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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화학적 특성이 다른 농약의 세척 및 조리방법에 의한 감소계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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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duction factor of pesticides is getting more crucial these days. However, most studies have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sticides and commoditi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pesticide reduction factor
based on their physicochemical properties. Five pesticides were selected among 288 insecticides by considering the
presence of an ionizable group, the log P, and boiling points.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log P and removal by
tap water, 5% acetic acid, 20% ethanol, and 0.15% detergent were -0.835 (p<0.001), 0.336 (p=0.221), 0.659 (p<0.01), and
-0.939 (p<0.001), respectively. Removal by blanching was affected by log P as it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
log P of 0.620 (p<0.05). Removal by frying showed a strong negative correlation with a log P of -0.913 (p<0.001). The
results suggest that removing pesticides was affected largely by log P and by vapor pressure during cooking, whereas
during washing, the matrix of the food also contributed to the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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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농약은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식량증산에 기여하는 장점을 가

진 반면, 그 자체가 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만

큼 인체에 대한 독성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소비자의 식생활패턴의 변화와 농업기술의 발달은 사시사

철 각종 채소, 과일의 섭취를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농산물을 가

공한 다양한 가공식품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비자가 잔류농약에

노출되는 기회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 잔류농약 오염

과 같은 안전성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잔류농약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6).

잔류농약의 안전관리는 적절하게 농약을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과 식품 중 농약잔류량이 법적 규격에 맞도록

규제하는 농약잔류허용기준(MRLs: Maximum Residue Limits)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농약의 안전 사용기준도 결국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참고로 하여 설정되므로 결국 MRLs의 합리적인

설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농산물의 가공 및 조리과정에 따른 감소계수는 MRLs의 설정

에 관여하는 지표로서, 농약종류와 농산물 종류에 따라 저장, 가

공, 조리과정을 거쳐 분해된 농약이 잔류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농산물이 그대로 섭취되기 보다는, 세척, 건조, 저장, 조

리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소비되기 때문에 농산물의 가공 및 조

리과정에 따른 감소계수는 정확한 MRLs의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감소계수에 대한 연구는 최근 주목을 받아 EPA와 EU

에서는 관련지침을 만들었으며, Codex에서는 2003년부터

JMPR(Joint FAO/WHO Meeting of Experts on Pesticide Resi-

due)을 통하여 감소계수를 수집, 정리하고 있다(7). 이에 국내에

서도 잔류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감소계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에는 자료가 충

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현재까지 이루어진 농약 잔류량의

감소계수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개별적인 농산물에 따라(2,6-8),

특정 농약의 감소계수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으며(2,6-12) 조

리과정별 연구는 데치기, 삶기 등 주로 습열조리방식(9-10,13)에

한정되어 건열조리방식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뿐만 아

니라, 농약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잔류량을 분석한

연구는 Kang의 학위논문이 있으나(14), 이는 연구에 사용된 농약

의 선정과정이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처리조건 또한 소

금 절임, 데치기, 삶기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 외 대부분의 관련

연구는 특정 농산물의 잔류량을 분석 후, 부가적으로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른 관련성을 분석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미흡하였다

(15-19).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개별적인 농산물에 따른 특정 농약

의 감소계수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물리화학적 특성에 근거한

농약의 감소계수를 산출하여 효율적인 감소계수의 데이터베이스

축적을 용이하게 하고자 한다. 우선 농약을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그룹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적 농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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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였다. 그 후, 기존의 습열조리 방식인 데치기뿐 아니라 건

열조리방식인 튀기기 및 실제 사용 가능한 다양한 세척방법(수돗

물, 세제, 5% 아세트산 수용액, 20% 에탄올 수용액)도 적용함으

로써 농약의 잔류량을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사용농약의 검색 및 선정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288개

의 살충제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약잔류 데이터베이스

(20)와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

try)(21)를 통해 물리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여, Chemstation의 Chem-

find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 중 작

물보호협회에 등록사용되고 있는 농약을 대상으로 이온화 그룹

의 포함여부와 옥탄올과 물 분배계수인 log P 값과 끓는점 177oC

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었고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COPLBH 그룹에서 propamocarb, COPHBH 그룹에서

azoxystrobin, fenarimol, CXPHBL 그룹에서 dichlorvos, edifenphos,

CXPHBH 그룹에서 cypermethrin, fenvalerate를 선정하였으며 물리

화학적 성질은 Table 2와 같다.

실험재료 및 기기

매트릭스로서는 적당량의 wax층을 포함하는 쌈배추(Brassica

campestris ssp. pekinensis)로 조사 대상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경

기도 양평의 유기농 재배 쌈배추를 하나로마트에서 구입하여 사

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농약은 프리엔(Propamocarb 66.5%, 동

방아그로, Seoul, Korea), 오티바(Azoxystrobin 20%, Syngenta

Korea, Seoul, Korea), 훼나리(Fenarimol 12.5%, 동부하이텍, Seoul,

Korea), 디디브이피(Dichlorvos 50%, 동방아그로, Seoul, Korea), 히

노산(Edifenphos 30%, 동부하이텍, Seoul, Korea), 피레스(Cyper-

methrin 5%, 동부정밀화학, Seoul, Korea), 스미사이딘(Fenvalerate

5%, 동방아그로, Seoul, Korea)으로 농약 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하

여 사용하였다. Propamocarb, azoxystrobin, fenarimol, dichlorvos,

edifenphos, cypermethrin, fenvalerate의 표준품은 Chemservice

(Westchester, PA, USA)에서 구입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유기용매

로서 아세톤 및 n-헥산은 Merck(Darmstadt, Germany)에서 아세토

나이트릴과 에탄올은 J. T. Baker(Phillipsburg, NJ, USA)에서 각

각 GC급 및 잔류농약시험용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아세트산

은 Samchun(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고, sodium chloride는

Sigma(St. Louis, MO, USA)에서 일급시약을 구입하여 사용하였

다. 세제는 23% 식물계 계면활성제가 함유된 세제를 사용하였

다. 시료의 정제를 위해 SPE-Florisil(Waters, Massachusetts, NJ,

USA)을 사용하였다. 분쇄기는 한일전기(Seoul, Korea)의 HMF-

2900s 제품을 사용하였고, 고속 homogenizer는 IKA(Cincinnati,

OH, USA)의 T18 basic ultra turrax를 사용하였다.

농약의 처리

농약은 증류수로 500 mg/kg의 농약 희석액을 조제하였다. 쌈배

추는 겉잎과 뿌리를 제거하여 농약희석액에 30분간 침지시키고,

이것을 채반에 건져서 2시간 동안 풍건시켜 농약을 처리하였다.

침지처리된 시료는 각 처리조건 별로 약 300 g 씩 채취하여 골

고루 혼합하였고, 혼합된 시료는 분쇄기로 세절하여 50 g을 취하

였다. 각 시료별로 동일한 과정을 세 번씩 수행하였다.

세척방법

인위적인 농약처리가 된 쌈배추를 수돗물, 에탄올(20%), 세척

제(0.15%), 아세트산(5%) 2 L에 각각 넣고 흔들어주면서 2분간 침

지한 후 2 L의 수돗물에 2분간 2차 세척을 하고 2시간 동안 풍

건시킨 후 잔류농약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리방법

습열조리 중 데치기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4 L의 끓는 물에 2

분 30초간 쌈배추를 넣고 데친 후에 2시간 동안 풍건시켜 잔류

농약 분석에 이용하였다. 건열조리로서는 197oC에서 10초간 대두

유에 튀긴 후에 잔류농약분석에 이용하였다.

잔류농약분석

농약의 분석방법은 식품공전 제 10.9.83의 다종농약 다성분분

석시험법을 참고, 변형하여 분석하였다. 분쇄기로 세절한 시료 50

g에 아세토나이트릴 100 mL를 가한 후, homogenizer로 3분간

10,000×g으로 갈아서 고속추출 후 감압여과하였다. 여과액에

sodium chloride 15 g을 넣어 1분간 진탕한 후 1시간 저온 정치하

여 아세토나이트릴층과 물층을 분리하고 난 후 아세토나이트릴

층에서 20 mL 정확히 취하여 질소 가스로 40oC 이하에서 농축

건조하였다. 잔류물을 2 mL의 n-hexane:acetone(8:2, v/v) 혼합용

매에 재용해하였다. Florisil(500 mg) SPE cartridge에 5 mL의 n-

hexane을 loading하여 버린 후, 5 mL의 n-hexane:acetone(8:2, v/v)

혼합용매로 한번 더 활성화시켰다. 재용해한 검체용액 2 mL를

loading한 후, 5 mL의 n-hexane:acetone(8:2, v/v) 혼합용매로 용출

하였다. 용출된 7 mL의 시료를 질소가스로 40oC 이하에서 농축

건조하였다. 이를 2 mL의 n-hexane:acetone(8:2, v/v) 혼합용매에

재용해한 후 propamocarb는 GC-MS, 그 외의 농약은 GC-ECD로

분석하였으며 분석조건은 Table 3, 4와 같다. 동일한 분석조건하

에서 표준혼합물질을 주입하여 chromatogram을 확인하였다(Fig. 1).

Table 1. The numbers of pesticides by categorizing with physicochemical properties

Group name Ionizable group log P (1) Boiling point (177oC) Numbers

COPLBL O Low Low 5

COPLBH O Low High 13

COPHBL O High Low 13

COPHBH O High High 71

CXPLBL X Low Low 0

CXPLBH X Low High 2

CXPHBL X High Low 12

CXPHBH X High High 96

Not enough Data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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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처리

시료의 준비 및 분석 실험은 독립적으로 3회 반복실시하였으

며, SPSS(ver. 12.0)을 사용하여 농약의 잔류량과 물리화학적 특

성에 대한 Pearson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분석법의 회수율 및 검출한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propamocarb, azoxystrobin, fenarimol,

dichlorvos, edifenphos, cypermethrin, fenvalerate의 쌈배추에서의

잔류분석법에 대한 회수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무처리 쌈배추 잎

에 7가지 농약의 표준품을 1.00, 25.0 mg/kg씩 각각 첨가한 후 3

회 반복하여 시료의 분석방법과 동일하게 실험하여 회수율을 측

정하였다(Table 5). 측정결과 propamocarb는 본 분석방법으로는

측정할 수 없었으나, 식품공전 제 4.1.4.29의(22) propamocarb 단

성분 분석을 사용한 경우에서는 회수율 22.3%로 측정되었으며,

CV값이 48.5%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동일한 시험법을 사용한

Nagayama 등의 논문(20)에서 propamocarb가 대부분의 채소와 과

일에서는 75% 이상의 회수율을 보였지만 양상추에서는 41%의

회수율을 보인 것과 비슷한 결과이며, 쌈배추에서의 propamocarb

Table 2.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pesticides tested

Common name Structural formula
Boiling point

(oC)
log P

(pH 7, 20oC)
Vapor pressure
(MPa, 25oC)

Solubility in water
(mg/L, 20oC)

Propamocarb 245 -1.3 8.70×10−1 1.01×106

Azoxystrobin 545 4.34 1.1×10−7 6.7×100

Fenairmol 258 3.69 6.5×10−2 13.7×101

Dichlorvos 170 1.90 2.1×103 1.8×104

Edifenphos 154 3.83 3.2×10−2 5.6×101

Cypermethrin 489 6.61 2.3×10−4 9.0×10−3

Fenvalerate 521 7.19 1.92×10−2 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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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량시험법은 현재까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데이터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반면, dichlrovos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농약은

모두 80% 이상의 높은 회수율을 나타냈으며, dichlorvos는 30-

40%의 낮은 회수율을 보이지만 재현성이 양호하여 세척조리 조

건에 따른 감소율의 비교가 주 목적인 본 실험에 있어서는 결과

의 판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른 세척제에 의한 잔류농약 제거 효과

Fig. 2는 각각의 세척에 있어서의 농약잔류량을 보여주는 것으

로, 이를 바탕으로 Pearson 상관분석을 하여 각 물리화학적 특성

과 농약잔류량의 상관성을 파악하였다. 선택된 네 가지 세척법은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 5%의 아세트산 수용액은 식

초를, 20%의 에탄올 수용액은 가정에서 가장 흔히 구할 수 있는

유기용매인 소주를 대신하여 사용하였다.

수돗물의 세척에 따른 농약잔류량과 log P와의 상관성을 분석

한 결과 Pearson 상관계수 −0.835(p<0.001)로 유의적인 음의 상

관관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돗물의 세

척에 있어서 log P와의 상관성이 양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예

측과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세척에 의한 잔류농약의

제거율이 농약 자체의 수용성 정도보다는 작물의 침투성 및 농

산물의 특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판단된다(19-21,23).

5% 아세트산 수용액의 세척에 있어서는 log P와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Pearson 상관계수 0.336(p=0.2201)로 유의적인 상관

성을 찾지 못했다. 또한 이온화 그룹을 포함한 fenarimol의 경우

pKa의 값이 11.19로, 주어진 환경에서 화학구조가 변화하지 않으

므로 제거가 더 잘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를 통해볼 때, 단순히

이온화 그룹의 포함여부로 농약잔류량의 상관성을 연관시키기 보

다는 이온화 그룹의 R기에 따른 농약잔류량의 상관성을 살펴보

면 뚜렷한 상관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20% 에탄올 수용액의 세척과 log P의 상관성은 Pearson 상관

계수 −0.659(p<0.01)로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확인하

였다. 이는 log P값이 클수록 높은 제거율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

와 일치하며, 이온화 그룹을 가진 fenarimol도 잘 제거가 된 것은

fenarimol의 R기가 -OH로 alcohol solution에서 잘 씻겨 나갈 수

있는 그룹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0.15% 세제세척과 log P의 상관성은 Pearson 상관계수 −0.939

(p<0.001)로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세제

는 친수성기와 친유성기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형적인 상

관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 예측한 것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수돗물의 세척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작물의 침투성 및 농산물의

특성도 잔류량에 관여하기 때문이라 추정된다(18,21-22). 다만 세

제세척은 친수성기와 친유성기를 모두 갖고 있는만큼 4가지의 세

척방법에 있어 가장 큰 농약제거효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분석에 있어 azoxystrobin은 실험적 재현성이 떨어졌기 때

문에 제외하였다. 이는 농약표준품으로 실험한 회수율실험에서는

우수한 회수율과 재현성을 보였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형태의

azoxystrobin은 쌈배추에 잘 흡착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

제로 농약의 전처리에 있어 풍건과정을 거칠 때, 흰색성상의

azoxystrobin이 파우더 형태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른 조리방법에 의한 잔류농약 제거 효과

Fig. 3은 각각 물을 사용하는 습열조리방법인 데치기와 기름을

사용하는 건열조리방법인 튀기기의 농약잔류량을 보여주는 것으

로, 이를 바탕으로 Pearson 상관분석을 하여 각 물리화학적 특성

과 농약잔류량의 상관성을 파악하였다.

Fig. 1. GC chromatogram of pesticides.

Table 3. GC-MS analytical conditions

Instrument
Agilent 6890 gas chromatograph equipped with 
mass spectrometer, USA

Column
HP-5 capillary column
30 m×0.25 mm I.D.×0.25 µm film thickness

Temperature

Injector 280oC
Oven
80oC (2 min)-10oC/min-280oC (15 min)
Detector 320oC

Flow rate Carrier gas (N
2 
) 1.2 mL · min−1

Injection volume 1 µL

Split ratio 10:1 (SIM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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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분 30초간 데치는 과정과 끓는 점과의 상관성은 Pearson

상관계수 0.092(p=0.717)로, 유의적인 상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거의 모든 농약의 끓는 점은 물의 끓는 점인 100oC 이상이

기 때문이다. 데치는 과정과 log P와의 상관성은 Pearson 상관계

수 0.620(p<0.05)로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

다. 이는 데치는 과정을 통해 쌈배추의 물리적 조직의 변화로, 수

돗물 세척과 달리 물과의 접촉시간이 긴 조리법에서는 log P 값

이 작을수록 물에 더 잘 녹아서 잔류량이 적어지는 효과를 보이

는 것으로 추측된다.

10초간 튀기는 과정과 끓는점과의 상관성은 Pearson 상관계수

−0.526(p<0.05)를 갖는다. 하지만, 이보다는 튀기기 온도인 197oC

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끓는점이 197oC 이하인 dichlorvos, edifen-

phos와 끓는점이 197oC 이상인 나머지 농약들의 차이가 뚜렷하

지 않았다. 우선, dichlorvos가 제거율이 예상보다 높게 측정된 것

은 증기압과의 관련성으로 추측된다. Dichlrovos의 증기압은

2,100 MPa로 매우 큰데, 75 cp의 큰 점성을 갖는 콩기름이 dichlo-

rvos를 포집하기 때문에 튀긴 후 배추 표면의 기름에 많이 부착

된 것으로 사료된다. 튀기기 과정과 log P와의 상관성은 Pearson

상관계수 −0.913(p<0.001)로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튀기는 과정이 지용성인 기름을 사용하는

만큼 log P와의 관련성이 큼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5는 처리

조건에 따른 농약의 감소율을 산출한 결과이며, Table 6는 Table

5의 감소율 평균값을 물리화학적 특징을 표기하기 위해 비교,정

리한 감소계수를 나타낸 표이다.

요 약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지표인 농약의 잔류허

Fig. 2. Removal of pesticides by washing conditions. All values are mean±SD.

Fig. 3. Removal of pesticides by cooking conditions. All values are mean±SD.

Table 4. GC-ECD analytical conditions

Instrument
Agilent 6890 gas chromatograph equipped with 
µECD, USA

Column
HP-5 capillary column
30 m×0.25 mm I.D.×0.25 µm film thickness

Temperature

Injector 235oC
Oven 
85oC (3 min)→10oC · min−1

→260oC (1 min)→ 
25oC · min−1

→320oC (12 min)
Detector 320oC

Flow rate Carrier gas(N
2 
) 1.2 mL · min−1

Injection volume 1 µL

Split ratio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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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준의 결정요인 중 하나인 감소계수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더

욱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농산물별,

농약별로 이루어져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는 적합하지 못

하다. 이에 본 연구는 농약의 감소계수를 농약의 물리화학적 특

성에 따라 산출하고자 실험을 계획하였다. 먼저 농약잔류허용기

준이 설정된 288개의 농약을 대상으로 하여 이온화그룹포함여

부, log P, 끓는점에 따라 propamocarb, azoxystrobin, fenarimol,

dichlorvos, edifenphos, cypermethrin, fenvalerate의 농약을 선별하

였다. 이 중 회수율과 농약의 전처리과정에서 실험이 어려웠던

propamocarb와 azoxystrobin은 최종 데이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해당 농약들을 수돗물, 5% 아세트산 수용액, 20% 에탄올 수용

액, 0.15% 세제액의 4가지의 세척방법과 데치기, 튀기기 2가지의

조리방법 총 6가지의 조건을 처리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하였

다. 그 결과, log P와의 상관성에 있어 5% 아세트산 수용액은

0.336(p=0.221)로 유의적인 상관성이 없었으나, 수돗물에서의 세

척은 -0.835(p<0.001), 20% alcohol solution에서는 −0.659(p<0.01),

세제세척에서는 −0.939(p<0.001)의 값을 얻었다. 데치기와 끓는점

은 유의적인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log P와는 0.620(p<0.05)

로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튀기기와 끓는점은 상관성

이 있으나, 이보다는 log P와의 상관성이 −0.913(p<0.001)로 더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세척과정에 있어서는 농약의

잔류에는 단순히 농약자체의 수용성 뿐 아니라 작물의 침투성도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조리과정에 있어서는 농

약의 잔류에는 log P와 끓는점이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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