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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the residual amount in the leafstalk (end)

and the fore-end (upper) portion of lettuce leaves during cultivation period to 14 days, 12 times in total (0, 1,

2, 3, 4, 5, 7, 8, 10, 12, 13 and 14 days) after spraying with boscalid and lufenuron. In the case of boscalid,

the initial concentrations at 3 hours (0 day) of the leafstalk and the fore-end portion of lettuce leaves were

18.26 mg/kg and 84.97 mg/kg, respectively and the residual amounts were rapidly decreased to 0.31 mg/kg

and 0.37 mg/kg at 14 days after chemical application. In the case of lufenuron, the initial concentrations at 3

hours (0 day) of the leafstalk and the fore-end portion of lettuce leaves were 0.91 mg/kg and 5.21 mg/kg,

respectively and the residual amounts were rapidly decreased to 0.06 mg/kg and 0.09 mg/kg at 13 days after

chemical application. The variations of the residual concentrations analyzing 12 times after spraying showed

that the residual amounts of the leafstalk portion of lettuce leaves were less than its fore-end portion in

boscalid and lufenuron. In additon, 9 kinds of pesticide including boscalid in 16 lettuce leaf (found to contain

pesticide in 2013) showed that the residual amounts of the leafstalk portion of lettuce leaves were less than

its fore-end portion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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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채소류 소비현황 및 선호도 조사(2007)에 의하면 채소류

음식 선호 이유는 ‘균형 있는 섭취 때문’(35.5%), ‘건강에

좋아서’(28.4%)이었고, 선호하는 채소 조리형태는 ‘쌈 채소

류’(53.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Choi 2007). ‘삽겹살에

소주 한잔’ 우리 주변에서 모임이나 직장에서 회식을 하게

되면 자주 접하게 되는 메뉴로 이러한 식탁 위에 빠지지 않

는 상추는 세대별로 공히 선호하는 잎채소이다. 일반인들의

채소 기호성에 관한 연구(2010)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육류

섭취 시 마늘, 파, 양파, 상추 등을 함께 섭취하는데 그 이유

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세대별 공히 육류의 독성

분을 제거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성질이 있다는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고기에 맛을 돋우고 육류 특유의

냄새를 제거하는 이유도 높게 조사되었으며 육류와 채소를

함께 섭취하면 건강에 좋다는 것과 알카리성이기 때문이라

는 순으로 조사되었다(Kim 2010). 상추의 품종은 잎의 모양

과 크기, 로제트(Resette) 정도와 결구성, 줄기의 형태 등으

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셀러리상추, 줄기상추, 잎상추, 결

구상추 등 4가지로 구분되며 잎은 녹색 또는 적색이고 잎

표면은 부드러우며 비타민 A, B, C, E 및 철분을 다량 함유

하고 영양이 풍부하다(RDA 2006). 우리나라 상추는 잎상추

(청치마, 청축면, 적축면, 적치마)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것은 전통적인 채소류를 고기와 싸서 먹는 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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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무관하지 않고 특히 상추는 전체 쌈 채소 중 가장

많이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RDA 2007).

농산물 재배 시 살포된 농약은 대부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기 중으로의 확산, 강우에 의한 세정, 광선 또는 미

생물에 의한 분해 및 작물체내 대사 작용 등을 통해 자연

제거 되거나, 세척, 다듬기, 가열 등 인위적 가공을 통해서도

많이 제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o et al. 1996). 반면,

쌈 채소류는 다른 식품군과는 달리 조리·가공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식하는 경우가 많아 조리·가공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많은 농약을 섭취할 가능성이 있어 농약의

사용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Han et al.

1999; Kim 2009).

우리나라 소비자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

과에 의하면,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76.0%, 어느 정도 중

요하다는 응답이 21.8%로 거의 모든 소비자들이 식품 안전

성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자의

73.8%는 농산물에 잔류된 농약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품 중에 농약은 기준치 이하 일

지라도 절대 잔류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Park 2004; Shin et al. 2005; Han et al. 2010).

이와 같은 잔류농약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직접 재배한다

든지 친환경인증농산물을 선호하게 되거나 여러 종류의 세

척제와 다양한 세척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조리 및 섭취 전 과일과 채소의 껍질을 제거

하기도 하며 농약이 잔류할 수 있는 부위를 제거한 후 섭취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독특한 식습관 중 상추 잎을 먹기 전 아랫부분

을 제거하고 섭취하기도 하는데, 본 연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잔류농약이 검출된 상추 잎의 부위별 잔류 분포를 조

사하였고, 상추를 재배하여 살균제 boscalid와 살충제

lufenuron을 살포하여 일정 시점마다 상추 잎의 부위별 잔류

량 변화에 따른 분포 특성을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작물 재배 및 농약 살포

상추(Lactuca sativa, 품종: 적축면)를 2013년 4월 22일부

터 2013년 6월 5일까지 남양주시 가운동에 위치한 노지에

비가림 하우스포장을 설치하여 재배하였다. 한 처리구 당 6

m2으로 하여 약제처리별로 2반복 배치하고 교차오염을 방

지하기 위하여 각 처리구 당 1 m의 완충지대를 배치하였으

며 재식거리는 20 × 20 cm 간격을 두었다. 재배 중 살포한

농약은 침투이행성 약제인 살균제 보스칼리드 입상수화제

(boscalid, 47%, 동부한농)와 살충제 루페뉴론 유제(lufenuron,

5%, 영일케미컬)를 사용하였고, 수확 14일전에 1회 일괄적

으로 각각 처리하였다. 해당 농약의 상추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lufenuron은 배추의 안전사용기

준을 적용하였다(KCPA 2011). 시험농약은 상추 잎의 부위

별로 농약이 잔류하는 양상에 대한 뚜렷한 결과를 얻기 위

해 배부식 분무기로 충분히 흘러들어가도록 균일하게 살포

하였고, 10a 당 사용한 약량으로 환산하면 Table 1과 같다.

시료 채취

시험농약 살포 후 약제가 마른 것을 확인하고 3시간 이내

(0일), 1, 2, 3, 4, 5, 7, 8, 10, 12, 13, 14일에 각 처리구별로

4포기씩 생육상태가 균일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각각

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채취한 상추는 P.E. bag에 담아 실험

실로 운반하였고, 상추 잎의 부위별 농약 잔류량 분포를 측

정하기 위한 일정량의 시료를 위해 Fig. 1과 같이 상추는 뿌

리와 줄기를 제거한 잎의 잎자루부터 위쪽으로 3 cm 길이까

지를 잘라 ‘아랫부분’ 시료로 분리하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

지 부분을 ‘윗부분’ 시료로 구분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밀봉하고 시료 분석 전까지 –20oC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또

한, 2013년 구리농산물도매시장으로 출하된 상추 중 잔류농

약이 검출된 적축면 9건, 적치마 4건, 청치마 3건으로 총 16

건을 대상으로 상추 잎을 아랫부분과 윗부분으로 분리하여

Table 1. Application conditions of the pesticides

Pesticide Formulation A.Ia)
 (%) Dilution rate (times) Application amount (L/10a)

Boscalid WGb) 47 1,504 667

Lufenuron ECc) 5 1,000 583

a)A.I, Active Ingredient, b)WG, Water dispersible granule, c)EC, Emulsifiable Concentrate

Fig. 1. Photograph for the leafstalk (end) portion and the fore-
end (upper) portion of lettuce leaves used as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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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잔류량과 수분함량을 조사하였다.

시약 및 기구

농약 표준품은 Dr. Ehrenstorfer (Germany), Wako (Japan)

제품을 사용하였다. 추출 및 정제용 용매로 acetonitrile과

dichloromethane은 Burdick & Jacson와 JT & Bakers

(USA)를 사용하였고, methanol, n-hexane과 acetone은 잔류

농약분석용 Wako (Japan)제품을 사용하였다. 분리·정제용

SPE 카트리지는 GC 분석용으로 florisil (1000 mg/6 mL,

Agilent Technologies, USA), LC 분석용으로 NH2(1000

mg/6 mL, Waters, USA)을 사용하였다.

시료의 분쇄는 Robot Coupe Blixer 5V (MS, USA)를 사

용하였으며, Omni Macro ES homogenizer (Omni inter-

national, USA)를 이용하여 잔류농약을 추출하였다. 감압농

축기는 N-1000 (EYELA, Japan), 농축기는 TurboVap® LV

(Caliper Life Sciences, USA)를 사용하였다.

잔류농약 분석

상추 잎 아랫부분과 윗부분으로 나누어 밀봉 보관한 시료

를 절단한 후 각각 분쇄하였다. 분쇄된 시료 30 g을 식품공

전의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제2법에 따라 추출 및 정제한

후 기기분석 하였다(KFDA 2013). GC 분석 대상 농약에 대

하여 GC-uECD (Agilent 7890, USA)로 정량분석하고, GC-

TOF/MS (Leco Pegasus HT, USA)를 이용하여 정성분석 하

였다. LC 분석 대상 농약은 HPLC-PDA (Waters UPLC,

USA)를 이용하여 정량분석하고, LC-MS/MS (Waters, USA)

를 이용하여 정성분석 하였다. 

작성된 데이터 중 집단 간 유의성 검증을 위해 통계처리

는 SPSS (Statistics 18.0 Professional Pack)을 사용하여 독

립표본검정(t-test)을 실시하였으며, 상호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Pearson’s correlation 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법의 정량한계

분석법의 정량한계(LOQ: Limit of Quantitation)는 분석

기기의 정량한계(S/N = 10)를 측정하고 기기주입량, 최종희

석량, 분석검체량, 희석배수 등을 고려하여 검체 용액 중의

간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아래 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KFDA 2012).

회수율 시험

농약성분의 회수 실험을 위해 시험농약을 살포하지 않은

상추 잎 아랫부분과 윗부분을 각각 30 g을 칭량하고 시험농

약의 표준용액을 각각 0.2 및 2.0 mg/kg의 농도 수준이 되

도록 처리하고 균질하게 혼화한 후 각각 잔류농약 분석을

위한 분석방법과 동일하게 하여 3회 반복 수행하였다.

 

생물학적 반감기 산출

잔류농약의 생물학적 반감기는 kinetic model에 근거하여

소실률이 시간(t)의 경과에 따라 농도(C)에 의존하는 first

order kinetics model에 의하여 Microsoft사의 Microsoft Excel

을 이용하여 회귀 곡선식으로 산출하였다(Park et al. 2005).

수분 측정

상추 잎 아랫부분과 윗부분의 수분함량을 알아보기 위해

식품공전의 상압가열건조법에 따라 분석하였다(KFDA 2013).

미리 가열하여 항량으로 한 칭량접시에 검체 3 g을 달아 뚜

껑을 약간 열어 넣고 105oC의 건조기(DE/T6760, Heraeus,

Germany)에 넣어 4시간 건조한 후 데시케이터 중에서 30분

간 식힌 후 무게를 측정한 후 아래 식을 이용하여 수분량을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상추의 증체율

시험농약 살포 후 경과일별 상추의 증체율은 매 시료채취

시 16포기의 무게를 측정한 후 평균 무게를 산출한 결과, 0

일에는 74.1 g인 것에 비해 14일에는 253.7 g으로 179.6 g

증가하여 3.4배의 증체율을 보였다. 재배기간 중 상추의 수

확일별 평균 무게와 증체율은 Fig. 2와 같다.

회수율과 정량한계 및 검량선

시험농약의 상추 잎 아랫부분과 윗부분의 회수율은 Table 2

LOQ
(mg/kg)

=
기기정량한계(ng) ×최종희석량(mL) ×희석배수

기기주입량(µL) × 분석검체량(g)

수분(%) =

칭량접시와 검체의 무게(g) −건조 후 항량이 되었을 때의 무게(g)

칭량접시와 검체의 무게(g) −칭량접시의 무게(g)

Fig. 2. Growth curves and rate of gain of lettuce during
cultiv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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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boscalid와 lufenuron 등 10종의 농약성분 모두 회

수율 70-120%, 변이계수 20% 이내이었다. 분석법의 정량한

계 0.05 mg/kg 이하의 수준을 만족하였고, 시험농약의 표준

물질을 분석하여 얻은 검량선의 결정계수(R2)는 모두 양호

하였다.

Table 2. Recoveries, LOQ an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of calibration curves for the analytical methods of pesticide residues

Pesticide Portion of lettuce Fortification level (mg/kg) Recovery ± CVa) (%) LOQ R2

Azoxystrobin

The leafstalk portion
0.2 92.0 ± 3.8

0.02 0.9997
2.0 82.4 ± 4.8

The fore-end portion
0.2 82.0 ± 7.9

2.0 80.7 ± 0.9

Boscalid

The leafstalk portion
0.2 86.7 ± 4.6

0.03 0.9999
2.0 89.2 ± 1.4

The fore-end portion
0.2 94.2 ± 2.5

2.0 88.6 ± 0.5

Cyazofamid

The leafstalk portion
0.2 84.3 ± 9.6

0.04 0.9994
2.0 89.1 ± 2.2

The fore-end portion
0.2  77.8 ± 10.8

2.0 85.0 ± 2.8

Dimethomorph

The leafstalk portion
0.2 78.7 ± 8.7

0.03 0.9995
2.0 78.2 ± 9.7

The fore-end portion
0.2 76.1 ± 4.6

2.0 81.7 ± 4.2

Diniconazole

The leafstalk portion
0.2 94.2 ± 3.8

0.03 0.9998
2.0 100.6 ± 6.0

The fore-end portion
0.2 88.4 ± 7.1

2.0 103.2 ± 13.4

Ethaboxam

The leafstalk portion
0.2 86.5 ± 8.2

0.05 0.9981
2.0 85.9 ± 6.2

The fore-end portion
0.2 80.7 ± 6.0

2.0  94.8 ± 13.7

Flutolanil

The leafstalk portion
0.2 99.7 ± 4.5

0.05 0.9987
2.0 96.5 ± 4.5

The fore-end portion
0.2 95.4 ± 8.1

2.0 97.3 ± 6.9

Imidacloprid

The leafstalk portion
0.2 77.4 ± 4.0

0.05 0.9998
2.0 82.8 ± 4.6

The fore-end portion
0.2 73.7 ± 4.2

2.0 93.6 ± 4.5

Lufenuron

The leafstalk portion
0.2 88.8 ± 2.3

0.03 0.9999
2.0 83.0 ± 6.2

The fore-end portion
0.2 93.5 ± 1.5

2.0 90.1 ± 7.0

Procymidone

The leafstalk portion
0.2 88.0 ± 8.3

0.02 0.9994
2.0 94.2 ± 8.9

The fore-end portion
0.2 75.3 ± 4.6

2.0 104.1 ± 2.9

a)Coefficient of variation = (Standard deviation/average)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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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기간 중 상추 잎의 부위별 농약 잔류량 변화

재배기간 중 상추 잎 아랫부분과 윗부분에서 농약성분의

잔류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 boscalid와 lufenuron을 살

포한 후 14일까지 12회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량 변화를 조

사하였다.

Boscalid는 살포 후 0일(3시간)은 상추 잎 아랫부분과 윗

부분에서 잔류량은 18.26 mg/kg, 84.97 mg/kg이었고, 14일

후에는 0.31 mg/kg, 0.37 mg/kg으로 나타났다. 약제 살포 후

12회 조사한 잔류량 변화에 따른 분포는 Fig. 3과 같이 상추

잎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 회귀

식을 산출한 결과는 상추 잎 아랫부분은 y = 16.862e−0.281x

(R² = 0.9364), 윗부분은 y = 167.74e−0.422x(R² = 0.8955)로 나

타났다. 이 식에 의해 산출된 boscalid의 재배 중 생물학적

반감기는 Table 3과 같이 상추 잎 아랫부분과 윗부분에서

각각 2.47일과 1.88일로 나타났다.

Lufenuron은 살포 후 0일(3시간)은 상추 잎 아랫부분과

윗부분에서 잔류량은 0.91 mg/kg, 5.21 mg/kg이었고, 14일

후에는 모두 불검출이었고 13일 후에는 0.06 mg/kg, 0.09

mg/kg으로 나타났다. 약제 살포 후 12회 조사한 잔류량 변

화에 따른 분포는 Fig. 3과 같이 상추 잎 아랫부분이 윗부분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 회귀식을 산출한 결과는 상

추 잎 아랫부분은 y = 0.8301e−0.208x(R² = 0.9472), 윗부분은

Table 3. Regression curves and biological half life of boscalid and lufenuron in the portions of lettuce leaves

Pesticide Portion of lettuce
Regression curve

Half life (day)
Equation R²

Boscalid
 The leafstalk portion  y = 16.862e−0.281x 0.9364 2.47

 The fore-end portion  y = 167.74e−0.369x 0.8955 1.88

Lufenuron
 The leafstalk portion  y = 0.8301e−0.208x 0.9472 3.33

 The fore-end portion  y = 5.3598e−0.320x 0.9626 2.17

Fig. 3. Comparison of residual amounts of boscalid and lufenuron in the leafstalk and the fore-end portion of lettuce leaves during
cultiv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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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various pesticide residual amounts and water contents in the portions of lettuce leaves

Variety (leaf color) No.of cases Pesiticide Residual amount (mg/kg) Timesa) Water content (%)

Jeok-chukmyeon
 (red)

1 Boscalid  3.592b)
 5.064c)

4.33
 92.79c)

 1.170d)  95.28d)

2 Ethaboxam 0.352
0.375

3.44
93.02

0.109 95.79

3 Procymidone 0.537
0.628

1.94
94.10

0.323 95.65

4

Dimethomorph 0.949
1.161

3.15
0.369 92.16

Procymidone 0.097
0.136

2.19
93.73

0.062

5

Dimethomorph 3.321
3.101

4.01
0.773 93.48

Procymidone 0.077
0.064

1.09
94.87

0.059

6 Dimethomorph 1.374
2.074

6.71
92.54

0.309 94.24

7

Dimethomorph 5.366
8.999

11.26
0.799 92.81

Flutolanil 3.471
4.811

10.60
94.79

0.454

8 Procymidone 0.051
0.061

2.91
92.66

0.021 94.24

9 Diniconazole 5.429
2.857

4.15
91.36

0.688 94.55

Jeok-chima
(red)

10 Azoxystrobin 0.957
1.984

2.36
94.28

0.839 94.63

11 Azoxystrobin 1.721
2.613

3.67
93.36

0.712 94.94

12 Ethaboxam 0.437
1.513

4.12
90.45

0.367 93.32

13

Dimethomorph 1.466
3.425

3.24
1.058 92.50

Ethaboxam 1.327
3.258

3.54
93.90

0.920

Cheong-chima
(green)

14

Dimethomorph 2.280
2.562

2.17
1.181 91.95

Procymidone 0.050
0.054

1.38
92.62

0.039

15

Boscalid 0.799
0.412

1.32
0.313 92.27

Cyazofamid 1.329
1.421

3.20
93.72

0.444

16

Imidacloprid 0.579
0.732

2.64
0.277 93.49

Procymidone 0.158
0.152

2.00
94.64

0.076

a)Times = Concentration of the fore-end portion/concentration of the leafstalk portion, b)Whole lettuce leaves, c)The fore-end portion of lettuce
leaves, d)The leafstalk portion of lettuce le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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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5.3598e−0.320x(R² = 0.9626)로 나타났다. 이 식에 의해 산

출된 lufenuron의 재배 중 생물학적 반감기는 Table 3과 같

이 상추 잎 아랫부분과 윗부분에서 각각 3.33일과 2.17일로

나타났다. 회귀식을 산출하여 구한 생물학적 반감기는

boscalid와 lufenuron 모두 상추 잎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길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추 잎 아랫부분에 부착한 농약이

윗부분에 비해 햇빛에 의한 분해와 휘산에 의한 소실 및 증

체에 따른 희석효과 등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요

인으로 추론된다.

유통 상추 잎의 부위별 농약 잔류량 분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구리농산물도매시장 내 출하된

상추 잎의 잔류농약 모니터링결과, 총 1,199건 중 194건

(16.2%)이 검출되었고 이 중 20건(1.7%)이 기준을 초과하였

다. 농약성분별 결과는 procymidone 67회, dimethomorph

46회, endosulfan 36회, boscalid 15회, imidacloprid 13회,

bifenthrin 8회 등으로 35종에서 266회이 검출되었고, 이 중

에서 endosulfan 8회, procymidone 3회, ethaboxam 2회 그

리고 EPN, ethoprophos, fenarimol, flutolanil, kresoxim-

methyl, lufenuron, metalaxyl 각 1회로 10종에서 20건이 기

준을 초과하였다.

재배기간 중 상추 잎 아랫부분과 윗부분에서 boscalid와

lufenuron의 잔류량은 모두 상추 잎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잔류분포 양상은 2013년 잔류농

약이 검출된 상추 중 적축면 9건, 적치마 4건, 청치마 3건으

로 총 16건에서도 boscalid 등 9종의 농약성분, 23회의 결과,

Table 4와 같이 적축면, 적치마, 청치마 모두 잎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농약 잔류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량 당

수분함량을 16건에서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이 상추

잎 윗부분에서 92.70 ± 0.94%, 아랫부분에서 94.43 ± 0.81%

로 상추 잎 아랫부분에서 수분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상추 잎의 부위별 잔류분포 비율은 Table 4와 같이 상추

잎 윗부분이 아랫부분에 비해 1.09-11.26배가 높았고, 그에

대한 분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16건에서 23회 검출된 농

약성분의 상추 잎 전체 잔류농도와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잔

류농도 차이에 대한 배수 간 Pearson’s correlation을 수행한

결과는 Fig. 4와 같이 양의 상관관계(Pearson R = 0.681, p <

0.01)로 나타났다. 또한 상추 잎 전체의 잔류농도를 1.0 mg/

kg 이하(n = 12)과 1.0 mg/kg 초과(n = 11)로 나눈 후 배수의

평균을 구한 결과는 각각 2.38배와 5.17배로 1.0 mg/kg을

초과한 그룹의 배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t-test 실시한 결

과 t-값(자유도)은 11.645, 유의확률은 0.013으로 상추 잎 전

체의 잔류농도 1.0 mg/kg 이하와 1.0 mg/kg 초과한 그룹의

농도 간 윗부분과 끝부분의 농도 배수는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상추 잎 전체의 잔류농도가 낮을수록 잎 윗

부분과 아랫부분의 농도차이가 낮은 양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재배기간 중 상추 잎의 boscalid와

lufenuron의 생물학적 반감기가 상추 잎 아랫부분이 윗부분

보다 길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잔류농약 때문에 상추 잎을 먹기 전 아랫부분을 제거한

후 섭취하는 사람들은 상추 재배 시 농약을 지상부에서 살

포하게 되면 농약 살포액이 상추 잎 위에서 아래로 흘러 아

랫부분에 농약이 모여 잔류량이 높을 것이라 추측한다. 하

지만 본 연구 결과 상추 잎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농약 잔

류량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살포된 농약의 부착

량은 작물의 표면적이나 표면의 성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는데(Jeong et al. 2004), 상추 잎 윗부분은 아랫부분에 비해

수분함량이 적고 주름이 많아 중량 당 표면적이 넓어 농약

의 부착량이 많아져 상추 잎 윗부분이 아랫부분보다 잔류량

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는 농약의 제형에 따른 상

추 잎의 부위별 잔류 분포에 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

다고 사료된다.

Literature Cited

Choi, N. R. (2007) Study on consumption status and preference

Fig. 4. Correlation between the concentrations of whole lettuce leaves and the times of the concentration difference between the fore-
end portion and the leafstalk portion.



60 권순목·최옥경·김기철·김중범·강흥규·조윤식·하진옥·장진호·이병훈·이성남·이선영·강석호·이정복

level for vegetables. The Graduate School, M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 pp. 44-47.

Han, G, D., H. D. Woo and J. K. Lee (2010) Consumer

awareness survey on safety management of pesticide

residue. Food Science and Industry 43(2):24-40.

Han, Y. S., C. I. Kim, J. S. Oh, S. A. Kim, J. H. Jeong, K. H.

Lee, S. K. Lee and M. J. Oh (1999) Reducing effects of

pesticide residue of agricultural products according to

different cooking methods. Res Rep Env Sci Tech

Chungnam Nat’l Univ Korea. 17:1-14.

Jeong, Y. H., J. E. Kim, J. H. Kim, Y. D. Lee, C. H. Lim and J.

H. Hur (2004) The latest Pesticide (Revised). Sigma Press.

pp. 269-271.

KCPA (Korea Crop Protection Association) (2011) Agroche-

micals use guide book. pp. 138, 467.

KFDA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2012) The

practical manual of Analytical Methods for Pesticide

Residues in Foods, 3rd. pp. 78-80.

KFDA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2013) Korea

Food Code. 

Kim, H. J. (2009) Analysis of pesticide residues on agricultural

products in Busan. The Gaduate School, MS thesis,

Gyeongsang Nat’l Univ. pp. 19-20.

Kim, S. W. (2010) A study of taste for vegetables by general

public. Keimyung Reserch Journal 28:87-100.

Ko, B. S., T. H. Jeon, K. S. Jung and S. K. Lee (1996) Removal

effects of organic-phosphorus pesticide residue in lettuce by

washing methods. Korean J. of Rural Med. 21(2):159-171.

Park, D. S., K. Y. Seong, K. I. Choi and J. H. Hur (2005) Field

tolerance of pesicides in the strawberry and comparison of

biological half-lives estimated from kinetic models. The

Korean J. Pestic Sci. 9(3):231-236.

Park, J. H. (2004) A study on understanding and needs of

consumers, producers and distributors regarding good

agricultural practices. Korean Journal of Food Marketing

Economics. 21(4):93-110.

RDA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06) Organic

cultivation manual for lettuce. Organic food technique-1.

pp. 11.

RDA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07) Lettuce

cultivation. Standard farming manual-161. pp. 26.

Shin, Y. K., C. G. Kim and T. Y. Kim (2005) Realty and vision

of envirnomentally friendly agriculture, Agricultural outlook

2005(I);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Seoul city, pp.

115-142.

⊙ ························································································································································································· ⊙

상추 잎의 부위별 잔류농약 분포 특성

권순목*·최옥경·김기철·김중범·강흥규·조윤식·하진옥·장진호·이병훈·이성남·이선영·강석호·이정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구리농산물검사소

요 약 본 연구는 상추의 재배기간 중 살포한 농약이 상추 잎 아랫부분과 윗부분의 잔류분포를 알아보기 위
해 수행하였다. 살균제 boscalid와 살충제 lufenuron을 살포 후 14일까지 12회(0, 1, 2, 3, 4, 5, 7, 8, 10, 12, 13,

14일)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량 변화를 조사하였다. Boscalid는 살포 후 0일(3시간)은 상추 잎 아랫부분과 윗부
분의 잔류량은 각각 18.26 mg/kg, 84.97 mg/kg이었고, 14일 후에는 0.31 mg/kg, 0.37 mg/kg으로 나타났다.

Lufenuron은 살포 후 0일(3시간)은 상추 잎 아랫부분과 윗부분의 잔류량은 각각 0.91 mg/kg, 5.21 mg/kg이었고,

13일 후에는 0.06 mg/kg, 0.09 mg/kg으로 나타났다. 두 약제 살포 후 12회 조사한 잔류량은 모두 상추 잎 아랫
부분이 윗부분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잔류분포 양상은 2013년 잔류농약이 검출된 유통 상추 잎 16건
에서도 boscalid 등 9종의 잔류량 분포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색인어 잔류농약, 상추 잎, 잎의 부위, 보스칼리드, 루페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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