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BACKGROUND: Pesticide residue analysis is essentially
required for safety evalu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Bistrifluron and chlorantraniliprole have been currently
considered as potentials to deeply evaluate their residues in
agricultural products because they are frequently found in
strawberry. This work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residual patterns of bistrifluron and chlorantraniliprole in
strawberry after harvest.
METHODSANDRESULTS:Strawberry was treated with
bistrifluron and chlorantraniliprole 0, 1, 2, 3, 5, 7 and 10 days
before harvest under greenhouse conditions. The strawberry
samples were subjected to solvent and solid phase
extractions followed by LC-MS/MS analysis. There covery
percentages of bistrifluron and chlorantraniliprole for tified
in the control samples ranged from approximately 82 to
103% with the method limit of 0.005 mg/kg. The

concentrations of bistrifluron and chlorantraniliprole in
strawberry samples decreased significantly in 10 days after
treatment, giving the safety levels of 0.04 to 0.06 mg/kg at 10
days after application, as considered maximumresidue limit.
The half-lives of bistrifluron and chlorantraniliprole based
on first order kinetics were determined to 6.3 days and 6.4
days, respectively.
CONCLUSION:Bistrifluron and chlorantraniliprole are
suggested to use in strawberry 10 days before harvest to
reach residual safety levels.

Keywords:Biological half-life, Bistrifluron, Chlorantraniliprole,
Pre-harvest residue limit (PHRL), Strawberry

서 론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식품 중 중금

속 미생물 농약잔류 등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지, ,

고 있다 위해요소 중 하나인 농약은 생물학적 활성이 높은.

유기 화합물로 자체의 고유 독성을 가지고 있어 부적절하게

사용 할 경우 농작업자와 농산물 소비자에게 건강 위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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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딸기 중 과bistrifluron

의 잔류 특성 연구chlorantranilip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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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할 수 있다(Hwang et al 이에 국내에서는 농약., 2012).

을 안전하게 사용하고자 농약 등록 시 수확 전 살포일 살포,

횟수 살포량 등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여 출하되는 농산물에,

잔류된 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MRL (Kim et al.,

2013). 또한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작물에대한잔류허용기

준과 재배 시 사용되는 농약의 잔류감소양상 및 생물학적 반

감기에근거한회귀식을산출하고 출하전부터 을설정, PHRL

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Lee et al., 2013).

본 연구의 대상 작물인 딸기는 재배기간이 긴 작물이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작물이나 맛과 향이 뛰어나고 vitamin

함량이 풍부하여 소비량이 많은 작물로 고추 수박 다음으C ,

로 농민들에게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Cho et al., 2004;

Choi et al., 2013). 딸기는 노지재배보다 시설재배가 보편화

된 작물로 온난 다습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재배되고 있어

탄저병 잿빛곰팡이병 시들음병 등 여러 병해충들에 의해 피, ,

해를입고있다(Nam et al 이러한병해충을방제하기., 2012).

위하여대규모딸기생산단지에서는농약을사용한방제가이

루어지고 있으며 방제를 위해 살포된 농약은 다양한 요인과,

경로를 통해 분해되지만 토양에 흡착되어 잔류될 수 있고 작,

물에 잔류하여 소비자에게까지 유통될 수 있다(Claeys et al.,

농약잔류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소비2008).

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총 개의 생산단53

계잔류허용기준이설정되어있는딸기에대하여지속적인연

구를 통해 기준 설정의 확대가 필요하다(MFDS,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빈도가 높고 생산단계 조사결,

과 적부 판정빈도가 높은 과bistrifluron chlorantraniliprole

을 선정하였으며 딸기에 대한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설정,

확대를 위하여 및 을 시설bistrifluron chlorantraniliprole

재배포장에 살포하고 일자별 농약 잔류경향을 조사하여 딸기,

중 시험농약의 경시적 변화로부터 생물학적 반감기를 산출함

으로써 잔류량 변화를 예측하고 생산단계에서의 잔류허용기

준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농약

본 연구에 이용된 표준물질 및bistrifluron (99.0%)

은chlorantraniliprole (99.5%) Dr. Ehrenstorfer GmbH

에서 구입하였으며 포장시험에 사용된 농약 제품(Germany) ,

액상수화제상표명 레이서 주아그로텍 및bistrifluron 5% ( : , ( ) )

입상수화제상표명 알타코아 주chlorantraniliprole 5% ( : , ( )

팜한농는 농약 시판상에서 구입하였다 두 약제의 화학구조) .

식과 이화학적 성질은 과 같다Table 1 .

시약 재료 및 기구,

딸기 중 및 의 잔류분석bistrifluron chlorantraniliprole

을 위해 사용한 및 은acetonitrile dichloromethane Junsei

로부터 급으로 구입하였으며Chemical (Japan) GR , methanol

및 는 에서 급으로 구입하여 사water Merck (Germany) GR

용하였다 는 에서 구입. Formic acid Sigma-Aldrich (USA)

하여사용하였고 전처리과정을위해사용한, sodium sulfate

는 의 제anhydrous, sodium chloride Dae Jung (Korea)

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정제를 위해 사용된. NH2 SPE

는 에서구입했고 시료를cartridge (1 g) Phenomenex (USA) ,

마쇄 및 균질화 하기 위하여 homogenizer (Nissei, Japan),

추출액을 감압농축하기 위하여 vacuum rotary evaporator

를 사용하였다(Eyela, Japan) .

분석기기

딸기 중 및 의 잔류량을bistrifluron chlorantraniliprole

분석하기위해 를이용하였고 기기구성은LC-MS/MS , HPLC

와 질량분석기(Nanospace SI-2, Shiseido, Japan) (TSQ

Bistrifluron Chlorantranilip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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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PAC name
1-[2-chloro-3,5-bis(trifluoromethyl)phenyl]-3-
(2,6-difluorobenzoyl)urea

3-Bromo-N-[4-chloro-2-methyl-6-(methylcarbamoyl)
phenyl]-1-(3-chloropyridin-2-yl)-1H-pyrazole-5-car
boxamide

Mol. wt. 446.7 483.15

V.P. (mPa)
2.7×10-3 mPa (25 )℃ 6.3×10-9 mPa (20 )℃

2.1×10-8 mPa (25 )℃
logP 5.74 (pH 7.8, 22 )℃ 2.76

Solubility
in water

<0.03 mg/L (25 )℃ 0.9-1.0 mg/L (20 )℃

Table 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bistrifluron and chlorantranilip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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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였다Quantum ultra, Tehrmo scientific, USA) .

은 분석 시Column bistrifluron Capcell Core-C18 (150×2.1

을 사용하였으며mm, 2.7 μm, Shiseido, Japan) Unison

UK-C18 (100× 은2.0 mm, 3.0 μm, Imtakt, Japan)

분석에 사용하였다chlorantraniliprole .

시험포장 및 농약살포

본연구에사용된공시작물은딸기품종 설향이며 시험( : ) ,

포장은 충청남도 예산군 포장포장 과 충청남도 논산시 포( 1)

장포장 의 시설재배지를 임차하였고 년 월 일부터( 2) , 2015 3 5

년 월 일까지총 일간포장시험을수행하였다 약제2015 3 16 12 .

처리구당시험구획면적을포장 은1 40 m2 포장 는, 2 38.4 m2

으로 반복구와 각 처리구 사이에 의 완충구간을 배치하3 1 m

였다 딸기에 대한 시험 농약의 살포는 농약사용지침서의 안.

전사용기준에준하여희석한후 포장 과포장 지역에배터, 1 2

리 충전식의 배부식 분무기 광선분무기(KS-PK2000, , Korea)

를사용하여살포하였다 및. Bistrifluron chlorantraniliprole

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은 와 같다Table 2 .

시료채취

딸기 수확 시기 일전에 농약을 회 살포하고 시간 후10 1 , 2

를 일차로 하여 및 일차에 일정크기의 시0 0, 1, 2, 3, 5, 7 10

료를채취하였다 처리구당 이상채취된시료는각처리. 2 kg

구별로 밀봉한 후 아이스박스에 보관하여 즉시 분석 장소로

운반하였으며 처리구별로 시료를 등분하여 균질화해 혼합, 4

하여 이하에서 냉동보관 후 분석 시 사용하였다20 .– ℃

및 표준검량선 작성Bistrifluron chlorantraniliprole

표준품 와Bistrifluron (99.0%) 101.0 mg 100 mL

표준품 을chlorantraniliprole (99.5%) 100.5 mg 10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에 녹여, acetonitrile 1,000 mg/kg

을 조제하였다 동일용매의 단계별 희석을 통stock solution .

하여 0.05, 0.1, 0.2, 0.5, 1.0, 2.0 mg/kg working solution

을 취한 후 질소가스로 농축 하고 분석법과 동일한1 mL , ,

과정으로 조제한 무처리 시료를 재용해 하여(1 mL) blank

를 조제하였다 과standard . Bistrifluron chlorantraniliprole

를 에주입하여 분석한뒤1.0 L LC-MS/MS , chromatogramμ
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된 검량선을peak matrix matched

작성하였다.

딸기 중 잔류농약 분석

딸기 중 및 을 추출하기bistrifluron chlorantraniliprole

위하여 각각의 약제가 처리된 시료 에20 g acetonitrile 100

을 가하여 에서 분간 으로 마mL homogenizer 3 , 10,000 rpm

쇄추출하였다 추출액 중 을 감압여과한 후 포화· . acetonitrile

식염수 증류수 를첨가하여50 mL, 100 mL dichloromethane

5 로 회 분배한 후 분배액을 농축하여0 mL, 50 mL 2 ,

dichloromethane 로 재용해 하였다 두 약제 모두5 mL .

SPE-NH2 를 이용하였으며cartridge (1 g) , dichloromethane

로 한5 mL pre-washing SPE-NH2 에 추출cartridge (1 g)

액 를 하고 전개용매5 mL loading , (dichlormethane:methanol

를 이용하여 약제를 용출시켰다 이 용출=95:5, v/v) 5 mL .

액을 감압 ․농축하고 로 재용해하여 여과acetonitrile 2 mL

한 후 를 이용하여(0.2 m membrane filter) , LC-MS/MSμ
최종 분석하였으며 두 약제에 대한 의 분석조건은, MS/MS

과 같다Table 3 .

딸기 중 회수율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및 을bistrifluron chlorantraniliprole

분석하기 위한 시험방법의 정확성 및 정밀성을 검증하기 위

Pesticide Formulation
A.I.a)

(%)
MRLb)

(mg/kg)

Safe use guideline

PHIc)

(day)
MNAd)

(time)
Dilution

Bistrifluron SCe) 5 0.5 2 2 2,000

Chlorantraniliprole WGf) 5 1.0 2 2 2,000
a)A.I.: Active ingredient, b)MRL: Maximum residue limit, established by MFDS, c)PHI: Pre-harvest interval,
d)MNA: Maximum number of application, e)SC: Suspension concentrate, f)WG: Water dispersible granule

Table 2. Guidelines for the safe use of bistrifluron and chlorantraniliprole

Compound Precursor ion product ion CE Q1 PW Q3 PW SRM mode

Bistrifluron 444.724

259.944 43 0.5 0.7

ESI-261.857 22 0.5 0.7

388.987 17 0.5 0.7

Chlorantraniliprole 483.836

176.740 45 0.5 0.7

ESI+285.603 26 0.5 0.7

452.531 18 0.5 0.7

Table 3. Selected Reaction Monitering (SRM) condition of bistrifluron and chlorantranilip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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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회수율 시험을 수행하였다 무처리구 딸기 시료 에. 20 g

및bistrifluron c 표준용액holorantraniliprole 0.1 mg/kg

를각각 정량한계 수준1 mL, 1 mg/kg 1 mL (0.005 mg/kg),

정량한계의 배 수준 으로 정확히 가하고 균10 (0.05 mg/kg) ,

일하게 혼합하여 분간 방치한 후 상기의 분석과정을 수행30 ,

하여 회수율을 산출하였다.

시험농약의 생물학적 반감기 및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산출(Pre-Harvest Residue Limit, PHRL)

딸기 생산단계 중 시험약제의 잔류량은 표준검량선을 적

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생물학적 반감기 및 생산단계 잔류허용,

기준 은 잔류데이터를 이용하여 감소그래프 작성 후(PHRL)

에 의한 지수감소식을 유도하여 값을first order kinetics k

산출하였으며 값을 이용하여 생물학적 반감기를 식, k 0.639/k

으로 산출하였다(Hwang et al., 2014).

결과 및 고찰

시험기간 중 환경조건과 딸기의 중량

시험기간 중 예산군 포장포장 과 논산시 포장포장( 1) ( 2)

시설재배지의 평균기온 범위는 포장 의 경우1 12.9~16.7 ,℃
포장 는 이었으며 평균습도 범위는 각각2 14.0~20.4 ,℃

이었다 포장 과 포장 에 시험51.0%~72.9%, 72.6%~83.4% . 1 2

약제를 살포 후 수확한 딸기의 평균무게 범위는 bistrifluron

의 처리구에서 각각 이였고26.21~32.02 g, 24.88~29.68 g ,

의 처리구에서는 각각chlorantraniliprole 24.40~31.05 g,

으로 포장 포장 에서의 개체중량은 큰 차24.89~30.14 g 1, 2

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및 표준검량선 작성Bistrifluron chlorantraniliprole

딸기 중 잔류농약의 정량분석을 위해 실험약제의 표준품,

을 이용하여 표준검량선을 작성하였다 분석대. LC-MS/MS

상은 를 고려하여 무처리 시료를 분석법과 동matrix effect

일한 방법으로 추출 시료를 표준품과 한 후matrix matched ,

잔류농약 분석을 위한 표준검량곡선을 작성한 결과 두 약제,

모두 상관계수(r2 가 이상으로 높은 직선성을 보여 정량) 0.99

분석에 적합함을 확인하였으며 표준검량선의 회귀식은,

와 같다Table 4 .

분석정량한계 및 회수율

딸기 중 및 에 대한 분석bistrifluron chlorantraniliprole

검출한계는 이었으며 분석방법의 정확성 및 정0.005 mg/kg ,

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한 회수율 시험은 정량한계 수

준 정량한계의 배 수준 으로(0.005 mg/kg), 10 (0.05 mg/kg)

시료에첨가하여처리농도별 반복시험을수행하였다 분석3 .

결과 은 에서는bistrifluron 82.8~103.9%, chlorantraniliprole

이었고 이하의 변이계수82.7~100.2% , 10% (Coefficient of

를보였다 두시험농약의회수율분variation, C.V.) (Table 5).

석결과는 유효 회수율 범위인 이내의 기준을 만족70~120%

하여 과 의잔류량을구명하기bistrifluron chlorantraniliprole

에 적합한 분석방법이라 판단된다 상기 분석 방(Lee, 2012).

법에 의한 및 의 머무름 시간bistrifluron chlorantraniliprole

은 각각 이였다(Retention time, RT) 6.28 min., 3.94 min. .

딸기 생산단계 중 잔류량 변화에 따른 생물학적 반감기

딸기 시료를 일차별로 채취한 후 잔류량을 이용하여 생물

학적 반감기를 산출하였다 시험농약의 잔류량을 산출한 결.

과 의 초기농도는 포장 에서 포, bistrifluron 1 0.16 mg/kg,

장 에서는 이였으며 일 후 농도는 두 포장2 0.15 mg/kg , 10

모두 으로 초기농도 대비 각각0.05 mg/kg 66.67%, 68.75%

감소하였다 의 경우 초기농도는 두 포장. Chlorantraniliprole

모두 이였고 일 후 농도는 포장 에서0.17 mg/kg , 10 1 0.04

포장 에서는 으로 초기농도 대비 각각mg/kg, 2 0.06 mg/kg

감소하는 것을 보였으며 두 약제 모두 잔류76.47%, 64.70% ,

허용기준(bistrifluron: 0.5 mg/kg, chlorantraniliprole: 1.0

에 못 미치는 수준이였다 산출된 잔류량을 식품의약mg/kg) .

품안전처에서 제공한 회귀분석 검정표에 적용하여 각각 시험

포장의 잔류량에 따른 잔류감소 회귀식을 산출한 결과,

Pesticide Linear equation r2

Bistrifluron y=1678656.572x+182992.033 0.9958

Chlorantraniliprole y=8585760.9956x-30434.9973 0.9937

Table 4. Linear equation of calibration curve for the quantification of the pesticide residues in strawberries

Pesticide
Fortification level

(mg/kg)

Recovery (%) MLOQ
(mg/kg)1 2 3 AVG±C.V.

Bistrifluron
0.005 85.4 88.8 82.8 85.7±1.7

0.005
0.05 98.5 103.9 95.9 99.5±4.3

Chlorantraniliprole
0.005 88.0 100.2 89.4 92.5±7.2

0.005
0.05 85.4 84.7 82.7 84.3±1.7

Table 5. Recovery rate and MLOQ for bistrifluron and chlorantraniliprole in strawber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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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포장 에서bistrifluron 1 y=0.1521e-0.1093x (r2= 0.9459),

포장 에서2 y=0.1604e-0.1101x (r2 이었으며 일자별잔류=0.9760) ,

량을통한반감기를산출한결과두포장모두 일로나타났6.3

다 의 경우 포장 에서. Chlorantraniliprole 1 y=0.158e-0.1484x

(r2 포장 에서=0.9570), 2 y=0.1649e-0.1076x (r2 이었으며=0.9610) ,

포장 에서 일 포장 에서는 일의 반감기를 보였다1 4.7 , 2 6.4 .

등 이 수행한 연구결과Kim (2007) , 은bistrifluron 환경 중에

노출되어도 증기압이 낮아 휘발로 인한 소실이 매우 낮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작물에 처리하였을 때 시간경과에

따른 소실되는 양이 적어 잔류감소경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융모의 유무에 따른 잔류량 차이를 연구한.

등 의보고에따르면작물의표면에존재하는융모Kim (2012)

는 표면적을 증가시켜 융모가 존재하지 않는 작물보다 최대

배의 높은 잔류량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5.4 .

작물인 딸기는 비표면적이 큰 작물임과 동시에 융모로 인한

농약의 부착량이 높아 초기 잔류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

료된다 등 의 연구에 따르면 오이의 경우 첫 수확. Lee (2009)

대비 최종 수확 날의 계체량을 비교한 결과 배의 높은 증, 25

체율을보여비대성장에따른희석효과가크다고보고하였다.

이를 참고하였을 때 딸기는 배의 매우 낮은 증체율을 가1.27

진 작물로 비대성장에 따른 희석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

단되어 및 의 반감기 및 잔류bistrifluron chlorantraniliprole

량 감소에 주 요인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즉 두 시험농약. ,

의 이화학적 특성 작물의 형태적 특성 표면적 및 표면의 성, ,

상에 따라 살포된 농약이 작물체에 부착되는 정도의 직접적

인차이가두약제의초기잔류량및잔류양상에영향을미친

것으로 판단된다(Son et al., 2009).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설정

은 작물 수확 시 잔류량이 을 초과하지 않도PHRL MRL

록 수확 전 일정 일자별로 잔류량을 설정한 기준 수치로서

과 의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bistrifluron chlorantraniliprole

을 과 같이 추천할 수 있다 딸기 중 의Table 6 . bistrifluron

은 이었으며 의 경우MRL 0.5 mg/kg , chlorantraniliprole 1.0

으로 의 수확 일 전 생산단계 잔류허용mg/kg bistrifluron 10

기준은포장 에서 포장 에서 이었1 1.10 mg/kg, 2 1.23 mg/kg

다 의수확 일전생산단계잔류허용기. Chlorantraniliprole 10

준은 포장 에서 포장 에서 으로1 3.07 mg/kg, 2 2.29 mg/kg

나타났다 딸기재배중 및 의. bistrifluron chlorantraniliprole

수확 일전잔류량이각각 이하로10 1.10 mg/kg, 2.29 mg/kg

잔류한다면 수확 시 잔류량이 을 초과하지 않는 안전한MRL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 약

본 연구는 딸기 중 및bistrifluron chlorantraniliprole

을 예산군 포장포장 논산시 포장포장 에 살포한 후( 1), ( 2) ,

약제처리 2시간후를 일차로하여 일에시0 0, 1, 2, 3, 5, 7, 10

료를 채취하였다 두 시험농약을 를 이용하여 분. LC-MS/MS

석 한 후 생물학적 반감기를 산출하고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

용기준을 설정하였다 정량한계는 모두 이었으. 0.005 mg/kg

며 회수율 분석 결과 의 경우, bistrifluron 82.8~103.9%,

에서는 의 회수율을 보였으chlorantraniliprole 82.7~100.2%

며 미만의 변이계수 값, 10% (Coefficient of variation, C.V.)

을 만족하였다 딸기 중 및. bistrifluron chlorantraniliprole

의 초기 잔류량은 포장 에서 이었1 0.16 mg/kg, 0.17 mg/kg

고 포장 에서는 으로, 2 0.15 mg/kg, 0.17 mg/kg MRL

(bistrifluron: 0.5 mg/kg, chlorantraniliprole: 1.0 mg/kg)

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일 후 잔류량은 포장 에서. 10 1 0.05

포장 에서는mg/kg, 0.04 mg/kg, 2 0.05 mg/kg, 0.06

이었으며 초기농도 대비 감소하는mg/kg , 66.67%, 76.49%

것을 보였다 잔류량에 따른 잔류감소 회귀식을 산출한 결과.

딸기 중두 약제에 대한 반감기는 에서는 두 포장bistrifluron

모두 일 은 일포장 과 일포장6.3 , chlorantraniliprole 4.7 ( 1) 6.4 (

로 나타났다 잔류감소 회귀식을 이용하여산출한 생산단계2) .

잔류허용기준은 과 의수확bistrifluron chlorantraniliprole 10

일전 으로 제안하였다1.10 mg/kg, 2.29 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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