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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report the dietary exposure to rotenone in the Korean population and children (1-18) through

consumption of lettuce and cucumber. To obtain the residue data, we analyzed using the GC-NPD and HPLC-

DAD method. Rotenone residues in samples were as follows; lettuce 0.16-1.15, cucumber < 0.001-0.006. The

average dietary intake was determined using result from the 2009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Data. The risk index (RI) was calculated using rotenone residues and dietary intakes. The

lettuce and cucumber showed the highest at 18.41%, 0.00, respectively. RI fell below 100 of %RfD showing no

risks in these vegetables. Therefore, the risk assessment on the detected rotenone was evaluated as saf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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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들어 안전한 먹을거리와 웰빙이나 웰니스와 같은 인

식들의 확산으로 인해 식생활과 건강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농산물의 생산성을 향상시

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농약의 사용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식품 오염 및 잔류라는 문제점 때문에 최근에는 친환경농업

으로 점차 대체되고 있다. 친환경유기농자재는 현재까지

1,233종의 품목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rotenone

을 이용한 제품은 8종으로 그와 관련한 제품은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Rotenone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인도 등 동남아시아에 자생하는

콩과의 덩굴성 식물인 데리스 뿌리에 존재하는 살충성분으

로(Choi 등, 2012), 예로부터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하천

이나 연못에 넣거나 화살 독성분으로 이용되어 온 물질이다.

Rotenone은 주로 곤충의 소화기관, 기문, 체표면을 통하여

살충효과를 나타낸다. 

Rotenone은 토양이나 물에서 빨리 분해되며, 반감기는

1~3일이다. 활성성분은 햇빛이 있는 상태에서 봄에는 5-6일

안에 분해되고, 여름에는 2-3일 내에 분해된다고 알려져 있

다. 이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살충력이 떨어지므로 가급

적 빨리 사용하여야 하는 자재로 알려져 있다. 채소류의 응

애류, 배추흰나비, 총채벌레류, 잎벌레류, 바구미류, 과수류

의 진딧물류, 방패벌레류 등의 병해충에 효과가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Rotenone의 작용기작은 Fe-S를 함유한

flavin mononucleotide (FMN) 전자전달계를 교란시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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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해충의 ATP 합성을 저해하는데 있다. 곤충의 미토

콘드리아 호흡연쇄과정은 ATP합성에 매우 중요하다. 미토

콘드리아 호흡과정에서 생성된 전자는 NADH에 전달되고

이는 다시 FMN을 거쳐 NADH: ubiquinone oxidoreductase

로 구성된 ubiquinone complex I에 전달되어 일련의 연쇄반

응을 통해 ATP합성에 관여한다. Rotenone은 이러한 미토콘

드리아 전자전달계의 complex I에 직접 결합하여 ATP합성

을 위한 전자흐름을 저해함으로써 살충효과를 가져온다

(Rich, 1996).

Rotenone은 천연살충제(Natural Insecticide)로서 일반농

약에 비해 독성이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 유

통되는 대다수의 친환경유기농자재가 대개 사용목적이 광범

위하고 유기성자재로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유해성분의 최

대량 등 객관적인 제시가 어려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

가 필요한 실정이다.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은 매우 적은

양으로 농산물의 1일섭취량을 고려하면 급성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농산물을 비롯한 식품은 일생 동안

섭취하기 때문에 검출빈도와 그 수준이 높아질수록 만성독

성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잔류농약이 함유된 채소류로

부터 최종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잔류농약의 특성 및

농도와 식이 섭취 양상 등을 파악하여 채소류 섭취에 따른

농약노출량 및 위해성 평가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Jang 등, 2011). 

최근에 rotenone을 투여한 동물모델에서 만성전신적 투여

(2~3mg/kg/day)를 한 결과 파킨슨병의 병리학적 특징인 흑

질선조체의 도파민계의 선택적인 퇴행 및 알파 씨누클린 응

집이 유발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파킨슨병의 임상증상인

운동저하, 심한 강직 등이 재현(Sherer 등, 2003)되어 파킨

슨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Caboni 등,

2004) 되고 있다. 

특히,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성인에 비해 체중 당 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며, 호흡량과 체용적이 더 크기 때문에

rotenone과 같은 유해물질은 아동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위해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총식이조사(Total Diet Study, TDS)

(KFDA, 2011)자료를 바탕으로 선정한 대표 농산물에 포장

시험을 통한 잔류량 분석결과, 국민건강영양조사(MHW,

2009) 원시데이터, 취약계층(아동)의 식품섭취량을 산정하

여 대표 농산물 섭취에 따른 rotenone의 노출량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 안전성 확보 연구의 기초자료로

서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시료

농산물 선정은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의 식품섭취량

조사(KFDA, 2010)와 국민건강영양조사(MHW, 2009)를 참

고로 하여 선정한 102종의 식품 중 잔류농약 함유량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공식품을 제외하고, 잔류농약 검사 부적

합 현황이 높은 식품 4종 등을 추가하여 총 74종의 대표식

품을 선택한 총식이조사(Total Diet Study, TDS) (KFDA,

2011)자료를 근거로 하여 신선채소로 직접 섭취하는 형태가

많은 상추, 오이를 선정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상추 품종은

적치마, 오이 품종은 백다다기였다.

시약 및 기기

Rotenone 표준품은 무진촌(DoANY, Korea)제품을 사용하

였다. 추출 및 정제 용매는 acetone, dichloromethane,

hexane (SK Chemicals, Korea)을 사용하였다. 분석기기는

HPLC/DAD(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

Diode Array Detector)로 1100/1200 series (Agilent, USA)

를 사용하였다.

포장시험 

충북 청원군 북이면에 위치한 시설재배 단지에서 수행하

였으며, 시약을 1,000배 희석하여 7일 간격으로 1회 및 2회

살포하고 최종 약제 살포 후 0, 1, 3, 5, 7일차에 시료를 채

취하였다.

실험방법

시료는 식품공전의 식품 중 농약잔류시험법(KFDA,

2011)에 따라 처리하여 가식부를 시험부위로 하였다. 시료

정제는 florisil column chromatography의 방법으로 하였으

며 HPLC/DA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기분석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위해성평가 방법

소비자들의 상추, 오이 섭취에 따른 rotenone의 위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결정론적 방법으로 노출량을 산출하고 위해

도를 평가하였다. 위해성평가는 Codex규정집(Codex, 2007)

과 식품위생법 시행령(KFDA, 2009)에 따라 위험성확인, 위

험성결정, 노출평가, 위해도결정의 과정으로 구체화하여 수

행하였으며, 위해성 평가를 위한 의도적 첨가이므로 rotenone

의 총 인체 노출량은 해당 농산물 이외에 기타 농산물 및

Table 1. Analytical conditions of HPLC/DAD

Instrument Agilent 1100/1200 series

Column SupelcosilTMLC-18DB250 mmL.×4.6 mmI.D.

Wavelenth 300 nm

Mobile phase Acetonitrile:Water (50 : 50, v/v)

Flow rate 1 mL/min

Injection Vol. 20 µ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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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오는 노출요인은 고려하지 않았다. 상추, 오이 섭

취량은 국민건강영양조사(MHW, 2009) 자료를 활용하여

SPSS 17.0과 Excel 2007프로그램으로 전 국민 평균과 18세

미만 아동들의 평균섭취량과 섭취자군 평균량을 각각 산출

하였다. Rotenone 오염도는 잔류성 시험결과를 토대로 하였

으며, upper bound 평균량과 lower bound 평균량 두 가지로

산출하였다. 평균체중은 농산물 중 잔류농약 기준설정을 위

한 위해평가 시 적용되는 55 kg을 적용하였으며, 18세 미만

아동들의 평균체중은 국민건강영양조사(MHW, 2009)자료

를 활용하여 적용하였다. 노출평가에 사용된 수식은 1일 추

정섭취량(Estimated Daily Intake, EDI)이며, 이를 위하여

각 식품에서 검출된 잔류량(µg/kg) 평균값에 해당 식품의 1

일 섭취량(g/day)을 곱하고 한국인의 평균체중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Rotenone 노출량(EDI)을 EPA의 기준용량(Re-

ference Dose, RfD)으로 나누어 위해도(Risk Index)를 구하

였고, 수식은 다음과 같다.

위해도 산출을 위한 Rotenone의 RfD는 Table 2와 같다.

결과 및 고찰

상추, 오이의 rotenone 잔류 모니터링

상추, 오이의 rotenone 오염도를 확인하기 위해 잔류성 시

험결과를 토대로 하였으며, upper bound(UB) 적용 시 평균

0.00~0.68 mg/kg 이었으며, lower bound(LB) 적용 시 평균

0.00~0.45 mg/kg이었다(Table 3).

아동 및 전체국민의 상추, 오이 섭취량

국민건강영양조사(MHW, 2009) 2차 식품코드를 이용하

여 아동 및 전체국민의 상추, 오이 섭취량은 Table 4와 같다.

잔류물질 섭취량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섭취 허용 기

준치를 마련하는데 있어 전체 집단의 평균에 근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잔류물질의 함유량이 높은 식품을 과다

하게 섭취하는 극단섭취자의 경우에는 특히 과량의 잔류물

질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섭취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 및 전체

국민의 상추, 오이 섭취량의 평균 및 극단섭취자의 섭취량

을 이용하였다. 극단섭취자 수준은 각 농산물의 섭취량에서

95th percentile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18세 미만 아동의 평균체중

국민건강영양조사(MHW, 2009)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18세미만 아동의 평균체중은 Table 5와 같다.

농산물에 의한 rotenone EDI (µg/kg·bw/day) =

농산물의 rotenone 잔류량(µg/kg) ×
전체인구의 식품섭취량(g/day)

한국인의 평균체중(kg·bw)

위해도(Risk Index) =  

1일 추정섭취량(Estimated Daily Intake, EDI) × 100

기준용량(Reference Dose, RfD)

Table 2. RfD values for risk index to rotenone
(Unit: mg/kg/day)

Environmental-friendly Organic Materials RfD

Rotenone 0.0004

Table 3. Residues of rotenone in the test crops

Commodity
Mean1)

Mean UB LB

Lettuce 0.57 ± 0.31 0.68 0.45

Cucumber 0.00 ± 0.00 0.00 0.00

1) Mean ± SD, mg/kg 

Table 4. Daily intake of Vegetables                                                                                                                                              (Unit: g/day)

Commodity Age
Whole population The only consumer

Mean Mean 95th precentile

Lettuce

1-2 0.07 10.13 11.97

3-5 0.61 11.18 21.33

6-11 2.12 27.82 82.05

12-18 3.00 33.50 77.05

Korean population 5.96 43.92 127.00

Cucumber

1-2 0.82 8.22 32.72

3-5 2.50 12.40 51.04

6-11 4.51 20.28 54.45

12-18 5.03 26.56 66.99

Korean population 8.43 39.72 1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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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평가

Rotenone에 대한 위해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

하여 잔류농약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노출평가를 실시하였

다. 노출평가는 결정론적 방법인 점 추정(Point Estimate)을

이용하여 농산물의 잔류량, 식품섭취량, 95th percentile 극단

섭취량, 체중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였다. 노출시나리오 첫

번째 구성은, 국민건강영양조사(MHW, 2009) 전체 국민의

1인 1일 평균섭취량을 이용하여 평균적으로 잔류(Upper

Bound and Lower Bound)된 농산물을 섭취한다고 가정하였

으며, 노출시나리오 두 번째 구성은 실제 섭취자들의 1인 1

일 평균섭취량과 극단섭취량을 이용하여, 평균적으로 잔류

된 농산물을 섭취한다고 가정하였다(Table 6).

위해도결정

위해도는 RfD와 rotenone의 EDI의 비(Ratio)를 통해 결

정할 수 있다. 만약 이 값이 100보다 크면 클수록 일일 허용

가능 rotenone섭취량을 많이 초과하는 것이므로 위해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100보다 작을수록 위해가능성이 적은 것

으로 판정할 수 있다. 노출시나리오에 의해 결정된 위해도

는 Table 7과 같다.

Table 5. Body weights by ages for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years                                                                                   (Unit: kg)

Age Mean

1~2 13.67

3~5 18.06

6~11 32.59

12~18 56.52

Table 6. Result of exposure assessment to rotenone in lettuce and cucumber

(Unit: µg/kg bw/day)

Commodity Age
Whole population EDI 

The only consumer EDI 

Mean 95th precentile

UB LB UB LB UB LB

Lettuce

1~2 0.00 0.00 0.50 0.33 0.60 0.39

3~5 0.02 0.02 0.42 0.28 0.80 0.53

6~11 0.04 0.03 0.58 0.38 1.71 1.13

12~18 0.04 0.02 0.40 0.27 0.93 0.61

Korean population 0.07 0.05 0.54 0.36 1.57 1.04

Cucumber

1~2 0.00 0.00 0.00 0.00 0.00 0.00

3~5 0.00 0.00 0.00 0.00 0.00 0.00

6~11 0.00 0.00 0.00 0.00 0.00 0.00

12~18 0.00 0.00 0.00 0.00 0.00 0.00

Korean population 0.00 0.00 0.00 0.00 0.00 0.00

Table 7. Result of risk index to rotenone in lettuce and cucumber

Commodity Age
Whole population risk index 

The only consumer risk index 

Mean 95thprecentile

UB LB UB LB UB LB

Lettuce

1~2 0.93 0.61 125.98 83.37 148.81 98.48

3~5 5.78 3.83 105.20 69.62 200.78 132.87

6~11 11.04 7.30 145.12 96.03 428.00 283.23

12~18 9.03 5.97 100.76 66.68 231.75 153.36

Korean population 18.41 12.19 135.74 89.83 392.55 259.77

Cucumber

1~2 0.00 0.00 0.00 0.00 0.00 0.00

3~5 0.00 0.00 0.00 0.00 0.00 0.00

6~11 0.00 0.00 0.00 0.00 0.00 0.00

12~18 0.00 0.00 0.00 0.00 0.00 0.00

Korean population 0.00 0.00 0.00 0.0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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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인구집단에서 평균오염도의 상추, 오이 섭취를 통한

rotenone 위해도는 UB의 경우 0.00~18.41%이었고, LB의

경우 0.00~12.19%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산출된 rotenone의 노출량은 24시간회상법에 의한 식

품섭취량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어, 극단섭취집단의 경우

실제의 노출량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다. 특히, 24시간 회상

법에 의한 식품 소비자료에 기초한 1일 식품섭취량은 긴 기

간(일생)동안 평균적으로 섭취한 식품의 1일 소비량보다 높

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식이섭취량 적용에 가공계

수를 적용하지 않아 본 위해평가 결과는 잔류농약 농도와

식품 섭취량 산출에 있어 약간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극

단섭취집단 또는 섭취하는 인구집단만의 노출평가는

rotenone에 오염된 식품을 극단섭취집단 또는 실제 섭취하

는 인구집단이 일상적으로 섭취했을 때의 노출평가로서 실

제생활에서 흔히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여 반영한 것

으로, 노출평가 값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전체인구집단에 대한 상추, 오이를 섭취한 위해평가결과

는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잔류농약에 대한 막연한 우

려를 가진 소비자들을 위하여 앞으로도 보다 강화된 감시활

동을 통해 안전성을 더욱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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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표 농산물 섭취에 따른 친환경유기농자재 rotenone의 노출량 위해성 평가를 위하여 총식이조사(Total

Diet Study, TDS)자료를 바탕으로 선정한 대표 농산물인 상추 및 오이에 포장시험을 통한 잔류량을 분석하였다. 상

추, 오이의 rotenone 오염도를 확인하기 위해 잔류성 시험결과를 토대로 rotenone의 잔류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upper bound (UB) 적용 시 평균 0.00~0.68 mg/kg 이었으며, lower bound (LB) 적용 시 평균 0.00~0.45 mg/kg이었다.

전체인구집단에서 평균오염도의 상추, 오이 섭취를 통한 rotenone 위해도는 UB의 경우 0.00~18.41%이었고, LB의

경우 0.00~12.19%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색인어 친환경유기농자재, 로테논, 위해도, 위해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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