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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sipation constants and half-lives of acaricides etoxazole and flufenoxuron in apples were

calculated to establish their pre-harvest residue limits (PHRLs). The acaricides were sprayed on apples with

single and triple doses based on safe use guidelines, and their residual patterns in the apple were interpreted

using first order kinetics equation. The residual amounts of acaricides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 were

below their maximum residue limits (MRL) for apple. The dissipation constants of acaricides in the apples

were calculated at 0.0788 for etoxazole and 0.0319 for flufenoxuron corresponding to their biological half-

lives; 8.8~21.7 days for etoxazole and 21.7~23.1 days for flufenoxuron. The PHRLs of acaricides in the apple

showed the residual amounts of etoxazole and flufenoxuron at the harvesting date would be below their

MRLs if their residual amounts were less than 0.87 and 0.88 mg/kg, respectively, at 7 days prior to harvesting

the ap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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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내 소비되는 인과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과의

생산량은 2012년에 전년대비 4.0% 증가하여 395천 톤이 생

산되었으며, 전체 생산량의 87% 이상이 경북, 경남 및 충북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2012). 사과의 재배 시 발생되는 병

해충 방제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기준으로 살균제

392, 살충제 340, 제초제 19, 생장조절제 8, 기타 3품목의

농약이 등록되어 있다(Korea Crop Protection Association

2012). 사과에 살포된 농약은 수확물까지 잔류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과의 수확전 농약살포 일수 및 횟수를 의미하는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Kim et al. 2008; Lee et

al. 2009a; 2009b; Park et al. 2009; Hwang et al. 2011), 수

확 후에도 잔류하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잔류

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 MRL)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사과를 재배하기 전에 최종 수확물에서 잔류할 수

있는 농약의 양을 예측할 수 있는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사과를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수확일과 출하시기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성 확

보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Kim et al. 2003; Yu et al. 2011;

Kim et al. 2012).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3-92호

(2013년 4월 5일, 개정) 고시에 따라 농산물의 출하 전 10일

부터 출하일까지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품목별 농약성분들의 감소상수를 산출함으로써 현

재까지 774개의 출하 전 잔류허용기준(Pre-Harvest Residue

Limit, PHRL)이 설정되어 있다.

같은 농약이라도 살포방법, 기상환경, 작물의 형태 등에

의해 잔류양상이 다양할 수 있다(Clavijo et al. 1996;

Kirkwood 1999; Wang and Liu 2007; Ricco et al. 2006).

사과와 같이 표면이 왁스 층으로 되어 있는 작물은 표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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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후 왁스 층을 침투한 농약이 작물체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으며, 작물체에 잔류된 농약은 환경 및 생물학적인 요인

등에 의해 분해 또는 소실될 수 있다. 농약의 소실은 대부분

first order kinetics 식에 의해 해석되고 있으며(Park et al.

2005), 이 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약이 지수적으로 감소

할 때 그 소실되는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경우 사용된

다. First order kinetics에 의해 산출된 감소상수 역시 다양

한 환경적인 요인이나 농산물 및 농약의 이화학적 성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재배환경에서의 시험이 필

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농약인 etoxazole 및 flufenoxuron은 사과

응애, 점박이응애 등의 방제에 많이 사용되는 살응애제이며,

flufenoxuron의 경우 사과굴나방, 잎말이나방 등의 방제에

사용되는 살충제이기도 하다(Korea Crop Protection Associa-

tion 2012). Oxazole계에 속하는 etoxazole과 benzoylurea계

인 flufenoxuron은 각각 비침투성 및 침투성 농약으로 구분

되며, 두 농약 모두 2010~2013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에서 실시된 주요 농산물 중 유해물질 실태조사에서 빈번한

검출율을 나타내었다(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사

용기준에 따라 살포된 etoxazole 및 flufenoxuron 농약의 사

과 중 잔류양상을 조사하고 사과 출하 전 잔류허용기준 설

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농약 및 시약

시험 농약 etoxazole (99.0%)와 flufenoxuron (99.5%) 표

준품은 각각 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Ltd (Japan)

및 Dr. Ehrenstorfer GmbH (Germany)로부터 구입하였고

각 농약의 살포된 제형은 etoxazole 10% 액상수화제[주움,

(주)동방아그로] 및 flufenoxuron 5% 분산성액제[카스케이

드, 성보화학(주)]이었다. 농약의 잔류분석에 사용된 acetone,

acetonitrile, methylene chloride 및 n-hexane은 Burdick &

Jackson Inc. (Muskegon, MI, USA)에서, Sodium chloride

(EP급)와 sodium sulfate (GR급)는 Junsei Chemical Co.

(Tokyo, Japan)에서 구입하였다. Florisil (F9127, 60-100 mesh)

은 Sigma-Aldrich Chemical Co. (St. Louis, MO, USA) 제

품을 사용하였다.

포장시험 설계 및 약제살포

시험사과는 대구광역시 산격동에 위치한 경북대학교 부속

농장 과수원의 노지무대 재배되는 후지 품종으로 하였다.

처리구 당 반복구는 8 m × 2.5 m의 면적이 되도록 3반복 배

치하였으며, 각 처리구 사이에 3 m 간격의 완충대를 설치하

였다. 시험농약은 최종 살포일이 2012년 10월 9일이 되도록

일주일 간격으로 1회 및 3회 살포하였으며, 작물보호제지침

서의 희석배수에 따라 etoxazole은 4,000배, flufenoxuron은

1,000배 희석 후(Korea Crop Protection Association 2012)

동력식 분무기를 이용하여 40 kg/cm2 압력으로 처리구 전체

에 균일하게 살포하였다.

시료채취 및 잔류농약 분석

시료의 채취는 최종 약제살포 2시간 후를 0일차로 하여

0, 1, 2, 4, 6, 8, 10, 12 및 14일차에 일자별로 실시하였으며

한 반복구 당 15개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된 사과시료

는 즉시 실험실로 운반하여 양쪽 꼭지와 심부를 제거하고 4

등분으로 조각내었으며, 시료의 보편성 확보를 위하여 각

개체별 1/4등분씩을 모아 처리구별로 균질화하였다. 균질화

한 시료는 polyethylene bag에 넣은 후 분석 전까지 −20oC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사과 중 시험농약의 잔류분석은 사과시료 25 g을 acetone

100 mL를 가한 후 homogenizer를 이용하여 12,000 rpm에

서 3분간 추출하였다. 추출액을 감압·여과하고 일정량의 증

류수와 포화식염수가 포함된 분액깔때기에 옮겨 dichloro-

methane 50 mL로 2회 분배·추출하였다. 분리된 유기용매

층은 anhydrous sodium sulfate에 탈수시켜 감압·농축한 후

n-hexane 10 mL에 재용해하고 Florisil이 충진된 glass

column (16 mm I.D., 40 cm length)에 정제하였다. Etoxazole

의 정제는 n-hexane으로 미리 활성화시킨 column 상부에

재용해한 시료를 가하고 50 mL n-hexane/ethyl acetate (95/

5, v/v)로 흘려버린 후, 70 mL n-hexane/ethyl acetate (80/

20, v/v)을 이용하여 용출시켰다. 이 용출액을 농축하고 일

정량의 acetone에 재용해하여 DB-5MS[30 m (L.) × 0.25

mm (I.D.) × 0.25 µm (film thickness)]을 장착한 GC-MS

(Shimadzu GC 2010 with GC-MS QP2010 Plus, Japan)로

분석하였다. GC-MS는 electron impact (EI) mode로 이온화

되었으며 selective ion monitoring (SIM) 분석을 위해 선택

된 etoxazole의 fragment ion은 141 및 207 m/z이었다. 반면

에 flufenoxuron의 정제는 활성화된 glass column 상부에 재

용해한 시료를 가한 후 50 mL n-hexan/acetone (95/5, v/v)

로 흘려버리고 80 mL n-hexane/acetone (75/25, v/v)로 용출시

켜 받았다. 이 용출액을 감압·농축한 뒤 일정량의 acetonitrile

에 재용해하고 CAPCELLPAK C18 UG 120[250 mm (I.D.)

× 4.6 mm × 5.0µm] column을 장착한 HPLC-UVD (YoungLin

ACME 9000, Korea)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검출기의

흡광파장은 210 nm이었으며 이동상 용매는 acetonitrile/

water (70/30, v/v)을 사용하여 1.0 mL/min의 유속으로 흘려

주었다. 사과시료 중 각 농약의 잔류량은 0.1~10.0 mg/kg의

표준희석용액을 이용하여 작성된 검량선의 회귀방정식으로

부터 산출하였다. 두 농약의 표준품을 이용하여 해당 분석

기기 중 최소검출량(Minimum Detectable Amount, M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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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고 아래식에 따라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를 산출함으로써 회수율 시험을 위한 농도를 결정하였

다. 사과 중 etoxazole 및 flufenoxuron의 분석법 검증을 위

해 각 농약을 0.2 및 1.0 mg/kg이 되도록 사과에 처리하고

상기의 잔류농약분석법에 따라 회수율 시험을 실시하였다.

LOD (mg/kg) = [MDA (ug) /시료 주입량 (uL)]

× [최종 시료액의 부피(mL) /사과 시료량(g)]

감소상수 및 생물학적 반감기 산출

사과 중 etoxazole 및 flufenoxuron의 감소상수(dissipation

constant, k)는 first order kinetics 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1)

C는 일자별 농약잔류량(mg/kg), t는 경과일자(day), k는

감소상수를 나타낸다. 시간에 따른 농약의 잔류량 변화를

산출하기 위하여 (1)의 식을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2)식에서 C(t)는 t시간에 농약의 잔류량(mg/kg), C0는 초기

시간에 농약의 잔류량(mg/kg)을 의미한다.

(2)

포장에서 시험된 각 농약의 일자별 잔류데이터를 이용하

여 감소그래프를 작성하고 first order kinetics에 의한 지수

감소식(exponential dissipation equation)을 유도함으로써 위

식의 k 값을 산출하였다. 일자별 농약잔류량 감소그래프는

SigmaPlot 10.0 v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얻었으며 산출된

k 값을 (3) 및 (4)의 식에 대입함으로써 생물학적 반감기

(biological half-life, T)를 산출하였다.

(3)

(4)

출하 전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사과의 출하 전 농약 잔류허용기준(Pre-Harvest Residue

Limit, PHRL)은 식 (5)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5)

여기에서 Md는 출하 전 농약 잔류허용기준(mg/kg), Mh는

출하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mg/kg), k는 감소상수, d는 출

하 전 일자(day)를 의미한다. 사과 중 출하일의 잔류허용기

준(Maximum Residue Limit, MRL)은 etoxazole의 경우

0.50 mg/kg, flufenoxuron의 경우 0.70 mg/kg이었으며(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3), 앞서 얻어진 감소상수를

대입하여 사과의 출하전 일자별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치를

산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시험기간 중 기상조건 및 사과의 증체율 

농약의 작물 잔류에 있어 작물체의 표면상태는 살포된 농

약의 표면 부착량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고, 작물의 생

육기간 중 무게 변화는 농약의 농도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

요한 요인들이다(Lee et al. 2004; Na et al. 2013; Hwang

and Kim 2013). 시험기간 중 사과의 무게변화는 Fig. 1과

같았으며, 일자별로 측정된 사과의 무게를 Tukey-test를 이

용하여 95% 신뢰수준에서 유의성 검정한 결과 시간의 경과

에 따라 사과의 무게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 서서히 증

가하였다. 하지만 사과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박과류나

엽채류에 비하여 증체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Kim

et al. 2002; Lee et al. 2005; Lee et al. 2009b; Kim et al.

2012; Hwang and Kim 2013), 본 연구에서의 사과무게 변

화 역시 미미한 수준으로 두 농약의 잔류에 큰 영향을 미치

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시험기간 중 포장의 평균온도

및 습도는 각각 15.6 ± 1.5oC와 53.6 ± 8.2%이었다.

회수율 및 검출한계

Etoxazole 및 flufenoxuron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Table 1

에 나타내었다. 정량분석을 위한 각 농약별 표준검량선의

직선회귀식은 Table 2과 같으며, 두 농약의 검량선은 상관

계수(R2) 값이 0.9997~0.9999로 상당히 양호한 직선성을 나

타내었다. Table 3에서와 같이 사과 중 각 농약의 회수율은

79.5~104.2%로 나타나 잔류농약분석 기준인 70~120% 이

내의 회수율을 만족하였으며, 분석기기에 대한 MDA 및

dC dt⁄ k C[ ]
1

×–=

C t( ) C
0

e
kt–

×=

1

2
---C

0
C
0

e
k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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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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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h

e
kd

×=

Fig. 1. Weight changes of harvested apples during experi-
mental period. The line in the boxes is each median; the boxes

are between the 25th and the 75th percentile; whiskers extend to

95th percentile of the measured weights; the closed cyclic
symbols indicate the highest weight. The mean apple weights
with different italic word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Tukey-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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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D는 각각 0.1 ng 및 0.01 mg/kg로 산출되어 사과 중 두

농약의 고감도 잔류분석이 가능하였다.

Etoxazole 농약은 기기에 대한 감도와 선택성을 고려하여

GC-MS로 분석하였으며 total ion chromatogram (TIC) 및

electron impact (EI) mass spectrum은 Fig. 2와 같다. 사과

중 etoxazole과 flufenoxuron의 회수율시험 결과 크로마토그

Table 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etoxazole and flufenoxuron

Pesticide Etoxazole Flufenoxuron

Structure

Chemical name
1-[4-(2-chloro-α,α,α-trifluoro-p-tolyloxy)-2-fluorophe-
nyl]-3-(2,6-difluorobenzoyl)urea carbonyl]-2,6-difluo-
robenzamide

(RS)-5-tert-butyl-2-[2-(2,6-difluorophenyl -4,5-dihydro-
1,3-oxazol-4-yl]phenetole

Solubility

In water 0.0186 (pH 4), 0.00152 (pH 7), 0.00373 (pH 9) 
mg/L (25oC).
In xylene 6, n-hexane 0.11, cyclohexane 95, dechlo-
romehtane 18.8, methanol 3.5, acetone 73.8 (all in g/L, 
25oC).

In water 75.4 µg/L (20oC).
In acetone 300, methanol 90, ethanol 90, cyclohexanone 
500, tetrahydrofuran 750, acetonitrile 80, ethyl acetate 
250, xylene 250, n-hexane 13, n-heptane 13 (all in g/L, 
20oC).

Stability

Stable ≤ 190oC; to natural sunlight; thin film on glass 
stable > 100 h in simulated sunlight. DT50 11 d (ambient 
in water). On hydrolysis (25oC), DT50 112 d (pH 5), 104 
d (pH 7), 36.7 d (pH 9), 2.7 d (pH 12) (all 20oC)

DT50 9.6 d (pH 5), c. 150 d (pH 7), c. 190 d (pH 9) (all 
20oC) (EU Review Reports). No decomposition after 30 d 
(50oC).

Table 2. Linear equations and coefficients of correlation (R2)
obtained from calibration curves of etoxazole and flufenoxuron

Pesticide Slope Intercept R2

Etoxazole 20,569 2,212 0.9997

Flufenoxuron 1,292 717 0.9999

Table 3. Recoveries and limits of detection (LOD) for etoxazole and flufenoxuron in apples

Pesticide
Fortification level

(mg/kg)

Recovery (%) MDAb)

(ng)
LODc)

(mg/kg)1 2 3 Meana) ± SD

Etoxazole
0.2 103.0 97.5 79.5   93.3 ± 12.3

0.2 0.02
1.0 92.5 99.1 88.0   93.2 ± 5.6

Flufenoxuron
0.2 101.4 102.6 101.3 101.8 ± 0.7

1.0 102.5 103.6 104.2 103.4 ± 0.9

a)Mean of triplication; b)MDA, Minimum Detectable Amount; c)LOD, Limit of Detection

Fig. 2. GC-MS total ion chromatogram (TIC) and electron impact (EI) mass spectrum of etoxaz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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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은 Fig. 3 및 4에 각각 나타내었으며, 두 농약의 머무름

시간에 간섭피크는 존재하지 않았다.

사과 재배기간 중 농약잔류량 변화

사과의 재배기간 중 etoxazole 및 flufenoxuron의 잔류양

상은 Fig. 5와 같았다. Etoxazole 농약은 1회 처리구에서 2

시간 만에 최대 0.16 mg/kg까지 잔류하였으나, 농약살포 14

일 후에는 잔류량이 0.05 mg/kg까지 감소하였다. 반면에 3

회 처리구에서는 시험기간 내에 0.10~0.24 mg/kg의 잔류량

을 보이며 1회 처리구보다 다소 높은 잔류량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etoxazole의 잔류량은 살포된 횟수가 3배 증가하여

도 사과 중 MRL인 0.50 mg/kg 이하로 나타나 안전한 수준

이었다. Malhat 등(2013)은 사과 중 etoxazole의 시간에 따른

잔류량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etoxazole 입상수화제(10%)

를 4,000배 희석하여 살포한 후 일자별 사과 수확물의 잔류

농약분석을 실시한 결과, 살포 2시간 후 수확한 사과에서

Fig. 3. Chromatograms of etoxazole recovery in apples analyzed using GC-MS. ((A); 10 mg/L of etoxazole standard solution, (B);
control, (C); recovery at 1.0 mg/kg).

Fig. 4. Chromatograms of flufenoxuron recovery in apples analyzed using HPLC-UVD ((A); 10.0 mg/L of flufenoxuron standard
solution, (B); control, (C); recovery at 1.0 mg/kg).

Fig. 5. Dissipation behaviors of etoxazole (A) and flufenoxuron (B) in apples sprayed with single or triple doses.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s of triplication. The mean residual amounts of pesticides with different italic word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Duncan’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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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mg/kg의 최대 잔류량을 확인하였으며 15일 경과 후에

는 0.02 mg/kg까지 소실되는 것을 확인하였다(Malhat et al.

2013). 이와 비교하여 본 시험에서 측정된 etoxazole의 사과

중 잔류량은 3회 살포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험기간 동안

0.25 mg/kg 이하의 낮은 잔류량을 보여주었다. 시험기간 중

flufenoxuron의 사과 중 잔류양상은 1회 및 3회 처리구에서

각각 0.12~0.23 mg/kg 및 0.32~0.61 mg/kg으로 나타나 3회

처리구의 잔류량이 1회 처리구에서 보다 약 2.6배 더 높았

다. 하지만 flufenoxuron의 사과 중 잔류량도 두 처리구 모

두에서 MRL 0.70 mg/kg 이하로 나타나 안전한 수준이었다.

사과 중 두 농약의 잔류량은 etoxazole의 경우 약 71%,

flufenoxuron의 경우 43%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

러한 결과를 이용하여 first order kinetics에 근거한 사과 중

생물학적 반감기를 산출하였다. Etoxazole의 생물학적 반감

기는 1회 및 3회 처리시 각각 8.8 및 21.7일이었으며,

flufenoxuron의 경우 21.7 및 23.1일로 나타나 두 농약간에

서로 다른 소실양상을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문

헌에서는 etoxazole의 반감기를 생두에서 2.45일, 생두깍지

에서 3.13일, 생두잎에서 2.73일, 사과에서 2.63일, 딸기에서

3.13일로 보고한 바 있으며(Malhat and Hassan 2011; Malhat

et al. 2013), flufenoxuron의 반감기를 복숭아에서 4.9~7.1일,

포도에서 64.2일로 보고한 바 있다(Moon et al. 2013; Likas

and Tsiropoulos 2011). 본 연구에서 산출된 사과 중 etoxazole

의 반감기는 다른 문헌들에서 조사된 반감기보다 다소 더

긴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flufenoxuron의 반감기는 과실의

생육형태가 다른 포도에 비해서는 짧았으나 복숭아에 비해

서는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감기의 차이는 사과

를 재배하는 지역의 기상환경 차이 또는 시험된 작물의 특

성차이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출하 전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감소상수 산출

사과 재배기간 중 etoxazole 및 flufenoxuron의 감소상수

가 산출되었다. 감소상수는 시험된 각 농약별 잔류데이터를

first order kinetics의 지수감소식에 대입함으로써 얻어졌다.

1회 살포 후 etoxazole의 감소상수는 0.0788, flufenoxuron

은 0.0319로 나타났으며, 산출된 감소상수들은 사과의 출하

전 농약 잔류허용기준(PHRL)을 설정하기 위한 입력데이터

로 사용되었다. PHRL은 출하 시에 농약 잔류량이 MRL을

초과하지 않도록 출하 전 10일간의 농약 잔류량을 사전에

예측하여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Kim et al. 2013). 비록 본

시험에서의 두 농약의 잔류량은 시험기간 중 모두 MRL 이

하로 나타났으나, 일반적으로 작물 재배기간 중 살포된 농

약은 이화학적 성질, 제제형태, 원제함량, 살포방법 또는 재

배기상 등에 따라 그 잔류양상이 상이하므로 다양한 조건에

서 시험된 잔류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농약의 감소상수를 산

출하고 PHRL을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Hwang et al.

2012).

사과 중 etoxazole 및 flufenoxuron의 PHRL을 산출하기

위하여 각 농약의 MRL값인 0.50 및 0.70 mg/kg을(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3) 출하일에서의 잔류량으로

대입하고 감소상수에 의한 일자별 잔류량을 예측하였다. 사

과 중 두 농약의 PHRL은 Table 4와 같았으며, 안전사용기

준에 의거한 농약살포 시 사과 출하 일주일 전 잔류량이

etoxazole은 0.87 mg/kg 이하, flufenoxuron은 0.88 mg/kg

이하이면 출하 시 농약의 잔류량이 MRL 이하일 것으로 예

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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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과 중 살응애제 etoxazole 및 flufenoxuron의 출하 전 잔류허용기준(PHRL)을 설정하기 위해 각 농약의

생물학적 반감기와 감소상수가 산출되었다. 안전사용기준의 희석배수에 따라 조제된 각 농약을 사과에 대하여 각각

1회 및 3회 살포한 후 사과 중 일자별 잔류량을 조사하였으며, 잔류시험 결과들은 first order kinetics의 지수감소식에

대입되었다. 시험기간 중 두 농약의 잔류량은 모두 잔류허용기준(MRL)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사과 중 생물학적 반

감기를 조사한 결과 etoxazole의 경우 1회 처리구에서 8.8일, 3회 처리구에서 21.7일로 나타났다. 반면에

flufenoxuron은 1회 처리구에서 21.7일, 3회 처리구에서 23.1일로 나타나 etoxazole 보다 반감기가 더 길었다. 사과

중 각 농약의 감소상수는 etoxazole은 0.0788, flufenoxuron은 0.0319이었으며, 산출된 감소상수들을 대입하여 PHRL

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한 농약살포 시 출하 일주일 전 농약의 잔류량이 etoxazole은 0.87 mg/

kg, flufenoxuron은 0.88 mg/kg 이하이면 출하 시 잔류량이 MRL 이하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색인어 사과, 반감기, 감소상수, etoxazole, flufenoxu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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