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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est method of aerobic transformation in soil has established based on international test

guideline (OECD TG 307). And then, the case study was conducted with [14C]butachlor. Butachlor is

commonly used herbicide in Korea. [14C]Butachlor was treatrd 6.83 mgKg−1 in loamy soil. The treated soil

was incubated in flow-through system for 60 days. The mass balance of applied radioactivity (AR) ranged

from 91.1 to 95.5% and from 93.0% to 97.7% for non-sterile and sterile soils, respectively. In non-sterile soil,

the concentration of [14C]butachlor was declined from 94.4% AR at 0 day to 8.4% AR at 60 days after

treatment. 2-Chloro-2',6'-diethylacetanilide was the major degradation product detected in soil extract. The

calculated DT50 and DT90 of butachlor were 10.4 days and 34.6 days, respectively. 14CO2 and non-extractable

soil residue were increased up to 3.5% and 43.5% AR at 60 DAT. There is no significant decrease of the

[14C]butachlor through the incubation period in sterile soil. 

Key words soil metabolism, aerobic, OECD TG 307, butachlor

서 론

농약의 위해성 평가에 있어 환경 중 노출 특성은 농약 안

전에 관한 핵심 요소이다. 노출 특성 및 위해성 평가를 위해

서는 환경 중 다양한 사용 조건에서 널리 일반화된 동태

(fate)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Wolt 등, 2001). 매년 수백만

ton의 농약이 농작물, 토양, 목장 및 임지에 사용되지만 이

중 5% 미만이 대상생물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농약은 토양, 비대상생물, 대기 및 물로 이동된다(Van Eerd

등, 2003; Andreu 와 Pico, 2004). 대부분의 농약은 토양에

직접 처리되거나 작물체에 처리 후 씻겨져 토양으로 도달하

게 되는데 휘발성을 제외한 농약의 동태를 제어하는 주요

과정은 토양 흡착 및 분해이다. 두 가지 복합적 과정을 통해

농약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토양에 축적되거나 반대로

스스로 환경 중에서 제거되기도 한다(Chaplain 등, 2011).

토양에서 농약은 화학적/생화학적 분해과정을 거쳐 대사산

물로 전환되어 모화합물보다 대사산물의 잔류량이 높은 수

준으로 토양에 존재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대사산물은

모화합물에 비해 낮은 독성을 갖지만 경우에 따라, 그 독성

이 모화합물에 비해 높아 환경에 더 큰 위험을 나타내기도

하며 독성이 낮더라도 이동성의 증가와 같은 환경 동태 차

이로 인해 환경에 잠재적으로 악영향을 야기 시킬 수 있다

(Andreu 와 Pico, 2004). 따라서, 토양대사 연구는 모화합물

및 대사산물의 독성 및 수계나 지하수에 대한 유입가능성

여부를 예측 할 수 있는 자료로서 안전성평가 측면에서 매

우 중요하다.

미국, 유럽 및 일본의 경우 환경 중에 오염문제(지하수 오

염 등)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 기존화학물질

이나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 시 토양 대사에 관한 자료를 추

가로 제출 하도록 되어있다. 관련 시험 지침서로는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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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guideline 307, US EPA의 OPPTS 835.4100, 4200, EU

Commission Directive EC C. 23 및 JMAFF guideline 2-5-

1, 2, 3이 있으며 호기성/혐기성/담수성 토양대사에 대한 시

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OECD, 2002; US EPA, 2008a, b;

European Commission, 2008; JMAFF, 2008). 현재 제시된

OECD, EU, JMAFF의 시험법을 비교해 보면 Table 1과 같

다. OECD 시험방법은 시험토양, pre-incubation, 시험물질

과 시험조건 등 시험 전반에 대해 자세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반면, JMAFF 시험법은 이런 항목에 대하여 다소 광범

위하거나 해당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또 시험 수행 온

도, 토양 깊이 및 물 층 높이에 있어 OECD 시험법과 차이

점이 있다. EU와 OECD 시험법은 동일하며, US EPA 경우

는 대부분 OECD 시험법을 따르지만 등록 시 방사성동위원

소가 표지된 농약과 자국 토양을 이용하여 수행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EPA, 2008).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

지만 OECD 시험법은 국제적 표준화 시험법으로써 EU, US

EPA 및 일본 JMAFF의 시험법들을 포괄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화학물질의 대사 경로를 규명하는 단

발성 토양 대사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나, 토양 대사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지침서가 구축 되어있지 않고 위해성 평가

수행을 위한 체계 확립은 미흡한 상황이다(김, 2005). 

토양대사 시험은 호기적/혐기적/담수 조건의 토양에서 모

화합물의 분해율 결정, 화학적/생물학적으로 생성된 대사산

물의 식별 및 대사산물의 증가와 감소 패턴 확인을 목표로

설계된다. 그 중, 호기성 조건 하의 토양대사는 농약이 환경

중 소실되는 지배적인 경로로 매우 중요하다(Wolt 등, 2001).

OECD test guideline No. 307의 호기성 토양대사 시험법은

방사성동위원소 표지된 시험물질 또는 비표지 시험물질을

토양시료에 처리하고 호기조건에 배양한 다음 적절한 시간

간격 후 시료를 채취하여 추출을 통해 모화합물 및 대사산

물을 분석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방사선동위원소가 표지

(14C)된 시험물질을 이용하면 분해로 발생되는 CO2를 포집

하여 농약의 무기화률, 비추출성 토양 잔류물의 생성과 물

질수지를 확인 할 수 있다. OECD에서는 비추출성잔류물에

대한 분획을 추가 실험으로 요구 한다. 또한, 연구 결과로부

터 시험물질의 농도가 50%, 90%가 감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인 DT50, DT90를 결정하는데, 이는 농약의 제거 역학 및

잔류성을 평가하는 규제 기준으로 사용된다(OECD, 2002;

Beulke 와 Brown, 2001). US EPA는 토양 대사 일차방정식

에 의한 농약의 반감기가 14~21일 이내 이면 초기 농약 환

경 동태 스크리닝시 ‘reduced risk pesticide’로 지정하며

(Fichter 와 Holden, 1992), EU는 실험실적 호기성 토양대사

시험의 DT50이 60일 이하이고 DT90이 100일 이하인 경우

환경에 대해 안전하다고 판단한다(European Commission,

1998). 

본 연구에서는 OECD Test Guideline No. 307에 따라 호

기성 토양대사 시스템을 확립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제

초제 butachlor에 대해 국내 대표적 밭 토양에서 호기성 대

사시험을 수행함으로써 분해경로 및 분해율을 확인하여 시

험법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물질

호기성 토양 대사 실험은 제초제 butachlor로 수행하였다.

방사성동위원소표지 [14C]butachlor는 (주)한국표지화합물연

Table 1. Comparison of Test guideline for soil metabolism

Parameter OECD (EU) EPA JMAFF

Soil selection

Number
Transformation pathway : 1
Transformation rate : 3

Same as OECD 1

Characteristic
Texture : Sandy loam, silty loam, loam, loamy sand
pH : 5.5 - 8.0
Organic carbon : 0.5 - 2.5 %

Same as OECD N/Aa)

Source N/A USA N/A

Microbial biomass Method
Substrate induced respiration method
Fumigation extraction method etc.

Same as OECD N/A

Preincubation Period
Aerobic, anaerobic : 2~28 days
Paddy : at least 2 weeks

Same as OECD 2 weeks

Test substance Radiolabelled or non-labelled pesticide Radiolabelled pesticide Same as OECD

Test condition

Temp. 20 ± 2oC, 10 ± 2oC Same as OECD 25 ± 2oC

Soil depth
Anaerobic : N/A
Paddy : at least 5 cm

Same as OECD
Anaerobic : at least 5 cm

Paddy : at least 5 cm

Water layer
Anaerobic : 1~3 cm
Paddy : 1~5 cm

Same as OECD
Anaerobic : 1~5 cm
Paddy : at least 1 cm

a) Not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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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에서 합성하였고 specific activity는 0.65 MBq/mg였다.

비표지 butachlor 표준품은 AccuStandard, Inc (USA)사로

부터 구입하였다. 순도는 각 98.7%, 99.0%로 OECD 시험

법은 제안 기준(최소 95% 이상)에 적합하였다.

HPLC급의 acetonitrile, ethyl acetate 및 water는 Burdick

& Jackson Inc. (USA)에서, GR급의 Sodium chloride,

sodium hydroxide, sodium sulfate는 Junsei Chemical Co.

(Japan)에서 구입하였다. Ethylene glycol은 Sigma-Aldrich

Chemical Co. (USA)의 분석용 등급 제품을 사용하였다. 방

사능 측정에 사용 된 cocktail은 Ultima-GoldTM, Permafluor

E+ scintillation cocktail, Carbosorb로 모두 PerkinElmer

(USA)에서 구입하였다.

시험장치 set-up

OECD 시험법은 flow-through system과 biometer flask

장치로 토양대사 시험 수행을 제안하고 있다(OECD, 2002).
14C가 표지된 물질을 이용한 토양 대사시험의 경우, mass

balance 측정을 위한 대상 농약의 분해산물인 휘발성 물질

및 14CO2를 흡착시키기 위한 포집 장치가 요구되고(김 등,

2005), 지속적인 공기 주입 및 장치 내 공기 유속의 유지는

CO2 생성에 중요 인자로(Goswami, K.P.와 Koch, B. L.,

1976) flow through system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flow

through system 시험 장치(Fig. 2)를 제작 하고 본 시험에 사

용하였다. Flow-through system 장치는 장치 내 습도를 유

지하기 위한 증류수가 담긴 용기, 시험용기, 휘발성 물질을

포집하기 위해 ethylene glycol (30 mL), 14CO2를 포집하기

위한 1 N NaOH (40 mL)을 순차적으로 연결 되도록 하였다.

시험토양

시험토양은 경남 사천시 인근의 밭에서 채취된 표토

(0~20 cm)를 사용하였다. 해당 토양은 7년간 butachlor를 비

롯한 그 외 농약이 처리된 적 없는 토양이다. 채취한 토양은

polyethylene bag에 넣고 암조건을 유지하여 운송하였으며,

신선한 상태로 2 mm 체로 체거름 하였으며 미생물 활성 유

지를 위하여 사용 2일전 5일간 냉장보관 (5.2 ± 0.6oC) 하였

다. 시험토양은 유기물의 함량이 5.67%의 양토로 국내 밭

토양을 대표하는 토양이었고(농토배양10개년사업 종합보고

서, 1989), 미생물 생체량이 총 유기탄소의 1% 이상으로 토

양대사 실험 사용에 적합하였다(OECD, 2002). 시험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Radioassay

모든 액체시료의 방사능량은 liquid scintillation counter

(LSC; Tri-Carb 2900TR, PerkinElmer, USA)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방사능량은 dpm (disintegration per minute)으로

나타내었다. LSC는 시료 내의 색, 화학적 및 물리적

quenching을 보정곡선으로 자동 보정하였다. 일정량의 시료

Fig. 1. Chemical structure of butachlor and 14C-labeled position
(*).

Fig. 2. Flow through system.

Table 2.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pesticides 

Parameter Result

Texture glass (USDA) Loam

 Sand (%) 42.5

 Silt (%) 27.5

 Clay (%) 30.0

pH (1:2) in water 5.69

Organic matter (%) 5.67

Organic carbon (%) 3.15

Bulk density (g/cm3) 1.03

Cation exchange capacity (mEQ/100 g) 8.73

Water holding 
capacity

1/100 bar 54.82

1/10 bar 37.21

1/3 bar 25.46

Microbial biomass (mg carbon/100g soil) 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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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액 0.1~0.2 mL, 포집용액 0.5 mL)를 취하고 Ultima-

GoldTM (PerkinElmer, USA) 4 mL을 넣고 혼합하여 3분간

측정하였다. 모든 분석은 3반복 측정하였으며, 시료에 따른

바탕시료 값(background dpm)을 측정하여 시료별 결과 계

산 시 바탕시료의 결과 값을 제외하고 계산하였다. 비추출

성 토양잔류물의 방사능량은 sample oxidizer (Model 307,

PerkinElmer, USA)로 연소 시킨 후 LSC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비추출성 토양잔류물(0.3 g)을 취하고 cellulose 분

말(0.1 g) 혼합한 다음 sample oxidizer로 1분간 연소하고 생

성된 14CO2를 Carbosorb E (5 mL) 포집하고 Permafluor E+

scintillation cocktail (10 mL)과 혼합하여 LSC로 측정하였

다. Sample oxidizer의 연소효율 및 방사능 회수율은 14C-표

준품을 무처리 토양 시료에 처리한 후 연소하여 확인하였고,

확인된 연소 효율 및 방사능 회수율은 시료의 방사능 측정

결과 보정에 사용하였다. 

Chromatography

시료 중 시험물질 및 대사산물의 확인은 Radio-HPLC를

사용하였다. C18 column (Luna 5 μ(2) 100A, 250 mm × 4.6

mm, Phenomenex, USA)이 장착된 HPLC (1260 infinity,

Agilent, USA)와 Flow scintillation analyzer (Radiomatic

610TR, PenkinElmer, USA)를 사용하였다. 분석 시 column

으로 부터 용출된 용액을 수집하여 LSC로 방사능을 측정하

여 주입된 방사능과 용출된 방사능을 비교함으로써 column

recovey를 확인하였다. 주요 대사산물의 확인은 LC-MS로 사

용하였다. Radio-HPLC와 LC-MS 조건은 Table 3, 4와 같다.

추출효율 

방사성표지물질과 비표질 물질을 1:3의 비율로 혼합하고

acetonitrile에 희석하여 1,316.7 μg/mL 처리용액을 조제하였

다. 토양 80 g (건토기준)을 시험용기에 담고 처리용액 415

μL (546.4 μg; 5,319,600 dpm)을 토양표면에 처리하였다.

약 5분간 정치 시켜 acetonitrile을 휘발 시키고 spatula로 잘

섞어준 다음 원심분리 병에 옮겨 담고 acetonitrile (150 mL)

을 넣고 280 rpm으로 진탕추출 한 후 4,000 rpm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징액을 취하였다. 상기 과정을, acetonitrile/

water (9:1,v/v, 150 mL), acetonitrile/water (1:1, v/v, 150

mL), acetonitrile/water (1:1, v/v, pH 4.5, 150 mL), acetone

(150 mL)로 4회 반복 수행하였다. 추출 후 토양은 약 1시간

풍건한 다음 두 개의 추출 cell (66 mL)에 나누어 담고 가속

용매 추출기(ASE 350, Dionex, USA)로 추출하였다. 가속

용매 추출기 조건은 Table 5와 같다. 각 단계별 0.2 mL 3반

복 취하여 LSC로 방사능을 측정하여 추출 효율을 확인 하

였다. 이 시험은 3반복으로 수행되었다. 

사전 배양 및 시험물질 처리

토양 80 g (건토기준)을 취하여 각 시험용기에 담은 후 토

양 수분함량을 최대용수량의 47.6% 수준으로 맞춘 다음 시

험용기를 flow-through system에 연결하고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자 등을 제거와 미생물 대사가 정상적으로 일

어날 수 있도록 호기성 조건, 20.5 ± 0.6oC, 암조건에서 17일

간 사전 배양하였다. 시험물질 처리용액은 방사성표지물질

과 비표질 물질을 1:1.7의 비율로 혼합 한 후 acetonitrile에

Table 3. Radio-HPLC operating conditions

HPLC system Agilent 1260 infinity

 Column Phenomenex, Luna 5 µ(2) 100A, C18, 5 micron, 250 × 4.6 mm

 Column Temp. 35oC

 Injection volume 0.2 mL

 Mobile phase 

Time (min) Acetonitrile (%)
0.1% Trifluoroacetic acid in 

water (%)

0 30 70

20 90 10

25 90 10

35 100 0

40 30 70

50 30 70

Flow rate 1.0 mL/min

Flow scintillation analyzer Radiomatic 610TR

 Cell volume 500 µL

 Eluate flow 1.0 mL/min

 Scint flow 3.0 mL/min

 Scintillation cocktail Ultima-Flo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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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석하여 853.8 μg/mL 조제하였다. 토양 표면에 처리용액

640 μL을 피펫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약 5분간 정치 시켜

acetonitrile을 휘발 시키고 spatula로 잘 섞어주었다. 멸균 증

류수를 가하여 시험토양의 수분함량을 최대용수량의 47.6%

로 조정하여 준 다음 flow-through system 장치에 연결하였

다. 시험 기간 중 암조건 상태를 유지 시켰으며, 습윤한 공

기가 유속 20~30 mL/min로 흐르게 하여 호기성 상태를 유

지시켰다. 시험기간 중 온도는 20.1 ± 0.8oC 였으며 시험 기

간 중 2주일에 한번 시험용기의 무게를 측정하여 시험토양

의 수분함량이 최대용수량의 약 40~50%를 유지하도록 하

였다.

멸균 조건의 경우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배양 하였으

며 시험물질 처리 전 하루 한번 씩 총 3일간 121oC에서 15

분간 감압멸균 하였다. 또한, 시험물질 처리용액을 0.45 μm

여과지로 여과한 후 멸균된 피펫을 이용하여 clean bench에

서 처리 하였다. 

시험기간 중 유기용매와 시험물질이 미생물 총량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acetonitrie 0.64 mL를 처리한

토양시료(대조구)와 시험물질을 처리한 토양 시료를 준비하

고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배양하며 하였다. 

미생물 생체량 측정

시험토양의 미생물 생체량은 훈증-추출법을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ISO, 1997). 토양 (40 g)을 비커에 담아 데이케이

터에 넣고 ethanol free chloroform과 소다석회를 담은 비커

를 데시케이터 안에 넣고 진공을 걸어 chloroform을 2분간

끓게 한 후, 진공마개를 닫고 24시간 동안 25 ± 2oC의 암조

건에 두었다. 훈증 완료 후 데시케이터에 진공을 적용하여

chloroform을 제거 한 후 0.5 M K2SO4 용액 200 mL를 넣고

30분간 280 rpm으로 진탕 추출 하였다. 추출 후 여과지

Whatman No. 42를 놓고 감압여과 하여 추출액을 TOC

(TOC-VCPN, SHIMADZU, Japan)로 분석하였다.

시료채취 및 추출

추출 및 분석을 위한 토양 시료 채취는 총 7회(OECD 시

험법 최소 6회 이상) 수행하였다. 시험물질 처리 후 0, 3,

14, 21, 28, 41, 60일에 채취하였다. 또한, 미생물 생체량 측

정을 위한 대조구 토양시료는 처리 후 0, 28, 60일에 시료채

취 하였고, 시험물질을 처리한 토양시료는 처리 후 60일에

Table 4. LC/MS operating conditions

LC/MS system Agilent G6460-QQQ

 Column Phenomenex, Luna 5 µ(2) 100A, C18, 5 micron, 250 × 4.6 mm

 Column Temp. 35oC

 Sample size 10 µL

 Mobile phase

Time (min) Acetonitrile (%)
0.1% Trifluoroacetic acid in 

water (%)

0 30 70

20 90 10

25 90 10

35 100 0

40 30 70

50 30 70

 Flow rate 1.0 mL/min

 Ionization ESI positive-ion mode

 Capillary Voltage 4000 V

 Cone gas flow 11 L/min

 Source temp. 325oC

 Desolvation temp. 350oC

 Desolvation gas flow 11 L/min

 MS range 100~350 m/z

Table 5. The condition of extraction by ASE system

ASE system Dionex ASE 350

Sample size about 40 g

Temperature 100oC

Static time 5 min

Purge 160~200 sec

Cycles 3

Pressure 1500 psi

Solvent Acetone

Heat time 5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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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모든 토양 시료는 2반복 채취하였다. 

포집용액 ethylene glycol과 1 N NaOH 용액은 0일을 제

외한 토양시료 채취일에 채취하였으며 채취 시 새로운 용액

으로 교체하였다. 채취한 포집용액은 0.5 mL씩 3반복 취하

여 LSC로 방사능을 측정하였다. NaOH 용액 중 포집된
14CO2의 확인을 위해 NaOH 용액 5 mL에 sodium carbonate

0.5 g를 넣어 용해시키고 포화 BaCl2 용액 2.5 mL 넣고 혼

합하여 20분간 반응 시켰다. 반응 후 7,000 rpm으로 원심분

리하여 침전물과 상징액을 분리하고 상징액 0.5 mL를 취하

여 LSC 분석 하였다.

토양시료 추출은 위의 추출효율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채취당일에 진행하였다. 각 추출액은 모두 합쳐

Buchner funnel로 여과하고 rotary vacuum evaporator로 감

압농축(30~40oC)하여 유기용매를 휘발시켰다. 남은 잔량은

500 mL 분액여두에 옮겨 담고 소량의 NaCl과 0.5% formic

acid 10 mL 넣어 ethyl acetate 100 mL로 10분간 4회 반복

분배추출 하였다. 추출된 ethyl acetate는 무수 Na2SO4를 통

과시켜 수분을 제거하고 감압농축 한 후 건고물을 acetonitrile

2 mL로 재용해 하였다. 이를 0.1 mL 취하여 LSC로 분석하

였고, Radio-HPLC에 0.2 mL를 주입하였다. 분배 후 남은

물 층은 0.2 mL 취하여 LSC 분석하였다. 처리량의 10% 이

상 되는 주요 대사산물은 LC/MS로 확인하였다.

비추출성 토양 잔류물

추출 후 토양은 풍건, 균질화하여 0.3 g를 sample oxidizer

로 연소하고 생성된 14CO2를 포집하여 LSC로 방사능을 측

정하였다. 시험물질 처리 후 14, 28, 60일 시료는 염기와 산

을 이용하여 분획하였다. 추출 후 토양 10 g에 0.5 N NaOH

용액을 넣고 24시간 300 rpm에서 진탕추출 한 후, 10,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징액 중 fulvic acid와

humic acid와 침전물 중 humin을 분리하였다. 침전물은 풍

건 하여 sample oxidizer로 연소 후 LSC로 방사능을 측정하

였다. 상징액은 1 N HCl을 가하여 pH 1.0으로 조정한 후

24시간 동안 상온에 정치 시킨 후 10,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징액 중 fuvic acid와 침전물 중 humic acid

를 분리하였다. Humic acid는 0.5 N NaOH 10 mL에 재용

해시켜 방사능을 LSC로 측정하였고, fulvic acid는 ethyl

acetate로 분배 추출 후 농축하여 LSC와 Radio-HPLC로 분

석하였다. 

Degradation Kinetic

Butachlor의 분해속도는 Sigmaplot 10.0 software (SPSS

Science, IL, USA)을 이용한 지수곡선식으로 산출하였다.

이 때, non-linear first order kinetic model을 사용하였다. 

C (t)t = C0 × e−kt (first-order model; C0, k)

C(t)t는 각 시간의 분석물질의 양, C0는 0시간의 분석물질

량이며, k는 속도상수이다. DT50, DT90은 아래의 식으로부

터 산출되었다:

DT50 = (ln2) / k 

DT90 = (ln10) / k

결과 및 고찰

추출효율

[14C]butachlor의 토양 중 추출효율은 92.6 ± 1.3%로 높았

다 (Table 6). 대부분의 방사능이 aetonitrile와 acetoniltrile/

water (1:1)에서 회수되었지만, 추후 생성 가능한 대사산물의

효율적 추출을 위해 본 시료 추출에 4~6 단계(acetonitrile/

water (pH 4.5, 1:1)~가속용매추출) 추출시스템을 사용하기

로 하였다.

토양 중 미생물 생체량 

시험물질의 대조구로 acetonitrile을 처리한 처리구의 당일

시료 중 미생물 생체량은 토양 총유기탄소의 2.8%로 시험

사용에 적합하였다. 미생물 생체량은 시험기간 동안 다소

감소하여 시험물질 처리 후 60일에 토양 총유기탄소의

1.0% 수준을 유지하였다(Table 7). 이를 통해, 배양기간 동

안 acetonitrile을 처리한 토양시료 내 미생물이 생존하였음

을 확인 하였다. 시험물질 처리 후 60일에 비 멸균 시험물질

처리구의 미생물 생체량은 토양 총유기탄소의 0.8% 수준으

로 대조구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어 butachlor가 미생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멸균 시험물질

처리구의 경우 미생물생체량은 확인되지 않았다.

Table 6. Extractability of [14C]butachlor with different solvent systems

Extract efficiency (%)

1a) 2b) 3c) 4d) 5e) 6f) Total

76.9 ± 0.8 13.0 ± 0.6 2.7 ± 0.1 < LOQ < LOQ < LOQ 92.6 ± 1.3

a) acetonitrile
b) acetonitrile and water mixture (9:1, v/v)
c) acetonitrile and water mixture (1:1, v/v)
d) acetonitrile and water, pH 4.5 (1:1, v/v)
e) acetone 
f) ASE (ace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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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balance

Mass balance은 용매추출물, 비추출성 토양잔류물, 14CO2,

휘발성물질로 부터 계산하였다(Wang 등, 2007). OECD 시

험법 307에서는 mass balance가 처리 방사능에 대해 90~

110%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OECD, 2002). 

비멸균 시험물질 처리구의 시험기간 중 mass balance는

처리방사능 대비 91.1~95.5%로 OECD 지침서의 요구조건

을 충족하였다(Fig. 3). 추출성 방사능은 시험물질 처리 후

60일에 처리방사는 대비 44.1%로 감소하였다. 비추출성 토

양잔류물은 시험물질 처리 3일 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60일

에 처리방사능 대비 최대 43.5%까지 증가하였다. 14CO2는

처리 후 3일 부터 확인 되었으며 처리량 대비 최대 3.5% 수

준이었다. 14CO2 포집용액(1 N NaOH용액)은 BaCO3 침전

방법으로 14CO2 이외의 다른 휘발 물질이 포집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시험기간 중 기타 휘발물질은 확인 되지 않았

다. 휘발성 물질은 시험물질과 대사산물의 잠재적인 휘발성

을 보여주는데(OECD, 2002), Watanabe는 토양 표면에서

butachlor의 휘발은 낮은 증기압(2.9 × 10−6 mmHg)으로 예측

되지 않고 휘발성은 butachlor의 주요 동태 과정이 아님을

보고하였다(Watanabe, 1993). 

멸균 시험물질 처리구의 시험기간 중 mass balance는 처

리방사능 대비 93.0~97.7% 수준이었다(Fig. 3). 비추출성

토양 잔류물은 처리 후 60일에 처리방사능 대비 최대 3.1%

였고 시험기간 중 14CO2 및 휘발물질은 확인되지 않았다. 

비추출성 토양잔류물 분획

Humic 물질은 농약을 비롯한 많은 유기화합물과 결합한

다(Parsons, 1988). 비추출성 토양 잔류물의 분획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시험물질 처리 후 60일의 humin, fulvic

acid, humic acid의 방사능은 처리방사능 대비 각 14.2,

21.8, 4.1%로 결합 잔류물은 humin과 fulvic acid와 더 연관

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Fulvic acid의 분배 농축액의 Radio-

HPLC 분석 결과 [14C]butachlor는 검출 되지 않았으며 분획

중 방사능은 Metabolite 1과 9개의 미량 대사산물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4). 

[14C]butachlor 분해 및 대사산물 형성 

비멸균 토양 중 [14C]butachlor는 처리 후 14일과 60일에

각각 처리방사능 대비 35.2%, 8.4%로 감소하였다(Fig. 5). 시

Table 7. Change of microbial biomass for test period

Group
Sampling Time 

(Days after treatment)
As mg carbon / 100 gsoil

% microbial biomass
(As a % of soil organic carbon)

Solvent control Non-sterile

0 88.47 2.8

28 26.36 0.8

60 30.51 1.0

Treatment 
Non-sterile 60 26.29 0.8

Sterile 60 NDa) ND

a) Not detected

Fig. 3. Distribution of radioactivity in non-sterile (A) and

sterile soil (B) treated with [14C]butachlor.

Table 8. Characterization of the non-extractable radioactivity

Time (DAT) % Humin % Fulvic acid % Humic acid

14 9.3 10.1 2.8

28 12.9 16.4 3.6

60 14.2 21.8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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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기간 동안 12개의 미량 대사산물과 주요 대사산물(≥ 10%

처리방사능 대비) Metabolite 1이 확인 되었다. 시험기간 중

각 미량 대사산물은 처리방사능 대비 6.9% 미만으로 검출

되었다. Metabolite 1는 시험물질 처리 후 3일 부터 검출되

기 시작하여 처리 후 28일에 처리방사능 대비 최대 12.9%

까지 증가 하였으며 60일에 처리방사능 대비 9.0% 수준이

었다. Metabolite 1은 LC/MS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Metabolite

1의 precusor 이온은 226 m/z로 이는 Raut, A. K.등이 보고

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Raut 등, 1997) 2-chloro-2',6'-

diethylacetanilide로 예측되었다(Fig. 6). 비멸균 토양 중

buatchlor의 DT50과 DT90은 각각 10.6 일과 34.6일로 빠르게

감소하였다. 호기적 조건에서 butachlor의 반감기는 3~5주

(Roberts, 1998), 11.4일로 빠른 감소가 보고된바 있다

(Beestman과 Deming, 1974). 멸균 토양에서 [14C]butachlor

는 거의 분해되지 않았다. 이로 통해 butachlor의 토양 중 감

소는 미생물에 의한 분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시험의 연구결과, butachlor는 호기성 조건의 토양에서

미생물에 의해 빠르게 분해되어 주요 대사산물 2-chloro-

2',6'-diethylacetanilide와 CO2를 생성하거나 토양에 강하게

흡착되어 비추출성 잔류물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호기성 토양에서의 제안된 대사경로는 Fig. 7과 같으

며, 호기적 대사가 빠르게 일어나 잔류에 의한 독성적 영향

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시험에서 사용된 호기성 토양대사의 시험방법은 국내

농약등록 시험법에 충분히 반영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Fig. 4. Representative Radio-HPLC chromatograms of fulvic acid fraction. Metabolite 1, 2-chloro-2',6'-diethylacetanilide; Minor,
unidentifided minor metabolite.

Fig. 5. Degradation pattern of [14C]butachlor and formation of
its metabolite in non-sterile (A) and sterile soil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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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성 토양대사 시험법 제안

OECD TG No. 307에 근거하여 다음의 호기성 토양대사

시험법을 제안한다.

1. 시험물질 

1) 비표지화합물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표지 화합물

2) 전환경로나 mass balance 확립 연구를 위해 표지화합

물이 요구

3) 14C표지화합물을 권장 13C, 15N, 3H, 32P도 사용가능

4) 가능한 한 label은 가장 stable한 부분에 표지

5) 시험 물질 순도는 95% 이상

2. 시험토양 

1) 선정 

 ① 전환경로(transformation pathway)확인 시험

  - pH 5.5~8.0, 유기탄소 양은 0.5%~2.5%

  - 미생물 총량 총 유기탄소의 최소 1% 정도 

  - 사양토, 미사질 양토, 양토, 양질사토[FAO와 USDA

분류]

 ② 전환율(transformation rate) 시험

  - 추가로 토성이 다른 3종의 대표적 토양에서 시험을 수행

  - 유기탄소함량, pH, 점토 함량 및 미생물 총량이 다른

토양 선택

2) 물리화학적 특성분석 

  - 토성, pH, 양이온치환능력, 유기탄소, bulk desity, 토

양 수분

  - 미생물총량 (기질-유도호흡법, 훈층 추출법 등의 방법

따름)

3) 토양 수집, 취급, 저장

  - 토양시료 채취 현장에 대한 정보 기재 

  - 4년간 시험물질 및 구조적 유사한 물질이 처리된 적

없는 토양 사용

  - 지표 또는 표층 20 cm된 것으로 2 mm 체를 통과시켜

사용

  - 채취한 시료를 보관 시 최대 3 개월 이내, 4 ± 2°C 조

건에서 보관

4) 사전배양(pre-incubation)

  - 암조건, 20± 2oC, pF 2.0~2.5 또는 최대용수량의 40~60%

  - 2일에서 28일 간 사전 배양하는 것이 적절

  - 시료보관 및 사전 배양 시간은 합쳐서 최대 3개월 이내

3. 시험물질처리

1) 시험물질 처리량

  - 사용자 지침서에서 권장한 작물 보호를 위한 최고 처

리량에 상응

Fig. 6. Mass spetrum of Metabolite 1, 2-chloro-2',6'-diethylacetanilide.

Fig. 7. Proposed metabolic pathway of butachlor in soil under
aerobic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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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에 처리하는 깊이(표토 10 cm 정도)와 유사한 깊

이로 산정 

  - 토양이나 엽면에 처리되는 농약 경우 2.5 cm 깊이로 산정

2) 처리방법 

  - 물(탈이온수 또는 증류수) 사용 가능

 - 필요한 경우 할로겐족 용매를 제외한 최소량의 유기

용매 사용가능 

  - 유기 용매양은 토양 미생물 활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치면 안됨 

  - 시험물질을 처리하지 않은 토양시료를 시험물질이 처

리된 토양시료와 동일한 조건에서 배양한 후 미생물

생체량 측정

  - 시험물질을 유기용매에 녹여 처리할 경우 유기 용매만

으로 처리된 토양시료를 시험물질 처리된 토양시료

와 동일한 조건(호기성)에서 배양 한 후, 미생물 생

체량을 측정함

  - Quartz sand 또는 풍건 멸균한 시험토양에 혼합하여

사용 가능

  - 제제의 사용은 추천하지 않으나 단, 혼합제 난용성 시

험물질의 경우 고려

 - 시험물질 처리 후 스파튤라(spatula)를 사용하거나 플라

스크를 흔들어서 토양 을 완전히 혼합

4. 시험조건

1) 온도

  - 암조건 하에서 배양

  - 20 ± 2oC 조건을 권장, 반드시 모니터링 되어야함

 - 추운 기간에 처리 되거나 배출되는 경우, 추가 시료가

낮은 온도(예 10 ± 2oC) 에서 배양 되어야 함 

2) 수분함량

  - 최대용수량의 40~60%, 0.1~0.33 bar(pF 2.0~2.5)를 추천

  - 정기적으로 배양 플라스크의 무게를 측정하여 수분 소

실량을 보충

3) 호기성 배양

  - 공기흐름식 (flow-through) 시스템 내에서는 간헐적 수

세방식이나 지속적으로 가습공기를 공급하여 호기성

조건유지

  - 생체측정기(biometer)사용 시 확산에 의한 공기 교환

으로 호기성 조건유지

  - 시험물질의 비생물적전환(abiotic transformation) 정보

를 얻기 위해 멸균한 시험물질을 멸균 토양에 처리하

고 가습 멸균 공기로 공급

5. 시료채취

1) 토양 시료

  - 시료 채취 간격은 시험 물질 감소 경향과 대사산물의

형성 및 감소 경향을 확 인할 수 있는 시간으로 결정

하며, 최소한 6 지점에서 시료 채취함

  - 2개의 배양 플라스크 채취

  - 다른 극성을 가진 유기용매로 추출한 후 시험물질 또

는 대사산물 분석

  - 14C-표지 시험 물질을 연소시켜 비추출성 방사능량 정량

  - 비추출성 방사능 물질의 추가적인 특성 확인

2) 휘발성 물질

  - 포집용액이나 고체 포집물질을 다양한 시간 간격채취

3) 미생물생체량 

  - 최소 3 지점(시험 중간 및 시험 종료 전) 미생물생체량

측정

6. 결과처리

1) 시험물질, 대사산물, 휘발성 물질, 비추출량은 시험물질

을 처리한 초기량의 %로 표시 

2) Mass balance는 각 시료채취 시간별로 초기 처리 농도

에 대한 %로 표시

3) 주요대사산물(처리농도 10% 이상) 대해서는 반드시 규

명(identification) 

4) 주요대사산물의 농도도 시간별로 형성되는 양과 소멸

되는 양에 대해 도식화

5) 적합한 예측 모델 및 반응속도식으로부터 반감기 또는

DT50 그리고 DT75, DT90의 결정 (반응속도식에 사용된

모델과 결정계수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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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1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

요 약 OECD Test guideline 307에 따라 확립한 토양대사 시험법으로, 호기성 토양 조건에서 [14C]butachlor의 토

양대사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토양은 국내 밭토양의 대표적인 토성인 양토였으며, 비멸균 및 멸균토양에 [14C]

butachlor (6.83 mgKg−1)을 처리하고 flow-through system에서 60일간 배양하였다. 시험기간 동안 mass balance는 비

멸균 토양과 멸균토양에서 각 처리방사능 대비 91.1~95.5%, 93.0~97.7% 수준이었다. 비멸균 토양의 경우 처리 후

60일 경과 시 처리방사능의 8.4%로 감소하였으며, DT50과 DT90은 10.4일과 34.6일이었다. 토양 추출액 중 주요대사

산물 2-chloro-2',6'-diethylacetanilide이 검출되었다. 14CO2 및 비추출성 토양잔류물은 3.5%와 43.5% 수준이었다. 시

험기간 중 멸균 토양 내 [14C]butachlor의 분해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butahclor는 호기성 토양에서 미생물

에 의해 빠르게 분해되어 주요 대사산물 2-chloro-2',6'-diethylacetanilide와 CO2를 생성하거나 토양에 강하게 흡착되

어 비추출성 잔류물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OECD guideline TG 307에 확립한 호기성토양대사 시

험법은 농약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토양 동태 예측 있어 국내 활용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색인어 토양대사, 호기성, OECD TG 307, butach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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