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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ransfer pattern of chlorpyrifos present in soil to cucumber plants were assessed and reported
with plant growth, concentration dependency, and duration. Cucumber seedlings cultivated in a growth
chamber for 30 days and a greenhouse for 120 days. Weight and length of cucumbers cultivated in the
chamber increased with the increasing time, while the uptake of chlorpyrifos by cucumber increased a period
from 0 to 15 days and decreased after 15 days. Uptake rates of chlorpyrifos into a cucumber plant were 1.0~
1.3% to initial amounts treated with 20 and 40 mg/kg to soil. Most chlorpyrifos residues were detected in
root, followed by stem and leaf. Results of the greenhouse test showed that chlorpyrifos amounts in
cucumber fruits were present less than LOQ (0.02 mg/kg), and chlorpyrifos was mainly found in the root of
the cucumber plant. Chlorpyrifos absorbed in a cucumber under greenhouse condition was smaller than that
in chamber condition as 0.03~0.04%. Degradation patterns of chlorpyrifos in soils were similar during indoor
and outdoor tests with half-lives of 25.8~73.0 days. These results may be useful for establishing the
management strategy of residual pesticides in soi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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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안전한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상부에서 살포되는

농약은 안전사용기준이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

리하고 있으나(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2;

Korea Crop Protection Association 2014), 토양으로부터 흡

수되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유무는 토양에 잔류된 농약이

정확히 얼마나 흡수되어 작물의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토양에 직접 혼화 또는 관주 처리되는

농약에는 chlorpyrifos, cadusafos, tolclofos-mehtyl 등이 있

으며 이들 제품의 함량은 2~50%로 상당히 고농도의 약제도

있어 토양오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Korea Crop Protec-

tion Association 2014). 현재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는 중금속 8종을 포함한 총 21종의 물질을 토양오염물질 조

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Ministry of Environment 2014), 유

기인화합물을 제외한 농약은 조사항목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양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된 농약은 장기간 잔류

하여 재배되는 작물체내로 흡수·이행될 수 있다(Paterson

and Mackay 1994). 실제로 국내 유통되는 친환경 유기농산

물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문제를 보고한 바 있으며(Kim et

al. 2011; Ahn et al. 2012), 이는 토양 중 잔류하는 농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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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체내로 흡수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작물의 뿌리를 통해

흡수된 농약은 물관과 체관을 따라 작물체 전역으로 이행되

며 가식부로 이동한 농약은 의도하지 않은 부적합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작물, 토양 및 농약의 특성을 고려

한 토양 잔류농약의 작물 흡수·이행성 평가를 통해 토양 중

잔류농약의 안전관리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유기인계 살충제 chlorpyrifos는 진딧물류, 나방류, 깍지벌

레류 등과 같은 다양한 해충의 방제를 위해 광범위하게 사

용된다(Singh et al. 2011). Chlorpyrifos의 물에 대한 용해도

는 1.4 mg/L로 낮은 편이며, log Kow 값은 4.7로 높은 편이

기 때문에 토양 중에 잔류할 시 이동성이 낮다(Macbean
2012;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2014). 또한 다른 농약에 비해 휘발성이 높아 온실과 같은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휘산이 용이하지만 토양 중 반감기가

하루 미만에서부터 100일 이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경우

에 따라 토양잔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Fang et al. 2006).

본 연구는 작물재배 토양에 잔류된 농약의 작물에 대한

흡수 이행 정도와 작물 내에서의 분포양상을 파악하여 작물

에 대한 안전성 유무를 평가함으로써 토양내 유해오염물질

의 작물 재배 기준 설정에 참고하고자 농약으로는 유기인계

살충제로서 비교적 잔류가 많이 되는 chlorpyrifos를 선정하

였으며 작물로는 흡수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오이를 선

정하여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농약 및 시약

Chlopyrifos (97.0%) 표준품은 Dow AgroSciences (India-

napolis, IN)로부터 구입하였으며, 포장시험을 위한 chlor-

pyrifos 25% 수화제는 동부팜한농㈜ 제품을 사용하였다. 시

험 농약의 구조와 물리화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잔류

농약 분석에 사용된 acetone, methylene chloride, ethyl

acetate 및 n-hexane은 Burdick & Jackson Inc. (Muskegon,

MI)로부터, florisil (F9127, 60-100 mesh)은 Sigma-aldrich

Chemical Co. (St. Louis, MO)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

다. Sodium chloride (EP급)와 sodium sulfate (GR급)는

Junsei Chemical Co. (Tokyo, Japan)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였다.

토양 및 오이

실내시험을 위한 토양은 경상북도 군위군에 위치한 경북

대학교 부속농장의 밭토양으로부터 0~15 cm 표토층을 채취

하였다. 채취한 토양은 즉시 그늘에서 풍건하여 2 mm 체에

통과시킨 후 포트시험 전까지 그늘에서 보관하였다. 유기물

함량, pH, EC 및 입자분포 등의 토성은 농촌진흥청 토양분

석법(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00)에 따라 3회

반복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오이는 흑종-반짝이 품종으로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에

위치한 오이 육묘장으로부터 8~10 cm 길이와 일정한 엽면

적의 유묘를 선별하여 구입하였으며, 구입한 오이유묘는

26 ± 2oC 온도 및 75 ± 5% 습도의 생장상(JSPG-1500C, JS

Research Inc., Korea)에서 3일간 적응시켰다. 적응기간 중

생장상 내부에는 약 30,000 lux의 빛을 하루 12시간씩 조사

하였으며 수분은 상토가 마르지 않도록 충분히 공급하였다.

실내시험

Chlorpyrifos가 처리된 토양시료 조제를 위하여 acetone에

용해된 표준용액을 토양 중 20 및 40 mg/kg 농도가 되도록

처리하였다. 조제된 토양시료는 예비시험을 통해 농약이

95% 이상 균질하게 혼합되었음을 확인하고 포트시험에 사

용하였다. 정사각 포트(7.5 × 7.5 × 7.5 cm)의 바닥에 여과지

(Whatman No.2, UK)를 놓고 조제된 토양시료 200 g을 칭

Table 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chlorpyrifos

Chlorpyriofos

Chemical
structure

Chemical
name

O,O-diethyl O-3,5,6-trichloro-2-pyridyl 
phosphorothioate

Molecular formula C9H11Cl3NO3PS

Molecular
Weight

350.6

Log Kow 4.7

Solubility

In water 1.4 mg/L (25oC).
In acetone 6,500, chloroform 6,300, 
diethyl ether 5,100, methanol 450

(all in g/kg, 25oC).

Table 2.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tested soils

Sampling
site

Soil
texture

pH
(1 : 5)

Exchangeable cations
(cmolc/kg) OMa)

(g/kg)
ECb)

(dS/m)
Particle distribution (%)

K Ca Mg Sand Silt Clay

GWc) Sandy loam 5.6 ± 0.1 1.0 ± 0.0 3.0 ± 0.1 0.3 ± 0.0 17.2 ± 0.5 8.8 ± 0.2 58.3 ± 0.7 33.7 ± 1.2 8.0 ± 0.9

WGd) Sandy loam 6.3 ± 0.1 1.4 ± 0.6 16.4 ± 0.2 4.3 ± 0.4 37.0 ± 1.3 9.2 ± 0.4 55.0 ± 2.4 40.3 ± 0.8 4.7 ± 0.4
a) OM, organic matter; b) EC, electrical conductivity; c) GW, soil sampled in Gunwi region; d) WG, soil sampled in Waegwa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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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하여 채운 뒤 오이유묘를 정식하였다. 정식된 포트는 즉

시 생장상으로 옮겨졌으며 토양수분을 80%로 유지하기 위

하여 매 12시간마다 100 mL의 수분이 공급되었다. 생장상

내부의 온도, 습도 및 광조사 시간은 오이유묘의 생장상 적

응조건과 동일하였다. 농약이 처리되지 않은 대조구와 오이

를 정식하지 않은 대조구가 함께 비교되었으며, 처리구당

12개의 포트가 시험되었다. 시료는 오이정식 후 15 및 30일

에 수거하였으며, 실내시험기간 중 오이열매는 생성되지 않

았다. 수거한 시료는 토양과 오이시료로 구분하고, 토양시료

는 그늘에서 풍건하여 2 mm로 체질하였으며 오이시료는 흐

르는 물에 뿌리를 세척하여 물기를 제거하였다. 오이시료는

뿌리, 줄기 및 잎으로 분리한 후 각 부위의 무게와 길이를

측정하여 균질하게 분쇄하였다. 토양 및 오이 부위별 시료

는 잔류농약 분석 전까지 −20oC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실외시험

시험포장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에 위치한 2,160 m2

면적의 오이 시설재배 하우스 중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였

다. Chlorpyrifos가 처리된 토양을 조제하기 위해 chlorp-

yrifos 25% 수화제 2.4 및 4.8 g를 2 L의 물에 녹여 30 ×

100 cm의 토양 표면적에 고르게 살포한 후(20 및 40 mg/kg

농도 해당) 지표에서 약 10 cm 깊이까지 균질하게 혼화하였

다. 농약처리 12시간 후 실내시험에서 사용된 품종과 동일

한 오이 유묘를 한 시험구당 3주씩 40 cm 재식간격으로 정

식하고 농가의 관행적인 방법에 따라 재배하였다. 시험기간

중 동일한 농약의 추가적인 살포는 하지 않았다. 토양시료

는 농약살포 3시간 후를 0일로 하여 0, 30, 60, 90 및 120일

까지 일자별로 매회 1 kg 이상씩 채취하였으며 채취 즉시

그늘에서 풍건 후 2 mm 체로 체질하였다. 채취된 무처리

토양시료 중 일부는 토성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실내시험 토

양의 토성분석방법과 동일하게 분석하였다. 오이열매의 수

확은 정식 후 60일부터 가능하였으며 10일 간격으로 120일

까지 총 6회에 걸쳐 균일한 크기의 열매를 수확하였다. 또

한 오이의 부위별 분석을 위하여 최종 수확일인 120일 후에

오이 전체를 수거하여 뿌리, 줄기 및 잎으로 분리하였다. 분

리된 뿌리시료는 분석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흐르는 물에

토양 잔류물을 씻어 준 후 물기를 제거하였다. 수거한 모든

오이시료는 부위별로 무게와 길이 등을 측정하고 균질하게

분쇄 후, 체질한 토양시료와 함께 −20oC 냉동고에 잔류농약

분석 전까지 보관하였다. 하우스 시설 내 평균 온도와 습도

는 각각 24.9 ± 1.16oC 및 63.6 ± 2.37%이었다.

Chlorpyrifos의 잔류분석

토양 또는 오이부위별 시료 10 g (뿌리는 5 g 사용)에 80

mL acetone을 가하여 토양시료는 shaking incubator에서 30

분간 진탕·추출하고 오이시료는 homogenizer로 12,000

rpm에서 3분간 마쇄·추출하여 dichloromethane으로 2회 분

배·추출하였다. 분리된 유기 용매층은 anhydrous sodium

sulfate 층에 탈수시켜 받아 감압·농축하고 florisil이 충진된

glass column (16 mm, I.D.)에서 60 mL n-hexane/acetone

(95/5, v/v)로 정제하였다. 정제한 시료는 감압·농축하여 2.0

mL acetone에 재용해하고 DB-5MS[30 m (L.) × 0.25 mm

(I.D.) × 0.25 µm (film thickness)] capillary column을 장착

한 GC-MS(Shimadzu GC 2010 with GC-MS QP2010 Plus,

Japan)로 분석하였다. Electron impact (EI) mode로 이온화

된 chlorpyrifos의 mass spectrum으로부터 258 및 314 m/z

의 fragment ion을 선정하여 GC-MS selective ion moni-

toring (SIM) 분석을 실시하였다. 0.2~10.0 mg/kg의 표준희

석용액을 이용하여 작성된 검량선의 직선회귀식으로부터 각

시료 중 chlorpyrifos의 잔류량을 산출하였다.

토양 잔류데이터 분석

토양 중 chlorpyrifos의 생물학적 반감기(biological half-

life, T)는 first order kinetics에 따라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

되었다.

위 식에서 Ct는 t시간에 농약의 잔류량(mg/kg), C0는 초기

시간의 농약의 잔류량(mg/kg), k는 감소상수를 나타내며 이

식은 다시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포트시험을 통해 분석된 토양 중 chlorpyrifos의 일자별

잔류량 그래프는 SigmaPlot 10.0 v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얻어졌으며 이 그래프로부터 지수감소식을 유도해냄으로써

k 및 T 값을 산출하였다.

결과 및 고찰

Chlorpyrifos의 잔류분석법

오이 및 토양 시료 중 chlorpyrifos의 잔류분석 방법은 다

음과 같이 확립되었다. Chlorpyrifos는 GC-M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검량선의 상관계수(R2) 값은 0.999 이상으로

양호한 직선성을 나타내었으며, 회수율은 85.4~103.9%로

나타나 잔류농약분석 기준인 70~120% 이내를 만족하였다.

기기 분석시 최소검출량(Minimum Detectable Amount,

MDA)은 0.1 ng이었으며, 오이 부위별 시료와 토양시료에

대한 정량한계(Limit of Quantitation, LOQ)는 0.02 mg/kg

(뿌리시료는 0.04 mg/kg)이었다. 또한 GC-MS로 분석된 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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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토그램 상에 간섭피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확립된 잔

류분석법을 이용하여 수거된 시료의 분석을 3반복 실시하

였다.

오이생육

오이생장과 오이로 흡수된 농약의 분포양상의 관계를 이

해하기 위해 시험기간 중 오이부위별 길이 및 무게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재배된 오이(n = 12)의 길이와

무게를 측정한 평균치에 대한 표준편차의 변이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CV)는 오이 길이에 대해 13.0~

26.2%, 무게에 대해 10.9~30.5%이었으며, 측정된 평균값을

이용하여 생육변화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Fig. 1a에서와 같

이 오이 뿌리와 줄기의 길이는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

히, 줄기부의 길이가 정식 후 15일까지 약 1.8배 증가하였다.

이 기간에 잎의 수 역시 약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또한

Fig. 1b에서와 같이 오이 부위별 무게는 오이 생장과 함께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정식 후 30일까지 뿌리는 약 1.7배, 줄

기와 잎은 약 1.9배 증가하였다. 하지만 정식 후 15~30일

사이에 오이의 길이 및 무게 변화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생

장상 조건하에서 재배된 오이유묘는 정식 후 15일까지 빠르

게 생육하여 토양에 잔류하는 chlorpyrifos 농약을 상당량

흡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이후 30일 경과까지는 그

흡수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물체 중 농약의

잔류양상은 토양이나 기상변화 등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뿐

만 아니라, 작물체의 성장속도와 생육정도에 따라 큰 차이

를 보인다(Marin et al. 2003; Ricco et al. 2006; Hwang
and Kim 2013; 2014).

실내시험

토양 중 서로 다른 농도로 처리된 chlorpyrifos가 오이 뿌

리로부터 흡수·이행된 양을 조사하기 위해 생장상 내에서

재배한 오이 및 토양 시료를 일자별로 수거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평균 잔류량에 대한 CV (%)

값은 20% 미만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오이를 재배한 토

양 중 chlorpyrifos의 잔류량은 30일만에 두 처리구 모두에

서 24.5~37.3% 감소하였다. 반면에 오이를 정식하지 않은

대조구 토양에서는 39.1~55.5%의 더 빠른 감소율을 보여주

었다. 이는 오이를 정식하지 않은 토양에서는 농약의 휘발

이 더 활발해지는 반면, 오이를 정식한 토양에서는 오이뿌

리에 의해 농약의 용탈작용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

Fig. 1. Length (a) and weight (b) of each part of cucumber plant during the indoor test period.

Table 3. Time-dependent residual amounts of chlorpyrifos in cucumber plants cultivated on the artificially treated soil under growth
chamber conditions

Pesticide Treated level
(mg/kg)

Passed time
(day)

Residue amounta) (mg/kg)

Plant part Soil

Leaf Stem Root Whole Controlb) Sample

Chlorpyrifos

20

0 -c) -c) -c) -c) 18.4 ± 0.62 18.8 ± 0.49

15 0.3 ± 0.04 0.5 ± 0.05 28.5 ± 1.90 4.1 ± 0.26 16.0 ± 0.40 17.5 ± 0.09

30 0.2 ± 0.04 1.5 ± 0.23 17.5 ± 0.57 3.0 ± 0.09 11.2 ± 0.79 14.2 ± 0.14

40

0 -c) -c) -c) -c) 34.6 ± 0.68 37.3 ± 0.75

15 0.4 ± 0.02 4.5 ± 0.40 56.7 ± 1.59 8.7 ± 0.28 14.2 ± 0.53 25.4 ± 1.18

30 0.1 ± 0.01 2.9 ± 0.20 48.5 ± 1.10 6.8 ± 0.03 15.4 ± 0.35 23.4 ± 0.78
a) Mean of triplication ± SD; b) Soil spiking only pesticide without cucumber plant; c) No experiment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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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된다. Lee 등(2012)은 사시나무와 버드나무를 심어 토양

중 잔류하는 chlorpyrifos를 대조구보다 최대 2~10배 더 많

이 흡수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으나 이 결과는 본 연구와 상

반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토양에 처리한 농도가 높을

수록 chlorpyrifos의 감소속도가 더 빨랐으며 이는 토양에

흡착되지 못한 농약이 첨가된 수분에 의해 용탈되었을 가능

성도 보여준다. 오이체내로 흡수된 농약의 양도 토양에 처

리된 농도에 따라 더 증가하여 20 mg/kg 처리된 토양에서

재배된 오이는 15일 만에 평균 4.1 mg/kg의 농약을 흡수하

였으며, 40 mg/kg으로 처리된 토양에서 재배된 오이는 약

두 배가 높은 8.7 mg/kg의 농약을 흡수하였다. 이는 토양에

처리된 chlorpyrifos의 1.0~1.3%가 시험기간 중 오이체내로

흡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토양 잔류농약의 작물

흡수·이행량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하지

만 오염된 토양 중에서 계속적으로 재배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오이체내로 흡수된 농약은 정식 15일 후부터 감소하여

30일 후에 최대 26.8%까지 감소하였다. 오이체내로 흡수된

농약의 감소는 작물체내 대사에 의한 분해, 작물 성장에 의

한 희석, 증산작용에 의한 옆면에서의 소실, 농약고유의 분

해성질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Collins et al. 2006; Lee et

al. 2012; Fantke and Juraske 2013; Lu et al. 2014).

오이의 각 부위별 chlorpyrifos의 잔류분포는 Fig. 3에서

와 같이 뿌리에서의 잔류량이 전체 흡수된 양의 75.2~

91.7%로 가장 높았으며 줄기에서 5.3~22.2%, 잎에서 0.9~

3.0%로 그 다음 순이었다. 20 mg/kg 처리구에서 오이체내

로 흡수된 농약은 15일 경과까지 대부분 뿌리에 잔류하다가

30일 경과 후 그 잔류량이 0.6배 감소하였다. 하지만 줄기에

서의 잔류량은 초기에 비해 3.1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토양 중 계속되는 농약소실에 의해 뿌리로 흡수가능한

농약이 감소하고 동시에 뿌리에 잔류하던 농약이 줄기부로

이동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식 후 15~30일 사이 잎의

수와 무게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잎에서의

잔류량이 0.6배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줄기

에서 이동한 농약이 증산작용에 의해 잎에서 소실되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40 mg/kg 처리구에서는 흡수된 농약이 시

간의 경과와 함께 뿌리에서 14.5%, 줄기와 잎에서 각각

37.0 및 61.4% 감소하였다. 하지만 정식 후 15 및 30일에

오이 한 개체가 흡수한 농약을%비율로 비교하면, 초기 처리

된 농약의 1.0~1.2%가 흡수되어 시험기간 중 오이 한 개체

의 chlorpyrifos 잔류량은 비슷했다. 따라서 오이가 토양 중

과량의 chlorpyrifos에 노출되었을 때, 뿌리로부터 흡수된 농

Fig. 2. Translocation and distribution of chlorpyrifos absorbed from soil to cucumber during the indoor test (a: 20 mg/kg; b: 40 mg/
kg).

Fig. 3. Time-dependent distribution of chlorpyrifos in a cucumber plant cultivated on the contaminated soil with 20 (a) and 40 mg kg−1

(b) of concentrations during the indoo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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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시간에 따라 부위별로 서로 다르게 분포하지만 한 개

체 안에서는 일정한 농도를 유지함을 알 수 있다.

실외시험

실제 오이재배 포장에서 토양으로부터 흡수이행 된

chlropyrifos의 잔류양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외시험을 실

시하였다. 실외시험 전 예비시험을 통해 토양에 처리된

chlorpyrifos의 초기 잔류량이 20.4 및 39.6 mg/kg으로 잘 혼

화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토양 중 농약의 분해양상은 Fig.

4와 같이 나타났다. 포장에 처리된 chlorpyriofs 대부분은 시

험기간 중 분해 또는 소실되어 120일 경과 후에 20 mg/kg

처리구에서 85.6%, 40 mg/kg 처리구에서 92.2%로 상당량

감소하였다. 또한 first order kinetics 식에 의해 계산된 토양

중 반감기는 32.4~42.3일로 실내시험에서 산출된 반감기인

25.8~73.0일과 비슷하였다. Fang 등(2006)은 여름과 가을

시기에 온실 및 노지의 배추재배 토양에 chlorpyrifos 40%

유제를 기준량과 배량으로 살포한 후 그 분해양상을 조사함

으로써 0.4~2.1일의 반감기를 보고한 바 있으며, Racke 등

(1994)은 1,000 mg/kg으로 처리된 다섯 가지 토양으로부터

175~1,576일의 반감기를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토양 중

농약의 반감기는 기후조건, 처리량, 토양환경, 재배방법 등

에 따라 다양하며, chlorpyrifos의 높은 log Kow 값과 물에

대한 낮은 용해도는 토양에 대한 높은 잔류성을 유도할 수

있다(Lu et al. 2014).

실외시험 중 수확된 오이 열매시료 모두에서 chlrorp-

yrifos는 정량한계(0.02 mg/kg) 미만이었으며, 이는 오이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치(0.1 mg/kg)의 20% 미만 수준이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2). 또한 실제 토양

에 잔류하는 chlorpyrifos의 농도는 시설재배 토양에서 0.003~

0.390 mg/kg, 밭토양에서 0.007~0.182 mg/kg, 과수토양에서

0.004~0.056 mg/kg의 미미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Park et al. 2013),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chlorpyrifos 25%

수화제를 가장 많이 잔류할 수 있는 조건(1,000배 희석 후 3

회 살포)으로 토양에 직접 살포하여도 이론적인 최대잔류치

는 37.5 mg/kg 이하로 40 mg/kg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Korea Crop Protection Association 2014). 따라서 토양에

40 mg/kg 미만의 chlorpyrifos가 잔류할 때 오이를 정식한다

면 수확기에 수확한 오이열매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포장에서 120일 간 재배된 오이시료는 일괄적으로 수거

하여 길이와 무게 측정 후 각 부위별로 chlrorpyrifos의 잔류

량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오이 한 개

체당 뿌리와 줄기의 평균길이는 각각 22.3 ± 4.63 cm 및

449.5 ± 74.96 cm이었으며, 그 평균무게는 각각 40.8 ± 25.07

g 및 235.8 ± 70.20 g이었다. 또한 잎의 수는 평균 17장이었

으며, 잎의 평균무게는 116.9 ± 21.17 g이었다. 실외시험 후

수거된 오이시료 한 개체 중 chlorpyrifos의 잔류량 분포는

Table 4. Residue amounts of chlorpyrifos in each part of cucumber plant under greenhouse conditions for 120 days

Pesticide
Fortification 
level (mg/kg) Cucumber part

Length
(cm)

Weight
(g)

Residual amounta)

(mg/kg)

Chlorpyrifos

20

Leaf 16.0 ± 0.00b) 122.6 ± 12.28 0.07 ± 0.005

Stem 405.8 ± 58.83 202.8 ± 71.23 < LOQd)

Root 23.8 ± 3.01 30.3 ± 8.05 2.61 ± 0.122

Fruit 22.2 ± 5.84 157.3 ± 34.39 < LOQd)

Whole -c) -c) 0.10 ± 0.004

40

Leaf 17.5 ± 1.73b) 111.1 ± 28.39 0.04 ± 0.005

Stem 493.3 ± 67.44 268.8 ± 59.33 0.03 ± 0.001

Root 20.8 ± 5.91 51.3 ± 33.30 3.49 ± 0.302

Fruit 25.2 ± 3.14 155.1 ± 24.21 < LOQd)

Whole -c) -c) 0.12 ± 0.009
a) Mean of triplication ± SD; b) Number of leaves; c) No experimental data; d) Less than limit of quantitation (LOQ), 0.02 mg/kg

Fig. 4. Degradation patterns of chlorpyrifos in soil sampled
during the outdoo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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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처리구 모두 뿌리시료에서 90% 이상으로 가장 많이 검

출되었으며, 실내시험과는 달리 잎에서 줄기보다 더 많은

잔류량이 검출되었다. 이는 실외시험에서의 오이발달 정도

가 실내시험에서 보다 월등히 높아 엽면적이 넓고 증산작용

이 활발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토양에 초기

처리된 농약의 이론적인 절대량과 비교하면, 120일 동안 흡

수와 소실 등을 거쳐 0.03~0.04%의 농약만이 오이 한 개체

에 잔류하였다. 약 1% 이상의 흡수율을 보인 실내시험의 결

과보다 30배 가량 낮은 흡수율을 보이는 이유는 더 긴 시험

기간에 의한 농약의 소실뿐만 아니라, 두 재배토양 사이의

특성 차이 때문일 수 있다. 실제로 Table 2에서와 같이 실외

시험에 사용된 토양 중 유기물함량이 실내시험에 사용된 것

보다 약 2.2배 더 높으며, 토양 유기물함량과 농약 흡착력

증가의 비례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보고된 바 있다
(Spark and Swift 2002; Bovin et al. 2005; Álvarez et al.

2013). 그 밖에도 포장에서의 용탈작용에 의한 소실, 생물

또는 비생물학적인 분해, 오이의 비대생장에 의한 농도희석

이 이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수 있다(Marin et al. 2003;
Andreu and Picó 2004; Garratt and Kennedy 2007; Hwang

et al 2012). 따라서 실제 재배환경 중 잔류하는 chlorpyrifos

농약은 오이체내로 흡수되는 양이 극히 적으며, 더욱이 이

행되어 가식부인 열매에 잔류하는 양은 안전성에 문제가 되

지 않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토양 중 잔류하는 chlorpyrifos의 작물

흡수·이행 기작을 이해하고 흡수된 농약의 작물체 중 분포

를 예측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나

아가 토양에 잔류하는 농약의 관리기준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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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인·전상오·이상협·이성은·허장현1·김권래2·김장억*

경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 1강원대학교 바이오자원환경학과, 2경남과학기술대학교 농학한약자원학부

요 약 토양 중 잔류하는 chlorpyrifos의 오이 흡수·이행과 잔류분포를 조사하기 위하여 생장상 내 실내시험과 시

설재배 포장에서의 실외시험을 실시하였다. 실내 및 실외시험 기간에 토양 중 chlorpyrifos의 분해 반감기는 각각

25.8~73.0일과 32.4~42.3일로 비슷하였다. 실내시험 오이 중 chlorpyrifos의 잔류량은 정식 후 15일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오이 뿌리로부터 흡수된 농약의 양은 초기 처리된 절대량의 1.0~1.3% 수

준이었다. 흡수된 농약의 대부분은 뿌리에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줄기와 잎 순이었다. 반면에 실외시험 중 수확된

오이열매에서 chlorpyrifos의 잔류량은 LOQ (0.02 mg/kg) 미만으로 안전한 수준이었으며 오이 부위별 시료 분석결과,

실내시험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뿌리에서 대부분의 잔류량이 검출되었다. 실외시험에서 오이 한 개체에 흡수된

chlorpyrifos는 초기 토양에 살포된 양의 0.03~0.04%로 실내시험에서의 흡수율에 비해 30배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실제 토양환경 중 chlorpyrifos의 잔류수준은 본 시험에서 시험된 고농도(40 mg/kg) 처리구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안

전한 농산물의 생산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색인어 오이, 클로르피리포스, 작물흡수이행, 잔류분포, 토양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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