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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essment for operator’s dermal and inhalation exposure to acetamiprid during cultivation of

water melon in greenhouse was carried out. For dermal exposure measurement, whole body dosimetry

(WBD) was performed as the first trial in Korea. WBD consists of cotton/polyester outer clothes and cotton

inner clothes. Hand exposure was measured by washing of nitrile gloves and hands while head exposure was

monitored by face/neck wipe technique. Inhalation exposure was monitored with personal air sampling pumps

and IOM sampler (glass fiber filter). Analytical limit of quantitation was 2.5 ng/mL. Good reproducibility

(C.V < 8.7%), linearity (R2 > 0.99) and recovery (70~119%) were obtained. Field recovery of acetamiprid was

77~95%. During mixing/loading, hand exposure of acetamiprid was about 10 times (229.7 µg) more than that

of application case (20.9 µg). During application, total dermal exposure was 1207.4 µg. Exposure of lower

legs was 1132.1 µg, which is 93.8% of the total dermal exposure. Inhalation exposure during mixing/loading

and application was not detected. Margin of safety (MOS) was calculated for risk assessment using male

Korean average body weight (70 kg) and acceptable operator exposure level (124 µg/kg/day) to give 140,

suggesting that health risk of operator during treatment of acetamiprid for water melon in greenhouse could

be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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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Acetamiprid는 neonicotinoid계 살충제로 귤, 고추, 사과,

수박 등의 작물에 등록되어 있으며 진딧물, 굴나방, 매미 등

의 해충의 신경계에 작용한다(KCPAa, 2014). 수컷 쥐에서

의 반수치사량(LD50)은 경구 투여 시 217 mg/kg, 피부도포

시 2000 mg/kg 이상, 호흡반수치사량(LC50)은 4시간 기준으

로 0.29 mg/L 이상으로 보고되어 있다(Tomlin, 2009). 상대적

으로 낮은 독성과 만성 독성을 보이고 있으며, 신경독성, 변

이원성, 내분비에 대한 독성 역시 밝혀진 바가 없다(Marin

et al., 2004). 이와 같은 acetamiprid가 사용되는 수박은 우

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이 20 kg에 이를 정도로 기

호도가 높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수박을 가장 많이 생산하

는 나라에 속한다(RDA and Korea Fruit Growers Associa-

tion, 2013). 수박 생산은 대부분 시설재배로 이루어지는데,

2013년 수박 시설재배면적 비율은 82.6%에 달했으며, 전체

생산량 672,914톤 중에서 시설 재배생산량은 576,021톤으

로 85% 이상이었다(Statistics Korea, 2013). 2013년 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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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은 19,061톤에 달했으며(KCPAb, 2014) 작물 생산에서

시설재배는 밀폐된 공간이라는 면에서 농약 노출량이 야외

포장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Nuyttens

et al., 2009), 현재 수박에 등록된 농약은 148종이다(MFDS,

2014). 따라서 수박의 시설재배 시 농작업자의 농약 조제 및

살포 시 노출의 정량적 측정 및 위해 평가는 시설재배 상황

에서 농약의 안전 사용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농작업자의 피부노출량 측정은 전통적으로 patch (pad)를

사용해왔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patch법이 농촌진흥청 고시

로 되어있고, 국내의 노출 연구(Kim et al., 2011; Kim et

al., 2012; Kang et al., 2004)의 대부분도 이 방법을 사용하

였다. Patch법은 사용하기 간단하고 편리하며 경제적이나,

작은 면적의 patch에 묻은 농약의 양을 부위별 체표면적을

로 외삽 하는 과정에서 과대 혹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크

고(Franklin et al., 1981; Fenske, 1990), patch의 재질이 실

제 농약 살포시 입는 작업복과 재질이 달라 농약을 흡착하

는 능력이 다르다는 단점이 있었다(Niven et al., 1993;

Tannahill et al., 1996).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전신노

출법(Whole Body Dosimetry; WBD)(Chester 1993; Machera

et al., 2003; Fenske, 1993; OECD, 1997)(Fig. 1)이 사용되

어 왔는데, 이 방법은 patch법에서 작은 patch를 신체 부위

별로 부착하는 대신에 전신작업복 및 내복을 입고 농약의

조제/살포를 수행한 후에 전신의복들을 추출, 분석하기 때문

에 patch법 보다는 비경제적이고 복잡하고 시간과 노력 및

용매가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노출량

을 외삽 하는 과정이 필요 없으므로 현실적인 노출량을 직

접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Castro Cano et al., 2000;

Machera et al., 2003; Hughes et al., 2006; Hughes et al.,

2008).

농작업자의 호흡노출량 측정은 일반적으로 고체 흡착제

(XAD-2 resin)를 air pump에 연결하여 이용하였는데(Farewell

et al., 1977; Johnson et al., 1977; Lewis and Jackson,

1982; Billing and Bidleman, 1983; Williams et al., 1986;

Leidy and Wright, 1991; Wright et al., 1993; Lu and

Fenske, 1998; Machera et al., 2003; Byoun et al., 2005;

Choi et al., 2006; Farahat et al., 2010; Kim et al., 2012),

이 방법은 흡착제 유리관을 절단하는 불편함이 있고, glass

fiber filter와 병행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Kim et al.,

2012; Choi et al., 2013). 근래에는 다루기에 편리하고 공기

흡입량이 2 L/min 이상 가능한 IOM sampler (glass fiber

filter) 사용하였다(Grobkopf et al., 2013).

본 연구는 농작업자의 농약 피부노출 측정에 있어서 전통

적이고 일반적인 patch법을 지양하고 국내 최초로 WBD법

을 확립하여 이용하였고, 호흡노출 측정에서도 고체 흡착제

사용을 탈피해서 최근의 IOM sampler (glass fiber filter)를

사용하여, 농작업자의 농약 노출 평가에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도록 하였다. 노출 평가 시 사용되는 분석 방법의 유효

성을 검증하였고, 대상 작물인 수박의 시설재배 시 농작업

자에 대한 acetamiprid 수화제의 살포액 조제 시 농작업자의

손 노출과 호흡 노출을 측정하였다. 살포 시에는 몸의 각 부

위 노출과 손, 호흡 노출을 측정하여 작업자의 노출 양상을

파악하고 위해성 평가를 통해 살포 작업의 안전성을 확인하

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시약 

Acetamiprid 표준품(99.9%)은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고, 유기용매는 HPLC급 acetonitrile,

methanol (Fisher Scientific, USA)을 사용하였다. Acetamiprid

수화제(어택트, 8%, 한얼싸이언스)는 시중 농약상에서 구입

하였다. 피부노출 측정용으로 작업복(35% Polyester/65%

Cotton)은 유니세븐사 제품, 내복(100% Cotton, Korea)은

트라이사 제품, 거즈(10 × 10 cm)는 국제사 제품, nitrile장갑

(Sol-vex® 237-676)은 Ansell사(Malaysia), 호흡노출 측정용

으로 glass fiber filter (25 mm)는 SKC사(Eighty Four, PA,

USA) 제품을 사용하였다. Syringe filter (PTFE 0.2 µm,

17844K)는 Sartorius사(Germany)제품을 사용하였다. 손, 장

갑 노출 측정용 세제액은 Aerosol OT-75 세제(재규화학사)

를 0.01%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작업자의 보호용 마스크

(P/N 9322K)는 3M사 제품을 사용하였다, 

기구 및 기기

개인용 공기펌프(Gilair-3)는 Gilian사(Sensidyne, USA)제

품, IOM sampler (225.70A)는 SKC사(Eighty Four, PA,

USA)제품, 작업복 및 내복 절단용 가위(SSI800)는 Sansei사

(Korea)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작업복 및 내복 추출용 1000

mL bottle (P/N 2114-0032) 및 거즈 추출용 125 mL bottle

Fig. 1. Patch method (A) and whole body dosimetry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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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 2114-0006)은 Nalgene사(USA) 제품, glass fiber filter

추출용으로 Sarstedt사(Germany)의 15 mL tube를 사용하였

다. 진탕추출은 Shaker (SR-2w, Taitech, Japan)를 이용하였

으며 노출 시험 시 기상 측정은 Kestrel® 4500 (Nielsen-

kellerman, USA)을 사용하였다. 노출 시료 중 acetamiprid의

분석은 LC-MS/MS (Shimadzu, Japan)를 사용하였다(Table 1).

분석법 검증

정량한계(LOQ; Limit of Quantitaton) 측정

분석기기의 LOQ는 matrix matched 표준용액 1.25, 2.5,

5, 10, 25, 50 ng/mL를 2 µL씩 LC-MS/MS에 주입하여 피크

의 S/N, 감도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용매표준용액의 제조 

Acetamiprid 99.9% 표준품 10.1 mg을 정확하게 칭량하여

acetonitrile 10 mL에 용해하여 1000 µg/mL이 되도록 stock

solution을 조제하였고, 이 stock solution 1 mL를 취하여

acetonitrile로 희석하여 100 µg/mL working solution을 조제

하였다. 이 working solution을 acetonitrile을 이용하여 단계

적으로 희석하여 1.0, 0.5, 0.25, 0.1, 0.05, 0.025, 0.01,

0.005 및 0.0025 µg/mL의 용매 표준용액을 조제하였다. 

회수율 측정용 matrix matched 표준용액의 제조 및 직선

성(Linearity) 검증

크기가 30 × 30 cm 크기로 자른 작업복 및 내복, 거즈(세

척액 4 mL 첨가), glass fiber filter를 용기에 넣고 용매로 1

시간 진탕 추출한 다음(Table 2) PTFE 재질의 filter로 이물

질을 걸러낸 후 추출액 500 µL와 용매표준용액 500 µL를

혼합하여 농도가 각각 0.5, 0.25, 0.125, 0.05, 0.025, 0.0125,

0.005, 0.0025 및 0.00125 µg/mL로 되는 matrix matched 표

준용액을 조제하였다. 장갑 및 손은 세제액으로 세척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조제한 matrix matched 표준용

액 2 µL를 LC-MS/MS에 주입, 분석하여 각 시료별 검량선

의 직선성을 측정하였다.

포장 노출 시료 측정용 matrix matched 표준용액의 제조 

및 직선성(Linearity) 검증

작업복 및 내복의 상박, 하박, 몸통, 엉덩이, 허벅지, 정강

이, 거즈(세척액 4 mL 첨가), glass fiber filter를 용기에 넣

고 용매로 1시간 진탕 추출한 다음(Table 3) PTFE 재질의

filter로 이물질을 걸러낸 후 추출액 500 µL와 용매표준용액

500 µL를 혼합하여 농도가 각각 0.5, 0.25, 0.125, 0.05,

0.025, 0.0125, 0.005, 0.0025 및 0.00125 mg/L로 되는

matrix matched 표준용액을 조제하였다. 장갑 및 손은 세제

액으로 세척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조제한

Table 1. LC-MS/MS condition for the analysis of the acetamiprid

Instrument LC-MS/MS 8040, Shimadzu, Japan

Column Kinetex, C18, 100 × 2.1 mm, 2.6 µm

Mobile phase
A : 0.1% Formic acid in D.W
B : 0.1% Formic acid in ACN

Time Isocratic (A : B 50 : 50) : 3 min

Flow rate 0.2 mL/min

Injection volume 2 µL

MS-ESI

DL temperature : 250oC
Nebulizing gas : 3 L/min 
Heat block temperature : 400oC
Drying gas : 15 L/min

SRM condition

MW Presursor Ion (m/z) Product Ion (m/z) Q1 (V) CE (V) Q3 (V)

222.7 223.1
126.05

-11.0
-19.0 -23.0

56.05 -16.0 -21.0

Table 2. Extraction of exposure matrices for recovery test

Matrix Solvent Solvent volume (mL) bottle size (mL)

Outer clothes cut (size: 30 × 30 cm)

Methanol

500 1000

Inner clothes cut (size: 30 × 30 cm) 300 1000

Gauze 100 125

Glass fiber filter 10 15

Glove
0.01% Aerosol OT-75 in water

1000 1000

Hand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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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matched 표준용액 2 µL를 LC-MS/MS에 주입, 분석

하여 각 시료별 검량선의 직선성을 측정하였다.

분석의 재현성(Reproducibility) 측정

회수율 측정용 matrix matched 표준용액 1LOQ (2.5 ng/

mL), 10LOQ (25 ng/mL)를 LC-MS/MS에 각각 2 µL씩 연

속적으로 6번 주입하여 분석한 다음 크로마토그램상의 머무

름 시간(tr), peak의 면적 값을 비교 검토하였다.

회수율(Recovery) 및 포장 회수율(Field Recovery) 측정 

회수율 측정을 위해서 30 × 30 cm 크기로 자른 작업복 및

내복(Castro Cano et al., 2000; Tsakirakis et al., 2011), 거

즈(세척액 4 mL 첨가), glass fiber filter에 acetamiprid 표준

용액을 1LOQ (2.5 ng/mL), 10LOQ (25 ng/mL), 100LOQ

(250 ng/mL)가 되도록 처리하고 용기에 담고 용매 및 세제액

으로 1시간 진탕 추출 한 다음(Table 2) PTFE 재질의 filter로

이물질을 걸러낸 후 LC-MS/MS에 2 µL를 주입하여 분석하

였다(3반복). 장갑 세척액, 손 세척액은 용매 추출 없이 직접

분석하였다. 포장 회수율은 위 회수율 과정과 동일하게 하되,

100LOQ 수준으로 표준용액을 처리하고, 표준용액 처리 후

작업복은 그대로, 내복은 같은 크기의 작업복으로 위를 덮고

포장 조건에서 노출 시험 시간 동안 방치하였다. Glass fiber

filter는 air pump와 연결하여 포장조건과 동일하게 작동시킨

후 수거하였다. 모든 포장회수율 시료는 분석하기 전까지 냉

동보관(−20oC)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출, 분석하였다.

시험 장소, 살포자 정보 및 기상 상태 

수박 재배 비닐하우스는 길이 95 m ×너비 5 m로 양쪽 비

닐하우스의 창과 앞쪽 출입문은 열려있는 상태로 실험을 진

행하였다. 비닐하우스 2개동을 1반복으로 반복 당 살포 면

적은 950 m2이었다. 작물간의 간격은 매우 조밀했으며, 작

물의 너비는 15 cm, 높이는 25 cm이었다. 살포자는 경력 17

년인 비닐하우스 농업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신장 177 cm, 체

중 79 kg으로 성인 남성이었다. 포장시험 시 기온은 28.2~

30.7oC이었으며, 습도는 70.9%~80.6%였다. 살포 시험하는

동안 바람은 불지 않았다(Table 4). 

농약 살포액 조제 시 손 노출 및 호흡 노출량 측정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 시 마스크(3M, P/N 9322K)

를 착용하였다. 조제 시 손 노출량 측정을 위하여 시험 전

오염이 없도록 손을 깨끗하게 씻었으며, nitrile 장갑을 착용

한 다음, 물 120 L에 수화제(8%) 60 g을 넣고 막대기를 이

용하여 저어서 약이 잘 풀리도록 하였으며, 본 시험을 3반

복 수행하였다. 조제 종료 후 0.01% 세제액을 이용하여

500 mL씩 2회 장갑을 세척하여 수집하였다(Fig. 2). 작업

자의 손 역시 장갑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척하여 손 세척액

을 수거하여 1 L bottle에 넣은 후, 분석하기 전까지 냉동보

관(−20oC)하였다.

Table 3. Extraction of exposure matrices from field

Matrix Solvent Solvent volume (mL) Bottle size (mL)

Outer clothes

Upper arm

Methanol

500 1000
Forearm

Thigh

Lower leg

Torso
800 2000

Hip

Inner clothes

Upper arm

300

1000

Forearm

Thigh

Lower leg

Torso
600

Hip

Gauze 100 125

Glass fiber filter 10 15

Gloves
0.01% Aerosol OT-75 in water 1000

Hand

Fig. 2. Washing of gloves and h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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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노출 측정은 IOM sampler에 glass fiber filter를 장

착하고 최대한 입 및 코 가까이 있도록 클립을 이용하여 어

깨에 고정시킨 후 공기펌프를 이용하여 2 L/min으로 유량으

로 포집하였으며, 시험 종료 후 glass fiber filter를 수거하여

지퍼백에 넣은 후, 분석하기 전까지 냉동보관(−20oC)하였다.

농약 살포시 손, 피부 노출 및 호흡 노출량 측정 

피부 노출 측정을 위한 작업복과 내복은 모두 시험 전에

세척하여 분석 시 방해 물질을 최소화하였다. 작업자는 작

업복과 내복을 착용하고 살포액 120 L를 비닐하우스 2개의

동에 평소 살포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력분무기를

이용하여 12~16분 동안 살포하였다(Table 4). 비닐하우스는

옆 창문은 모두 열려있는 상태였으며, 살포자의 약제 살포

진행방향은 앞으로 걸어가면서 허리 높이에서 왼쪽 손으로

줄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약제를 살포하였다. 작물의

높이가 살포자의 정강이 높이 이하로서 살포기의 방향은 모

두 아래를 향했으며, 살포 시 살포자의 정강이 부분에 직접

적인 접촉이 예상되었다. 살포 종료 후 작업자의 장갑 및 손

세척, 호흡 노출 측정용 glass fiber filter 수거는 살포액 조

제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살포자의 장갑, 손 세

척 및 glass fiber filter의 수거가 완료되면, 작업복과 내복을

좌우 상박, 하박, 허벅지, 정강이, 가슴/배, 등, 엉덩이 총 11

부위로 절단하였다. 머리 노출량 측정을 위하여 시험 종료

후 손 세척액과 동일한 세제액 4 mL를 거즈에 고르게 묻혀

2회에 걸쳐 작업자의 얼굴과 목을 닦아서 수집하였다. 이상

의 노출 시료들은 각각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서 지퍼백에

넣은 후, 분석하기 전까지 냉동보관(−20oC)하였다. 

 

노출 시료 분석 및 노출량 계산 

작업복 각 부위, 내복 각 부위, 거즈, 필터를 추출 용기에

담고 용매로 추출, 분석하였으며(Table 3), 장갑 세척액 및

손 세척액은 직접 분석하였다. 노출량은 분석 농도(ng/mL)

와 각각의 시료별 추출용매량을 곱하여 산출(µg)하였다. 머

리 노출량은 얼굴과 목을 거즈로 채취한 결과 값의 두 배로

산정하였다(Grobkopf et al., 2013). 호흡 노출량은 분석 값

을 공기펌프 유속 120 L/hr으로 나누어 단위시간당 호흡 노

출 강도를 산출한 뒤 작업별 호흡속도(Kim et al., 2011)를

곱하여 호흡노출량을 구하였다.

위해성 평가 

살포 시 피부 및 호흡 노출 측정 결과에 따른 농약의 위해

성 평가는 Hughes et al. (2008)의 margin of safety (MOS)

수식을 변형하여 산출하였다.

(AE; Acceptable exposure, ADE; Actual dermal

exposure, AF; Absorption factor, PIE; Potential inhalation

exposure, SF; safe factor)

결과 및 고찰

LOQ 설정 및 matrix matched 표준용액 직선성 확인 

정량한계(LOQ)는 acetamiprid를 신뢰성 있게 정량할 수

있는 크로마토그램 상 최소량을 의미하며, 7가지 농도(1.25,

2.5, 5, 12.5, 25, 50, 125 ng/mL)의 matrix matched 표준용

액을 분석하여 2.5 ng/mL를 LOQ으로 설정하였으며 충분히

좋은 감도로 판단되었다. 각 노출 시료별 matrix matched

표준용액 검량선의 직선성은 R2 > 0.99으로 정량성이 보장

된 정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기기의 재현성 

재현성 시험은 기기의 분석 안정성을 검증 하는데, 각 노

출 시료별 matrix matched 표준용액을 1LOQ (2.5 ng/mL)

및 10LOQ (25 ng/mL) 두 수준을 6번 반복 분석한 결과 머

MOS =
AE

× SF
(ADE × AF) + PIE

Table 4. Application data, field conditions and meteorological
conditions

Trial. 1 Trial. 2 Trial. 3

Operator 1 male farmer

Years of experience 17

Sex Male

Height (cm) 177

Weight (kg) 79

Application

Type of spray application Power sprayer

Boom length (m) 1.5 1.5 1.5

Application time (min) 16 12 13

Nozzle size Small Small Small

Product (Acetamiprid)

Applied active ingredient (a.i, g) 4.8 4.8 4.9

Spray volumn (L) 120 120 120

Field

Area (m2) 950 950 950

Crop age (years) 0.5 0.5 0.5

Crop growth stage Before blossom stage

Crop height (cm) 25 25 25

Row distance Very density

Climate

Temperature (oC) 30.7 29.3 28.2

Relative humidity (%) 70.9 78.6 80.6

Wind speed (m/sec) 0 0 0

Precipitation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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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름 시간(tr), peak의 면적 값의 C.V가 9% 미만으로서 분

석의 재현성/안정성을 확보하여, 기기가 안정적이고 재현성

있는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Table 5).

노출 시료별 회수율 및 포장회수율 

각각의 노출 시료에 acetamiprid 표준용액을 1LOQ (2.5

ng/mL), 10LOQ (25 ng/mL), 100LOQ (250 ng/mL)가 되도

록 처리하고 추출, 회수율을 측정한 결과 70~119% 및 C.V

가 6% 이하로 노출 측정 사용에 문제없음을 확인하였다. 또

한 포장 회수율은 포장 시험하는 동안 기후 상황에 의한 포

집 농약의 분해 및 시험실까지 운반 도중의 분해 소실 양상

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Castro Cano et al., 2000; Machera

et al., 2003)하며, 실제 실험하는 포장에서 acetamiprid 표준

용액을 100LOQ (250 ng/mL)가 되도록 각 시료에 처리하고

포장 상황에 방치한 다음 추출, 분석하였다. 손 세척액, 장

갑 세척액, 거즈는 포장조건에서 방치하지 않고 시료 수거

즉시 냉장 보관하여 추출, 분석하였다. 포장회수율 분석 결

과 77~95%의 포장회수율 및 C.V는 5% 이하로 포장시험이

진행 및 실험실까지의 이동과정 중 소실 우려는 없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Fig. 3).

조제 및 살포 시 손 노출량과 호흡노출량 

Nitrile 장갑에서의 acetamiprid 노출량은 조제 시 평균

229.7 µg, 살포시 평균 20.9 µg으로 측정되었다. 장갑 속 손

의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조제 및 살포시 모두 acetamipird

가 검출되지 않았다(Table 6). 동일한 약제 및 제형을 사용

한 Kim et al. (2013)은 면장갑 사용하여 조제 시 노출량 측

정결과 최소 33 µg, 최대 1,132 µg이었고 이 때, 살포액 제

조 물량이 1,000 L인 점을 감안하여 비교하면 nitrile 장갑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살포 시 노출량은 조제 시 노출량에

비하여 10배 가량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살포액 조제 시에

는 농약 봉지를 뜯는 과정 및 물에 잘 풀어지도록 막대로

젓는 과정에서 노출이 많아진 것으로 판단하며, 살포할 때

는 60 cm 길이의 약대 끝을 잡고 아래를 향하여 살포하므로

조제 시 보다 노출량이 적게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노출량을 시간당 노출 부피(mL/h)로 비교해 보았을 때 살

포 환경이 비슷한 연구인 Hughes et al. (2008)의 연구에서

브로콜리 시설재배에서 60 cm 길이의 약대를 사용하여 면

장갑을 끼고 손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조제 시 282 mL/h

및 살포 시 8.0 mL/h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조제 시 147.7

mL/h, 살포 시 2.34 mL/h로 포장 상황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Tsakirakis et al. (2011, 2014)에서는

본 연구와 동일한 nitrile장갑을 겉에 착용하고 손에 면장갑

을 착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손 세척 법에서의

농약 노출량 손실 방지면에서 그리고 작업자의 안전면에서

보아 긍정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호흡 노출은 피부 노출과는 다르게 노출량 100%가 몸에

Table 5. Reproducibility of analysis

Treated level
C.Va)

Outer clothes Inner clothes Gloves Hand Gauze glass fiber filter

1LOQ
Area 4.00 3.93 2.89 8.73 2.66 2.49

tr 0.20 0.11 0.10 0.15 0.18 0.12

10 LOQ
Area 4.22 2.69 6.39 5.86 2.28 2.55

tr 0.07 0.13 0.48 0.11 0.15 0.17

 a)C.V (Coefficient of variation, %) = Standard deviation / Average × 100

Fig. 3. Recovery of acetamiprid from WBD, gloves, hand,
gauze, and glass fiber filter.

Table 6. Hand and inhalation exposure levels

Gloves Hands Penetration Inhalation 

Mixing/loading
229.7 µg

NDa) 0% NDa) 
147.7 mL/h 

Application
20.9 µg 

NDa) 0% NDa) 
2.34 mL/h

a) ND: Not dec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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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되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Fenske and Day JR, 2005;

Franklin and Worgan, 2005) 시설 재배와 실내와 같은 밀폐

된 공간에서의 농약 살포 시에 호흡 노출 측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 호흡 노출량은 조제 및 살포시 모두 검

출되지 않았다(Table 6). 살포 시 바람이 불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호흡 노출량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살포 시 피부 노출량

살포 시 피부 노출량은 작업복 및 내복의 부위별로 분석

한 결과, 작업복 평균 1150.7 µg, 내복 35.8 µg이 검출되었

다. 작업복의 경우, 정강이가 1099.8 µg으로 가장 높은 노출

량을 보였으며, 엉덩이 16.3 µg, 하박 14.2 µg 순으로 노출

이 되었고 내복 부위별 노출량은 정강이 32.3 µg, 오른쪽하

박 2.5 µg, 엉덩이 1.0 µg으로 노출량을 보였다. 전체 노출량

의 부위별 노출비율을 살펴보면(Table 7) 머리 및 왼쪽 상박

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예상대로 하반신의 노출이 대

부분(95.7%)이었고, 정강이 부분이 93.8%로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다(Fig. 4). Nuyttens et al. (2009)은 토마

토 시설재배에서 배부식 살포기를 이용하여 농약 살포 시

작업자의 부위별 노출 결과 주로 정강이 혹은 발에 노출이

많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반신의 경우 신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상반신 중 팔의 경우는 오

른팔하박이 왼팔에 비해 15배 이상 현저하게 노출이 높게

관찰 되었는데, 이유는 살포자가 오른팔로 살포하면서 왼

손은 줄을 잡은 채 허리 뒤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판

단되었다. 전체 살포약량 대비 내복의 노출비율은 0.001%

로 미미한 수준으로 계산되었다. 의복투과율은 내복의 노

출량을 작업복과 내복의 노출량 합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

여 계산하였으며(Protano et al., 2009), 전체 피부 노출량의

의복투과율은 3.0%였으며, 부위별로는 상반신은 8.0%, 하

반신은 2.9%였다. Patch법 사용 시 또는 내복을 사용하지

Table 7. Dermal exposure, distribution and penetration rate

 Dermal exposure (average)
Penetration (%) Distributione) (%)

Outer clothes (µg) Inner clothes (µg)

Head NDa) NDa) 0.0 0.0

Chest/stomach 7.2 NDa) 0.0 0.6

Back 2.5 NDa) 0.0 0.2

Upper arm (left) NDa) NDa) 0.0 0.0

Upper arm (right) 4.5 NDa) 0.0 0.4

Forearm (left) 0.8 NDa) 0.0 0.1

Forearm (right) 13.4 2.5 15.5 1.3

Upper body 28.5 2.5 8.0 2.6

Hip 16.3 1.0 5.7 1.4

Thigh (left) 2.6 NDa) NDa) 0.2

Thigh (right) 3.6b)  NDa,b) NDa) 0.3

Lower leg (left) 545.2 11.2 2.0 16.1

Lower leg (right) 554.6 21.1 3.7 47.7

Lower body 1122.2 33.3 2.9 95.7

Total body 1150.7 35.8 3.0 98.3

Glove/Hand 20.9,c) NDa,d) 0.0 1.7

Total dermal 1207.4 - -

Ratio to applied a.i (%) - 0.001 - -

a) ND: Not dectected
b) Repeated 2 times
c) Gloves 
d) Hands 
e) Based on total dermal exposure

Fig. 4. Distribution (%) of dermal exposure on hands, upper
body, hip, thigh and lower 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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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경우는 의복 투과율을 10%로 산정하고 있는데(Byoun

et al., 2005; Moon et al., 2012; Choi et al., 2013) 본 연구

에 의하면 상/하반신의 의복 투과율이 다를 뿐 아니라 전체

적으로도 3.0%의 의복투과율을 보여주고 있어서 작업복과

내복을 사용하는 전신노출법의 현실적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합리적이고 일반화된 투과율을 설정하기 위해

서는 앞으로 작업복과 내복을 사용하는 전신노출법의 많은

반복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작업복의 부위별 시간당 노출부피(Table 8)를 살펴

보면 비슷한 노즐길이를 사용한 Hughes et al. (2008)의 연

구에서 평균 140 mL/h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의 작업복

총 시간당 노출 부피 132.7 mL/h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반신을 비교했을 때, Hughes et al. (2008)은

116.4 mL/h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는 129.0 mL/h로 하반신

노출 부피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고추 및 콩 시설재배

에 농약 살포 시 피부노출을 측정한 Martinez Vidal et al.

(2002)의 연구에서 전체 노출의 62.6~63.9%의 정강이 노출

비율을 보이며, 고추의 경우, 54.8 mL/h 및 56.0 mL/h을 나

타내었다. 

위해성평가 

위해성 평가는 농작업자 노출 실험을 통해 나온 결과 값

을 토대로 MOS를 산출함으로써 농작업자가 농약을 조제,

살포 시 작업의 안전성을 확인하며 MOS 값이 1보다 크거

나 같으면 작업자에게 위해가 크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MOS 값이 1보다 작으면 위해가 우려된다고 본다(Hughes

et al., 2006; Machado-Neto, 2001). MOS 계산식에서 AE는

해당농약의 독성학적 허용점과 농작업자의 체중을 곱하여

산출한다. 농작업자 노출허용량(AOEL; acceptable operator

exposure level)을 사용할 때는 안전계수(SF; safe factor)를

1로 설정하며, 무독성량(NOAEL; 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을 사용할 때는 이에 맞는 안전계수를 사용하여 산출

한다(Hughes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acetamiprid의

AOEL인 124 µg/kg/day와 한국 성인 남성 평균 체중인

70 kg (Machado-Neto et al., 1998; Machado-Neto, 2001;

Hughes et al., 2006; Hughes et al., 2008; Kim et al., 2012)

을 곱하여 AE를 설정하였다. ADE (actual dermal exposure)

는 내복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작업복이나

patch의 노출량을 PDE (potential dermal exposure)로 하여

의복침투율을 액제 10%, 입제 1%로 가정하여 ADE를 설정

하였다(Jensen, 1984; Thongsinthusak et al., 1993;

Machado-Neto, 2001; Ross et al., 2001; Choi et al., 2006;

Hong et al., 2007).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작업복 안에 내

복을 입었기 때문에 PDE 대신 내복의 노출량을 ADE로 설

정하였으며, AF 값은 일반적인 피부투과율 10%로 설정하

였다. PIE는 실측 자료가 없는 경우 PDE의 1%로 가정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Hughes et al., 2006; Hughes et

al., 2008; Ramos et al., 2010) 최근의 연구를 보면 이보다

적은 비율(10−4~10−2%)로 보고되었다(Capri et al., 1999;

Machera et al., 2003; Oliveira and Machado-Neto 2003;

Kim et al., 2012). 본 연구는 조제 및 살포 시 호흡 노출량

을 측정하였으므로, PIE는 실제 호흡량을 측정한 값을 그대

로 계산에 이용하였다(Oliveira and Machado-Neto 2003;

Kim et al., 2012). 하루 당 살포시간은 실제 살포시간과 동

력분무기 하루 살포량을 고려하여 4시간으로 설정하였다.

MOS식을 이용해서 MOS를 산출한 결과 약 140을 나타내

었기 때문에 위해성이 낮음을 확인하였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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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수박 시설 재배에서 acetamiprid 수화제의 살포액 조제 및 살포 시 농작업자의 피부 및 호흡 노출량을 측정

하였다. 국내 최초로 피부 노출은 전신노출법을 이용하였으며, 폴리에스테르와 면이 함유된 겉작업복과 면으로 된 내

복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손 노출은 nitrile 장갑을 끼고 조제/살포 후 장갑 및 손을 세척하여 측정하였고, 머리의

노출은 세척액으로 적신 거즈로 얼굴/목을 닦아서 측정하였다. 호흡 노출은 개인용 공기펌프와 IOM sampler (glass

fiber filter)를 작업자 어깨에 고정하여 2 L/min으로 공기를 포집하여 측정하였다. 분석법의 정량한계는 2.5 ng/mL이

었고, 각 노출 시료의 matrix matched 표준용액의 직선성은 0.99 이상이었다. 재현성은 C.V 8.7% 이하였으며, 각 노

출시료의 회수율은 70~119%, 포장회수율은 77~95%이었다. 조제 시 손 노출량(229.7 µg)이 살포시 노출량(20.9 µg)

의 10배 이상의 결과를 보였다. 살포시 전체 피부 노출량은 1207.4 µg이었고, 이 중 정강이의 노출량은 1132.1 µg로

전체의 93.8 %를 차지하였다. 호흡 노출량은 조제 및 살포 시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위해성평가를 위한 MOS는 한

국 남자 평균 체중(70 kg)과 농작업자 노출 허용량(124 µg/kg/day)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MOS 값 산출결과, 100

이상으로 위해성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색인어 Acetamiprid, 노출, 전신노출법, 시설재배,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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