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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LC-UVD를 이용한 농산물 중 스피노사드 분석법 개선 및 잔류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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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methodology to detect spinosad which are difficult to analyze by
multi-component simultaneous analysis of pesticide residues. We monitored spinosad due to the paucity of related
information. The spinosad was determined using HPLC with UV detector at 250 nm. Correlation coefficient (r2) for
standard curve of spinosad A and D at standard concentration of 0.1-5.0 mg/kg were 0.999, respectively. Limit of
quantitation (LOQ) of HPLC analysis was 0.005 mg/kg while limit of detection (LOD) was 0.001 mg/kg. Recovery
experiments were conducted on five representative agricultural products to validate the analytical method. The recovery of
proposed methods ranged from 74.9% to 104.0% and relative standard deviations were less than 10%. Spinosad residues
were investigated in 16 commodities collected from 22 provinces. In this study, residues on all samples were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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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소비자들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식품의 선택기준

으로 가격, 품질 뿐만 아니라 안전성 및 위생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식품원료로 소비량이 많은 농산물의 경우 소비자들의

잔류농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농약의 꾸준한 사용이 동반되는 등의 서로 상충 된 요

인들이 있어 농산물 중 농약 잔류실태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농산물 중 농약의 잔류실태 파악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분석법

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연구 또

한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세계 각국은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잔류농약의 안전성을 평

가하기 위하여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 MRL)을 설

정하여 규제할 뿐만 아니라 자국 및 수입 농산물 중 잔류농약을

분석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내 생산 및 수

입 농산물 중 잔류농약을 분석하고, 매년 국내 유통 중인 농약의

잔류현황을 파악하여 농산물 및 식품의 잔류농약을 관리하고 있

으며, 농산물 중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하여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잔류농약 시험법을 매년 제·개정하고 있다. 미국 FDA

는 1987년 이래로 농약잔류 모니터링 프로그램(Pesticide Program

Residue Monitoring)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요약·보고서화 하였

고, 1987년부터 1993년까지의 보고서(FYs 1987-1993)는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와 Journal of

AOAC International에 게재하고 1993년부터 그 이후의 보고서는

모두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FDA의 잔류농약 모니터링 프로

그램은 해마다 자국 식품 뿐만 아니라 수입 식품과 사료 및 영·

유아식품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국내 및 수입 시료에 대한 잔

류농약 검출 빈도와 검출된 농약의 잔류 농도 범위를 조사하였

다(1). EU에서는 27개의 회원국과 EFTA 2개국(Norway, Iceland)

에서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적합률 및 부적합률을 보고

하였으며, 과실류와 과채류 및 곡류를 포함한 350종의 식품 74,305

품목에 대해 조사하여 부적합률을 평가하고, 특히 영·유아식품

의 경우는 보다 엄격한 기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기농 식품

의 경우는 MRL 기준안이 아닌 EU level을 적용하고 있다(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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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은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지방위생연구소와의 협력으로 전국

적으로 식품 중의 농약 안전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내

와 수입 식품,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치의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세

분화하여 결과치를 집계하여 보고하고 있다(3).

우리나라는 1968년 이후 국립보건원에서 국내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실시해 온 이래, 1989년부터는 검사

농약 및 식품 등 검사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실시하여 왔으며,

1995년 이후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국가차원에서 전국적인 수준으로 실시하여 왔다.

이와 같이 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

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부 농가에서는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을 준수하

지 않아 잔류기준을 초과하기도 한다. 특히 잔류농약의 다성분

분석 농약에 대한 모니터링은 많이 실시되고 있으나, 단성분 모

니터링은 시험법이 까다롭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되어 그 필

요성에 비해 실태 조사가 많지 않다.

스피노사드는 Dow Chemical사 소속 화학자가 채취한 토양 샘

플에서 발견한 것을 계기로 Subramanyam 교수에 의해 1997년부

터 그 효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왔다. 토양방선균인 Sac-

aroporis spinosa에 의해 생산 되는 천연살충제로 높은 살충활성

을 지닌 스피노사드 A와 스피노사드 D의 두가지 성분으로 구성

되어 있다(Fig. 1). 스피노사드의 작용은 곤충의 신경전달에 관여

하며 주로 신경접합부의 니코틴성 아세틸콜린수용체를 활성화함

으로써 곤충 근육의 경련을 일으키고 마취사에 이르게 하여 곤

충에는 치명적이지만 독성이 낮고 인축 및 환경에 안전성이 높

다. 특히, 스피노사드는 자외선에 의한 광분해가 심하게 일어나

는 화합물로 알려져 있어 잔류위험성이 낮은편이다(4). Choi(5)와

Kwon(6)은 시금치 재배 및 조리과정 중의 스피노사드 잔류특성

을 연구 하였고, 2007 채소 및 과실류에 살포한 농약의 분포 및

소실 특성을 연구 보고 하였다. 2007년 Lee 등(7)은 건조 농산물

중 스피노사드의 감소계수에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 잔류농약 분석은 비교적 짧은 시간 중에 다종의 잔류농

약을 동시에 검출 할 수 있는 다성분 잔류농약 분석법을 선호하

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단성분 농약에 대한 연구 보고는 그리 많지 않은 상황으로 Son

등(8)이 보고한 가지의 농약 안전사용 조사 중의 스피노사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이외에 거의 보고 된 예가 없다. 외국의 경

우 Subramanyam는 스피노사이드의 지속성과 해충에 대한 효과

를 실험하여 보고 하였으며, West 등(9-14)은 1996년 이후 여러

가지 농산물에서의 스피노사드의 분석법을 연구 개발하여왔다.

Ueno 등(15)은 정제 과정에 따른 회수율을 비교 연구 하여 각 농

산물별 회수율을 보고하였다. Yeh 등(16) 역시 새로운 스피노사

드 분석법을 개발하여 다양한 농산물에 적용하여 보고하는 등 국

외연구개발이 활발한 편이다.

스피노사드는 국내 잔류 허용 기준에서 고추를 비롯한 17가지

품목에 대하여 0.05-5.0 mg/kg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파 등

14종의 작물에 사용 등록이 되어있다(17). 국외기준규격을 살펴

보면 CODEX에서는 34품목에 대하여 0.01-10 mg/kg, EU에서는

187가지 품목에서 0.02-22 mg/kg, 일본의 경우 잠정기준을 포함하

여 171가지 품목에 대하여 0.01-10 mg/kg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18).

본 연구는 단성분 농약 중 스피노사드의 잔류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식품공전의 스피노사드 분석법을 농산물에 적용되도록 개

선하고 개선된 시험법으로 잔류실태를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시료는 전국을 6개 권역(서울, 경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22개 지역(서울, 성남, 인천, 고양, 부천, 용인,

대전, 청주, 천안, 수원, 대구, 포항, 구미, 원주, 광주, 여수, 전주,

제주, 부산, 창원, 김해, 울산)으로 나누고 각 도시의 대형할인점

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을 수입산/국내산 구분 없이 총 304

건을 수거 하였다. 수거된 농산물은 Table 1과 같이 분류하였고

대상시료의 수거 지역별 수거현황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검체는 상하였거나 원형이 훼손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숙성

정도와 크기가 일정한 범위에서 무작위로 수거하였다. 검체의 수

거량은 5 kg으로 하였으나, 시금치, 들깻잎, 부추 등 부피에 비해

무게가 작은 시료는 예외 적용하여 1 kg을 수거하였다. 검체를 수

거한 후 실험실로 이동하여 전량을 분쇄기를 이용하여 균질화하

여 밀봉이 가능한 용기에 500 g씩 나누어 담고 −24oC 이하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회수율 시험을 위한 시료는 무농약 현미, 강낭

콩, 오렌지, 들깻잎, 표고버섯을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표준품 및 시약

스피노사드 표준품(순도 91.0%: 스피노사드 A 77%, 스피노사

드 D 14%, Cat. No. C 1697283)은 Dr. Ehrenstorfer GmbH

(Augusburg, Germany)사로부터 구입하였다. 시험에 사용 된 아세

토니트릴, 디클로로메탄, 헥산, 메탄올, 아세톤(J.T Baker, Phillips-

burg, NJ, USA)은 잔류농약 분석급을 사용하였고, 시료 정제에

사용 된 카트리지는 각각 Sep-Pak Vac Silica cartridge 6 cc/

500 mg(Waters, Milford, MA, USA), MEGA BOND ELUT CH,

Fig. 1. Chemical structure of spinosad A an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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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 6 mL(Varian, Palo Alto, CA, USA)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그 외 아스코르브산, 트리에틸아민은 Sigma-Aldrich(St. Louis, MO,

USA) 사에서 구입하였으며, 구연산 및 염화나트륨, 무수황산나트

륨 등은 Wako(Osaka, Japan) 사에서 구입하였다.

표준용액의 제조

스피노사드 표준품 0.01 g을 아세토니트릴 100 mL에 용해하여

100 µg/mL의 표준원액을 조제하고 아세토니트릴로 희석하여 10

µg/mL가 되게 한 후 이 용액을 다시 아세토니트릴을 이용하여

0.1, 0.2, 0.3, 0.6, 1.2, 2.5, 5.0 µg/mL로 희석하여 표준용액을 준

비하였다. 표준원액과 표준용액은 모두 갈색병에 담아 4oC에 보

관하였다가 실험 시에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시료추출 및 정제

스피노사드는 약염기성이므로 추가정제 방법으로 실리카를 사

용하였으며 사이클로헥실을 이용하여 채소류 등의 엽록소나 카

로테노이드와 같은 지방성 간섭물질이나 색소 등을 정제 하였다.

스피노사드의 추출용매는 물과 아세토니트릴(20:80)에 산화방지

제로서 아스코르브산과 구연산을 각각 0.25 g/L 되도록 첨가한 것

을 사용하였다. 위 추출용매 80 mL을 시료 20 g에 첨가하여 흔들

어 섞고 부크너 깔때기로 감압여과 하였다. 잔류물에 추출용매

20 mL을 넣고 위와 같이 되풀이한 후 여액을 합하고 이 중 80

mL을 취하여 분액 깔대기에 옮기고 이에 5% 염화나트륨 용액

40 mL과 디클로로메탄 80 mL을 가하여 2회 반복 추출하고 디클

로로메탄층과 아세토니트릴층을 취한 다음 40oC 이하의 수욕 중

에서 감압하여 용매를 모두 날려 버렸다. 잔류물은 헥산 10 mL

에 녹여 시험용액으로 하였다.

SPE cartridge 정제는 먼저 Water사의 실리카카트리지(6 cc/500

mg)를 이용하였다. 헥산 10 mL로 활성화 시킨 후 헥산 10 mL에

녹인 시험용액을 유출시켰다. 이어서 헥산, 디클로로메탄, 아세토

니트릴 각 10 mL로 세척한 후 1% 트리에틸아민/99% 아세토니

트릴 혼합액 15 mL로 용출하였다. 용출액을 40oC 이하의 수욕 중

에서 감압하여 용매를 모두 날려 버린 후 잔류물을 메탄올:아세

토니트릴:물(1:1:3) 혼합액 10 mL로 용해하였다. 위액을 다시 메

탄올 5 mL, 물 5 mL로 활성화시킨 사이클로헥실 카트리지(1 g,

6 mL, Varian)에 유출시킨 후 아세토니트릴 5 mL, 아세톤 5 mL를

차례로 유출시켰다. 이 후 1% 트리에틸아민/99% 아세토니트릴

혼합액 15 mL로 용출한 후 40oC 이하의 수욕 중에서 감압하여

용매를 모두 날려 버렸다. 잔류물을 아세토니트릴:물:2% 암모늄

아세테이트 수용액(1:1:1)로 용해하여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Fig. 2).

분석기기 및 조건

스피노사드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외부흡광광도검출기(UVD,

Ultra Violet Detector)가 장착 된 HPLC system(Agilent 1100

HPLC system, Palo Alto, CA, USA)를 이용하였으며, 컬럼은

Table 2. Distribution of selected samples

Sample Total Seoul Incheon Gyeonggi Daejeon Chungcheong Gwangju Jeolla Jeju Daegu Gyeongsang Ganwon Busan Ulsan

Rice 28 3 3 3 1 2 1 2 1 2 3 2 2 3

Foxtail millet 21 3 1 3 1 2 1 2 1 0 3 1 2 1

Buckwheat 14 2 1 2 1 2 0 1 1 1 2 0 0 1

Kidney bean 17 3 0 3 1 2 0 2 1 1 1 1 1 1

Peanut 9 3 0 3 0 0 1 0 0 0 2 0 0 0

Sesame 17 5 1 3 1 2 1 2 0 0 1 1 0 0

Orange 22 2 2 5 1 2 1 2 1 2 2 0 1 1

Grapefruit 21 2 1 5 1 2 1 2 1 1 2 1 1 1

Kiwifruit 21 2 1 3 1 2 1 2 1 2 3 1 1 1

Spinach 19 3 1 3 1 2 1 2 1 1 1 1 1 1

Perilla leaves 20 3 1 3 1 2 1 2 1 1 2 1 1 1

Garlic 17 3 1 3 1 2 1 2 1 1 0 1 1 0

Garlic stem 20 2 1 3 1 2 2 2 1 1 2 1 1 1

Leek 20 3 1 3 1 2 1 2 1 1 1 2 1 1

Ginger 19 3 1 2 1 2 1 2 1 1 2 1 1 1

Oak mushroom 19 3 1 3 1 2 1 2 1 0 2 1 1 1

Total 304 45 17 50 15 30 15 29 14 15 29 15 15 15

Table 1. Classification of samples

Type Commodity

Cereal grains

Rice

Foxtail millet

Buckwheat

Beans Kidney bean

Nuts and Seeds
Peanut

Sesame

Fruits

Orange

Grapefruit

Kiwifruit

Vegetables

Spinach

Perilla leaves

Leek

Garlic stem

Garlic

Ginger

Mushrooms Oak mush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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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n polaris 5 C18-A(3.0 mm×250 mm×5 µm), 컬럼오븐온도는

40oC로 하였다. 이동상은 메탄올, 아세토니트릴, 2% 암모늄아세

테이트가 67% 함유 된 아세토니트릴을 40:40:20의 비율로 혼합

하여 0.4 mL/min의 유속으로 사용하였다. 스피노사드는 245 nm에

서 강한 흡광성을 나타내지만 간섭파장을 줄이기 위하여 250 nm

에서 시료 50 µm를 주입하여 관찰하였다(Table 3).

스피노사드 확인시험은 HPLC/MS(Thermo Finigan TSQ Quan-

tum Discovery Max, Waltham, MA, USA)를 사용하였고, 컬럼은

Cadenza 5CD-C18(2.0 mm×150 mm×5 µm, Imtakt, Philadelphia,

PA, USA), 컬럼오븐온도는 40oC에서 분석하였다. 이동상은A(5

mM 암모늄아세테이트 수용액:메탄올(1:9))와 B(5 mM 암모늄아세

Sample 20 g

-Add 80 mL of solvent A1)

-Homogenize for 5 min

Filtration

-Wash with 20 mL of solvent A

Collect 80 mL

-In separatory funnel
-Add 40 mL of 5% NaCl and DCM 80 mL

Partition

Aqueous phase Organic phase

-Extract 80 mL of DCM (twice)

Discard Concentration

-Dissolve with 10 mL hexane

Purification

-Silica cartridge (500 mg/6 cc)
-Activation: hexane 10 mL
-Loading: sample that dissolved in 10 mL hexane
-Washing: hexane 10 mL, DCM 10 mL, ACN 10 mL
-Extraction: 1% triethylamine/99% ACN 15 mL

Concentration

-Dissolve with MeOH/ACN/DW (1/1/3) 10 mL

Purification

-CH catridge (1 g/6 cc)
-Activation: MeOH 5 mL, DW 5 mL
-Loading: sample that dissolved in 10 mL MeOH/ACN/DW (1/1/3)
-Washing: ACN 5 mL, ACT 5 mL, 
-Extraction: 1% triethylamine/99%ACN 15 mL

Concentration

-Dissolve with ACN/DW/2% AA (1/1/1) 2 mL

HPLC-UVD

Table 3. Analytical conditions for spinosad

Instrument
HPLC-UVD (Agilent 1100 HPLC system, 
USA)

Column
Varian polaris 5 C18-A (3.0 mm×250 mm×
5 µm, Varian, USA) 

Mobile phase
Methanol/ACN/ACN with 67% Ammonium 
acetate (2%)
=40:40:20(v/v/v)

Column temperature 40oC

Wavelength 250 nm

Injection volume 50 µL

Flow rate 0.4 mL/min

Table 4. Validated conditions for spinosad

Instrument LC-MS (TSQ Quantum Discovery Max, USA)

Column
Cadenza 5CD-C18 2.0 mm×150 mm×5 µm 
(Imtakt, USA)

Mobile phase
A (5 mM Ammonium acetate/DW:MeOH(1:9))
B (5 mM Ammonium acetate/DW:MeOH(8:2))

Column temperature 40oC

Injection volume 10 µL

Flow rate 0.2 mL/min

Fig. 2. Flow chart of developed method for spinosad analysis. Solvent A1), ACN:DW (80:20) 1 L+ascorbic acid, citric acid 0.25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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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트 수용액:메탄올(8:2))를 0.2 mL/min의 유속으로 사용하였고,

10 µL를 주입하여 SIM(selected-ion monitoring) mode로 분석하였

다(Table 4). 위와 같은 조건으로 표준용액을 주입하여 얻은 크로

마토그램과 질량스펙트럼을 Fig. 3에 나타내었다. SIM 분석을 위

한 최적 특성이온 스피노사드 A는 732.5, 142.1, 98.3, 스피노사

드 D는 746.5, 142.2, 98.1 m/z를 사용하였고(Table 5), 머무름 시

간은 스피노사드 A와 D 각각 17.7분과 20.8분이었다.

결과 및 고찰

시험법 개선

스피노사드의 시험방법은 현행 식품공전 제10. 일반시험법 4.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4.1.4.66 스피노사드 시험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 시험방법을 간략히 요약하면 시료를 물과 아세토니트릴

로 2회 추출한 후 감압 하에서 여과하고 이를 1 N 염산 용액을

사용하여 pH 2.0으로 조정한 후 헥산 50 mL로 세척한다. 다시

1 N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pH를 10-12로 조정한 후 헥산으로 3

회 추출하고 헥산층을 모아 무수황산나트륨으로 탈수, 여과 한

다음 감압 하에서 완전히 날려 보낸다. 잔류물은 일정량의 메탄

올:아세토니트릴:물(1:1:3) 혼합액으로 녹인 후 활성화 시킨 실리

카 카트리지로 정제한 용출액을 감압 하에 날려 버린 후 아세토

니트릴:물:2% 암모늄아세테이트 수용액(1:1:1) 혼합액으로 용해하

여 시험용액으로 사용한다.

스피노사드 공전시험법에 따라 각 대표농산물 시료 5종(현미,

강낭콩, 오렌지, 들깻잎, 표고버섯)을 각각 20 g씩 취해 전처리하

였더니 pH 조정 후 헥산을 첨가 할 때 세 개의 층이 생겨 헥산

층 분리의 어려움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회수율의 손실이 발생

하였다. 또한 식품공전의 기기조건인 UV 245 nm에서 메탄올:아

세토니트릴:2% 암모늄아세테이트 수용액(40:46:14) 혼합액을 이

동상으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대표농산물 시료의 공시험

및 회수율 시험 모두에서 스피노사드 머무름 시간에 매우 많은

불순물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회수율이 50% 이하

였으며 재현성이 매우 낮았다.

식품공전 시험법에서 표준품의 머무름 시간대에 많은 불순물

피크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사이클로헥실 고상추출

(SPE)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먼저 스피노사드의 추출

용매는 물과 아세토니트릴(20:80)을 사용하였으며, 산화방지제로

서 아스코르브산과 구연산을 첨가하여(각 0.25 g/L), 위 추출액 80

Table 5. Ions selected for the analysis of spinosad A and D using LC-MS

Name Retention time (min) Molecular weight Fragment monitored (m/z)

Spinosad A 17.7 732 732.5, 142.1, 98.3

Spinosad D 20.8 746 746.5, 142.2, 98.1

Fig. 3. Chromatograms of authentic spinosad A and D standards
using HPLC-MS. (A) Total ion chromatogram. (B, C) Mass
spectrum of spinosad A and D.

Fig. 4. Calibration curves of spinosad A an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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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를 시료 20 g에 첨가하여 흔들어 섞고 부크너 깔때기로 감압

여과 하였다. 잔류물에 추출액 20 mL를 넣고 위같이 되풀이 한

후 여액을 합하고 이 중 80 mL를 취하여 분액깔때기에 옮겼다.

이에 5% 염화나트륨 용액 40 mL와 헥산을 대신하여 디클로로메

탄 80 mL를 가하여 층분리를 분명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

으로 액체-액체 분배를 2회 반복 추출하고 디클로로메탄 층과 아

세토니트릴 층을 취한 다음 40oC 이하의 수욕 중에서 감압하여

용매를 모두 날려 버린 후 잔류물은 헥산 10 mL에 녹여 회수율

을 높일 수 있었다.

SPE cartridge 정제는 먼저 실리카카트리지(6 cc/500 mg)를 이

용하여 정제한 후 사이클로헥실 카트리지(1 g, 6 mL, Varian)를 이

용한 정제과정을 추가하여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위 시험용

액을 HPLC에 주입하여 250 nm에서 관찰한 결과 미처리 공시험

시료의 HPLC 크로마토그램에서는 스피노사드 머무름 시간대에

불순물 피크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본 연구에서 확립한 기기분석법을 이용하였을 때 최소검출량

은 0.5 ng(S/N=3)이고 검출한계(Limits of Detection)는 0.001±

0.002 mg/kg이고, S/N=10으로서 본 분석법의 검량한계(Limits of

Quantitation)는 2.3 ng으로 검출한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0.005 mg/kg을 나타내 현재 식품공전 잔류농약 시험법은 해당농

약의 MRL의 1/2 이하의 농도이거나 0.05 mg/kg 이하의 정량한계

를 요구하고 있어 농산물에서 스피노사드의 MRL 값이 0.05 mg/

kg임을 감안할 때 본 시험법에 의해 분석된 정량한계인 0.005

mg/kg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선성 및 재현성

스피노사드의 직선성(linearity) 및 재현성(repeatability)을 알아보

기 위해 0.1-5.0 mg/kg의 7개 농도에 대하여 스피노사드를 각각

3회 주입하여 검량선을 구하였으며 이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스

Fig. 6. HPLC chromatograms of spinosad residues. (A) Standard
0.25 mg/kg, (B) Control kidney bean, (C) Spiked at 0.05 mg/kg, (D)
Spiked at 0.25 mg/kg.

Fig. 5. HPLC chromatograms of spinosad residues. (A) Standard
0.25 mg/kg, (B) Control hulled rice, (C) Spiked at 0.05 mg/kg, (D)
Spiked at 0.25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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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사드 A와 D의 직선성은 상관계수(r2)는 모두 0.9999로 나타

나 매우 양호한 수준이었다.

회수율

스피노사드의 회수율 실험은 정량한계 0.005 mg/kg를 고려하여

현미, 강낭콩, 오렌지, 들깻잎, 표고버섯에 최종 농도가 정량한계

의 10배, 50배 농도인 0.05, 0.25 mg/kg이 되도록 표준용액을 첨

가하여 수행하였다. 각 시료에 대한 크로마토그램을 Fig. 5-9에

나타내었다.

5종 농산물에 대한 회수율 결과는 74.6-104.0%로 나타났으며,

상대표준편차는 10% 이하로 조사되었다(Table 6). 현미, 강낭콩,

오렌지, 들깻잎, 표고버섯 모든 검체에서 무처리 시료 중 스피노

사드와 같은 머무름 시간을 갖는 어떤 방해물질도 검출되지 않

아 스피노사드를 분석하기 위한 본 시험법이 높은 분리능과 선

택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피노사드의 회수율은 현미, 강낭콩, 오렌지, 들깻잎, 표고버

섯에서 스피노사드 A의 경우 0.05 mg/kg 수준에서 각각 76.2,

95.3, 83.5, 79.9, 98.6%이고, 0.25 mg/kg 수준에서 각각 97.3,

86.6, 84.4, 94.0, 88.1%이었다. 스피노사드 D의 경우 0.05 mg/kg

수준에서 각각 76.6, 104.0, 88.9, 74.9, 81.1%이고, 0.25 mg/kg 수

준에서는 각각 92.7, 97.7, 86.9, 90.4, 85.4%였으며, 검출한계

0.001 mg/kg, 검량한계 0.005 mg/kg이었다. Ueno 등(15)의 연구보

고를 보면 들깻잎에서 회수율이 스피노사드 A의 경우 0.05 mg/

kg 수준에서 92±8%, 0.25 mg/kg 수준에서 94±3%를 나타냈으며,

스피노사드 D의 경우 0.05 mg/kg 수준에서 89±8%, 0.25 mg/kg 수

준에서 93±3%를 나타냈다. 위 연구보고에 따르면 들깻잎의 검출

한계는 HPLC/UVD를 사용하였을 때 0.005 mg/kg이고 검량한계

는 0.005 mg/kg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West

등(10)의 연구결과 콩에서의 회수율은 분배법으로 전처리한 경우

스피노사드 A와 D가 각각 87±4, 75±4%이고, 고상추출법으로 전

처리한 경우 97±6, 94±6%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스피노사드 잔류실태조사 결과

본 연구에 사용한 시료는 다소비 농산물 등 16종으로 쌀, 조,

Fig. 8. HPLC chromatograms of spinosad residues. (A) Standard
0.25 mg/kg, (B) Control perilla leaves, (C) Spiked at 0.05 mg/kg,
(D) Spiked at 0.25 mg/kg.

Fig. 7. HPLC chromatograms of spinosad residues. (A) Standard
0.25 mg/kg, (B) Control orange, (C) Spiked at 0.05 mg/kg, (D)
Spiked at 0.25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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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밀, 강낭콩, 땅콩, 참깨, 오렌지, 자몽, 키위, 시금치, 들깻잎, 마

늘, 마늘쫑, 부추, 생강, 표고버섯을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

자료는 “농산물 중 중금속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내용 중 1998

년-2002년 국민영양조사 결과를 원료로 환산하여 통계 처리 한

“농산물 중 중금속 노출 위해성 및 기준·규격 평가방법 조사”

부분으로 국민의 영양개선 및 건강증진 시책을 위해 식품별 1인

1일 평균섭취량을 조사한 자료이다(19).

수거지역은 확률비례추출법(Sample with Probability Proportion-

ate to Size)에 따라 지역별 인구분포를 조사하여 인구 260,000명

이상 거주 지역 중 각 도의 도시 분포를 고려하여 전국을 6개

권역(서울, 경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22개 지역(서울, 성남,

인천, 고양, 부천, 용인, 대전, 청주, 천안, 수원, 대구, 포항, 구미,

원주, 광주, 여수, 전주, 제주, 부산, 창원, 김해, 울산)으로 나누

고 각 도시의 대형할인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을 수입산/국

내산 구분 없이 총 304건을 수거 하였다. 수거 된 유통농산물

304건의 스피노사드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검출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생물농약 살충제로 감귤, 배추,

부추, 수박, 오이 등의 나방류와 총채벌레 굴파리 방제를 위해 사

용되는 스피노사드의 경우 분해가 빠르며 특히 자외선에 의한 광

분해가 빠르다고 보고되어 있어 농산물에 대한 잔류 위험성이 낮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4).

요 약

본 연구는 단성분 농약 중 스피노사드의 잔류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식품공전의 스피노사드 분석법을 농산물에 적용되도록 개

선하고 개선 된 시험법으로 잔류실태조사가 부족한 스피노사드

에 대한 잔류실태를 조사하였다. 국내 유통 중인 16종의 농산물

304건에 대한 스피노사드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모든 검체에서

검량한계 이상 검출 되지 않았다.

스피노사드 시험법의 회수율은 현미, 강낭콩, 오렌지, 들깻잎,

표고버섯에서 스피노사드 A의 경우 0.05 mg/kg 수준에 각각 76.2,

95.3, 83.5, 79.9, 98.6%이고, 0.25 mg/kg 수준에 각각 97.3, 86.6,

84.4, 94.0, 88.1%이고, 스피노사드 D 의 경우 0.05 mg/kg 수준에

각각 76.6, 104.0, 88.9, 74.9, 81.1%이고, 0.25 mg/kg 수준에 각각

92.7, 97.7, 86.9, 90.4, 85.4%였으며 검출한계 0.001 mg/kg, 검량한

Fig. 9. HPLC chromatograms of spinosad residues. (A) Standard
0.25 mg/kg, (B) Control oak mushroom, (C) Spiked at 0.05 mg/kg,
(D) Spiked at 0.25 mg/kg.

Table 6. Recovery results of analytical method for spinosad in crops

Sample
Fortified conc. (mg/kg) Recovery1)

(%)
LOQ

(mg/kg)Spinosad A Spinosad D Total

Hulled rice 0.040 0.007 0.05 76.3±2.5

0.005

0.200 0.036 0.25 94.0±2.5
Kidney bean

0.040 0.007 0.05 96.6±8.0

0.200 0.036 0.25 88.3±0.7
Orange 

0.040 0.007 0.05 84.4±1.2

0.200 0.036 0.25 84.8±2.2
Perilla leaves 

0.040 0.007 0.05 79.1±1.2

0.200 0.036 0.25 93.4±3.4

Oak mushroom 0.040 0.007 0.05 95.9±2.4

0.200 0.036 0.25 87.6±1.9

1)Mean values of triplicates with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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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0.005 mg/kg이다. 회수율에 대한 모든 표준편차는 10% 미만

이다. 스피노사드 A와 D는 0.1-5.0 mg/kg 범위에서 상관계수(r2)

0.9999 이상의 높은 직선성을 보이고, 검출한계는 0.001 mg/kg, 검

량한계는 0.005 mg/k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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