.1 115.4 ± 1.2 1.0

0.5 107.9 ± 1.2 1.1

Dried 0.02 0.07
0.2 113.2 ± 2.1 1.8

1.0 116.8 ± 3.5 3.0

a)Standard deviation, b)Coefficient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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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등(2010)은 matrine을 7일 간격으로 3회 살포한 오이

를 경시적으로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0.13-1.2 mg/kg이 검

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박 등(2009)은 당근 포장에 azinphos-

methly 등 5종의 농약을 5일 간격으로 2회 살포한 후 수확

하여 건조 전후 당근 중 잔류농약을 분석하였으며, 농약에

특성에 따라 상이하지만 건조 후 잔류량이 건조 전 잔류량

보다 높았는데 이는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제거된 결과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1회 처리구 홍고추와 고춧가루 중 matrine

의 반감기는 2.2-2.4일이었으며, 2회 처리구의 경우 2.1-3.0

일이었다. Xiang 등(2012)은 잎담배 중 matrine의 반감기는

7.6일이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2013)는 알팔파 잎 중 함량

이 다른 4종의 matrine 반감기는 4.4-34.1일이었다고 보고하

였다. 

건조에 따른 홍고추 중 matrine의 가공계수

홍고추와 고춧가루 중 matrine의 평균 잔류량 비로 산출

한 가공계수는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1회 및 2회 처

리구에서 각각 1.50-2.27과 1.80-3.33으로 산출되었으며, 1

회 처리구 7일차 시료의 경우 홍고추에서 matrine이 검출한

계 미만으로 검출되어 가공계수를 산출할 수 없었다. 1회

처리구 7일차를 제외한 평균 가공계수는 2.28±0.70이었으며,

노 등(2012)이 보고한 홍고추 중 rotenone의 가공계수

2.38 ± 0.36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김 등(2011)은 인삼 중

difenoconazole의 가공계수 산출 연구에서 수분함량 14% 미

만의 건삼과 홍삼의 평균 가공계수는 각각 3.55 ± 1.38 및

3.17 ± 1.21이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임 등(2006)은 azoxystrobin,

fenhexamid 및 cyprodinil의 건삼 중 가공계수는 각각 2.33,

3.11 및 0.77이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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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홍고추와 고춧가루 중 친환경 유기농자재 matrine의 잔류특성을 구명하고 가공계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시

험포장에 matrine의 시판제품(유효성분 2%)을 1,000배 희석하여 조제한 살포액을 7일 간격으로 2회 살포 한 후 최종

약제 살포 당일부터 7일차까지 경시적으로 홍고추를 채취하였다. 채취한 홍고추는 60oC의 열풍건조기를 이용하여

수분함량이 14% 이하가 되도록 건조한 후 마쇄하여 고춧가루를 조제하였다. 시험작물 중 matrine의 회수율은 106.6-

119.1%이었으며, 저장 안정성 시험의 회수율은 106.6-113.1%이었다. 1회 처리구 홍고추와 고춧가루 중 matrine의 잔

류량은 각각 < 0.01-0.11과 0.03-0.25 mg/kg이었으며, 2회 처리구의 경우 0.02-0.12와 0.04-0.40 mg/kg이었다. 또한

고춧가루 중 matrine의 가공계수는 1.50-3.33으로 건조 후 잔류량은 증가하였다. 

색인어 마트린, 잔류분석, 홍고추, 건고추, 가공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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