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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배 아스 라거스 중 살충  dinotefuran의 잔류특

부경
주대학  아열대·열대생물 행 터

Residual Characteristics of Insecticide Dinotefuran in Asparagus under 

Greenhouse Condition

Kyung Hwan Boo

Subtropical/tropical Organism Gene Bank, Jeju National University

  약  본 연구는 시설재배 아스 라거스를 상으로 dinotefuran 수화제(10%)의 잔류특성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안 사용

기 설정의 기 자료를 확보하고자 수행하 다. Dinotefuran의 잔류량은 7-8월 시설재배지의 아스 라거스를 입경 과 후

상태가 되도록 제작하고, 수확 7일 약제 2,000배 희석액을 1회 살포하여 1-2일 간격으로 5회에 거쳐 어린 순을 수확한 후

분석하 다. Dinotefuran의 분석에는 HPLC-UVD를 이용하 으며, 아스 라거스에서 dinotefuran 잔류분석법의 유효성은 두

수 농도(0.5 1.0 mg/kg)의 회수율을 분석하여 평가하 다. 그 결과, dinotefuran의 정량한계는 0.01 mg/kg이었고, 분석법

의 회수율은 두 수 농도 각각 83.3±0.4%(변이계수 0.4%)와 94.0±0.5%(변이계수 0.5%)로 양호하 다. 입경 아스 라거스

의 dinotefuran 잔류량은 약제 살포 후 5일이 경과하 을 때 유사농산물(엽경채류) 잔류허용기 최 치를 기 으로 설정한

잠정잔류허용기 (0.05 mg/kg) 보다 낮은 수 (0.02-0.04 mg/kg)을 보 고, 입경 후 아스 라거스에서는 약제 살포 후 3일이

경과하 을 때 잠정잔류허용기 보다 낮은 수 (<0.01 mg/kg)을 보 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7-8월 시설재배지의 아스 라

거스에 dinotefuran 수화제(10%)를 수확 7일 에 1회 살포하는 것은 아스 라거스의 농약잔류 안 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단되었으며, 본 연구결과는 아스 라거스에 한 dinotefuran의 안 사용기 을 설정하는데 요한 기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residual characteristics of the insecticide dinotefuran in 

asparagus under greenhouse conditions from July to August and consequentially to obtain basic data for guidelines 

on the safe use of this pesticide in asparagus. Residues of dinotefuran in young stem of asparagus before and after 

growing mother stem were analyzed from samples collected at 0, 1, 3, 5, and 7 days after single application of a 

commercial formulation of dinotefuran (wettable powder, 10%) at the recommended dose (2,000 times dilution). The 

residue of dinotefuran in young stem of asparagus was analyzed by HPLC-UVD, and recovery of dinotefuran in young 

stem was tested at 0.5 and 1.0 mg/kg concentrations. As a result, the limit of quantitation (LOQ) of dinotefuran was 

0.01 mg/kg, and the recovery of dinotefuran was in the range of 83.3-94.0% with a coefficient of variation less than 

10%. Residues of dinotefuran in young stem of asparagus before and after growing the mother stem were lower than 

the tentative limit (0.05 mg/kg) from 5 and 3 days after single application, respectively. Based on these results, single 

application of dinotefuran (wettable powder, 10%) at the recommended dose at 7 days before harvest would have no 

deleterious effects on safety issues concerning pesticide residue. This result might provide basic information to 

construct guidelines for the safe use of dinotefuran in aspara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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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스 라거스(Asparagus officinalis L.)는 백합과

(Liliaceae) 아스 라거스 속(Asparagus)에 속하는 다년

생 숙근성 채소로, 국내에서는 1990년 들어 재배가 활

성화 된 이후 재배면 이 차 증가하 고, 국 으로

약 70 ha 이상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

아스 라거스의 어린 순은 식용으로 사용하는데, 생

리활성물질인 라보노이드, 페놀화합물, 카페인산, 페

룰린산, 항산화성분 등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고, 인체

내 콜 스테롤 하 효과, 암세포 활성억제 효과 등이 알

려지면서 국내 소비량도 증하고 있는 실정이다[2-7].

아스 라거스의 주요 해충은 꽃노랑총채벌 , 총채

벌 , 담배거세미나방, 왕담배나방, 밤나방, 명주달팽

이, 잎벌 등이 알려져 있으며, 그 총채벌 는 가

장 문제가 되는 해충으로 아스 라거스 재배 기간에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9]. 특히, 

수확기에 총채벌 의 피해를 입으면 아스 라거스의

어린 순이 구부러지거나 표면이 탈색되는 증상이 발생하

여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다[8]. 

Dinotefuran은 후라니코티닐계(Fig. 1)의 침투이행성

살충제로 과수나 채소에 발생하는 총채벌 류, 진딧물류

등의 방제에 주로 사용하는 약제이다[10]. 독과 섭

식독을 통하여 살충효과를 나타내며, 유기인계, 카바메

이트계, 합성피 스로이드계 등에 항성이 생긴 해충에

도 살충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재

까지 이 약제가 아스 라거스의 해충 방제약제로 등록·

고시 되지는 않았으며, 아스 라거스에서의 잔류특성에

한 보고도 없는 실정이다.

Fig. 1. Chemical structure of dinotefuran.

아스 라거스의 식용 순 수확은 년도 가을에 뿌리

에 장한 양분을 기반으로 이듬해 에 새롭게 형성되

는 것을 1차(입경 )로 수확하고, 기를 세우고 잎을

무성하게 하는 “입경”을 통하여 동화양분을 만들 수 있

는 기와 잎을 일정수 확보한 이후에 새롭게 형성되

는 순을 2(입경 후)차로 수확한다[11]. 따라서 입경 과

후의 아스 라거스 생육상태는 히 다르며, 그에 따

른 약제 처리방법이나 소요액량 등도 많은 차이가 발생

하여 아스 라거스 순의 병해충 방제 약제 잔류특성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재배지의 아스 라거스를

입경 과 후 상태가 되도록 제작한 후 이를 상으로

dinotefuran 수화제(10%) 2,000배 희석액을 살포하여 경

과일수별 아스 라거스 순의 잔류수 을 조사함으로써

아스 라거스에서의 dinotefuran 잔류특성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안 사용기 설정의 기 자료를 확보하고자

수행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시험약

시험에 사용된 약제는 dinotefuran 10% 수화제(오신)

이며, 물에 2,000배 희석하여 사용하 다.

2.2 시험포

약제 살포 시험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흥동

에 치한 시설재배 농가의 비닐하우스 내에 배치하

다. 시험구는 크게 입경 (before growing mother stem)

과 후(after growing mother stem)로 구분하여 배치하

는데, 입경 시험구의 아스 라거스는 8월 에 지상

부를 모두 제거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순만 생장하도록

제작하 고, 입경 후 시험구의 아스 라거스는 6월 순

에 입경하여 지상부를 생장시킨 이후에 7월경에 새로운

순이 생장하도록 제작하 다. 각 시험구는 3반복으로 배

치하 고, 시험구 당 면 은 약 60 m2 정도 다. 

시험작물인 아스 라거스의 리는 행 인 방법에

하여 수행하 으며, 수는 이랑 에 호스를 설

치하여 건조 시 수시로 함으로써 농약성분이 수로 인

해 세척되는 것을 방지하 다. 

시험기간 시설재배지의 온도 상 습도는

HOBO data logger(Onset Computer, Co., Bourne, MA, 

USA)를 이용하여 1시간 간격으로 측정하 다. 시험기

간 시설재배지의 일평균 온도와 습도는 Fig. 2에 나

타내었는데, 입경 시험구의 시험기간 평균기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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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평균습도는 80.6% 으며, 입경 후 시험구의 시

험기간 평균기온은 24.6℃, 평균습도는 88.7% 다.

Fig. 2. Changes of temperature and humidity in greenhouse

during experimental period.

2.3 약  살포 및 시료 채취

시험약제 2,000배 희석액을 주행식동력분무기

(TU-26, ㈜동양테크툴)를 이용하여 아스 라거스에 약

액이 흐를 정도로 충분히 살포하 다. 약제 살포는 입경

과 후 상태의 아스 라거스 식용 순 수확일을 기 으

로 수확 7일 에 1회 시행하 다. 약제 살포 시 아스

라거스의 생육상태는 입경 시험구의 경우 높이가 약

50 cm 이하의 어린 순만 생육하고 있었고, 입경 후 시험

구의 경우 어린 기가 생장하여 잎이 무성하게 자라 식

물체의 높이가 약 1.2-1.5 m 정도 다. 약제 소요액량은

입경 시험구의 경우 110 L/10 a 수 이었으며, 입경

후 시험구의 경우는 275 L/10 a 수 이었다.  

약제처리 시료는 살포한 후에 살포당일부터 1-2일 간

격으로 5회에 거쳐 수확하 다. 약제처리 시료의 평균

무게는 입경 시료의 경우 0.30±0.055 kg(20개) 이

으며, 입경 후 시료의 경우 0.33±0.057 kg(20개) 이었다. 

시료 수확량은 반복구당 약 1 kg 정도 으며, 시료는 수

확 후 세 하여 PE bag으로 한 후–20℃에 보 하

면서 잔류분석에 이용하 다. 

2.4 기기분  건

아스 라거스의 dinotefuran 잔류량은 HPLC-UVD를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기기분석 조건은 Table 1에 나

타낸 것과 같다. 

2.5 검량  

Dinotefuran 표 품(97%) 51.5 mg을 methanol 50 

mL에 녹여 1,000 mg/L의 용액을 제조하 다. 이 용액

5 mL를 취하여 methanol 50 mL로 정용하여 100 mg/L 

표 용액을 만들었다. 이 용액을 순차 으로 희석하여

0.05, 0.1, 0.2, 0.5, 1.0, 2.0, 5.0 mg/L의 용액을 조제하

으며, 일정량(10 μL)을 HPLC에 주입하여 얻어진 크

로마토그램상의 면 을 기 으로 표 검량선을 작성하

다.

Instrument Thermo Separation Products HPLC

Detector Spectra System UV6000LP

Mobile 

phase

Gradient (A: acetonitrile, B: water)

Time

(min)

A

(%)

B

(%)

Flow rate

(mL/min)

0 5 95 1.0

8 50 50 1.0

10 70 30 1.0

15 95 5 1.0

Column Luna C8, 250 x 4.6 mm, 5 μm

Wavelength 270 nm

Injection vol. 10 uL

Table 1. HPLC operating conditions for analysis of 

dinotefuran.

2.6 농약 분

세 한 아스 라거스 50 g을 비이커에 칭량 한 후

homogenizer에 넣고 acetonitrile 100 mL와 NaCl 20 g

을 첨가하여 5,000 rpm에서 3분간 균질화 하 다. 균질

화 한 시료를 200 rpm에서 30분간 진탕추출 한 후 원심

분리(3,000 rpm, 3분)하 다. 상등액 10 mL을 취하여

40℃ 수욕상에서 감압농축하 다. 농축잔사를 5 mL의

acetonitrile:dichloromethane(1:9, v/v)으로 재 용해한 후

Sep-Pak florosil cartridge(1 g, 6 cc)를 이용하여 정제하

다.

Sep-Pak florosil cartridge는 10 mL dichloromethane

으로 세척하여 안정화 한 후 상기 재 용해액 5 mL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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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ridge 상부에 가하여 흘려버렸다. 계속하여 5 mL 

acetonitrile:dichloromethane (1:9, v/v) 용액을 가하여

세척한 다음 10 mL acetonitrile:dichloromethane(45:55, 

v/v) 용액으로 용출하 다. 용출액은 40℃ 수욕상에서

감압농축하 으며, 2 mL methanol로 재 용해하여 HPLC

분석에 사용하 다. 

2.7 수  시험

무처리 아스 라거스 50 g에 dinotefuran 표 용액

10 mg/L를 각각 2.5와 5.0 mL 처리하여 잔류농도가 0.5 

1.0 mg/kg이 되도록 한 후 상기 분석법과 동일한 분

석과정을 행하여 회수율을 산출하 으며, 회수율 시험은

각 처리농도에 해 3반복으로 수행하 다.

3. 결과 

3.1 검량

잔류량 산출을 하여 농도가 다른 7종의 표 용액

10 μL를 HPLC-UVD로 분석하여 본 결과, dinotefuran

의 머무름 시간은 7.690-7.847분 이었다(Fig. 3). 크로마

토그램상의 피크 면 을 기 으로 표 검량선을 작성하여

본 결과, 검량선의 회귀방정식은 y(area)=55160x(ng)-17203

(R2=0.9992)으로 나타나 직선성은 양호하 다.

3.2 량한계

HPLC-UVD를 이용하여 dinotefuran 표 용액을 분

석하여 본 결과, 최소검출량(limit of detection, LOD)은

0.5 ng(S/N=10)이었으며, 이를 기 으로 시료량 분석

조작 의 희석배수 등을 감안하여 정량한계를 산출하여

본 결과, 본 분석법의 정량한계(limit of quantitation, 

LOQ)는 0.01 mg/kg 이었다. 이는 국내 잔류농약분석법

의 일반 인 기 인 0.05 mg/kg 미만 는 잔류허용기

의 1/2이하에 부합하는 결과 다[12].

3.3 수

잔류분석법의 합성을 검증하기 하여 두 수 농

도(0.5 1.0 mg/kg)의 dinotefuran에 한 분석법의 회

수율을 평가한 결과, 회수율은 각각 83.3±0.4%(변이계

수 0.4%)와 94.0±0.5%(변이계수 0.5%)로 확인되었다

(Table 2). 이 결과는 농 진흥청에서 권고하는 단성분

분석 회수율 범 인 70-120%, 변이계수 10% 이내의 기

에 부합하는 것으로 상기 분석 방법이 아스 라거스

dinotefuran의 잔류량을 구명하기에 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3]. 

Compound

Pesticide 

residues

(mg/kg)

Recovery 

± SDa)

(%)

CVb)

(%)

LOQc)

(mg/kg)

Dinotefuran
0.5 83.3±0.4 0.4

0.01
1.0 94.0±0.5 0.5

a)SD: Standard deviation, b)CV: Coefficient of variation, c)LOQ: Limit 

of quantitation

Table 2. Recovery and limit of quantitation for 

dinotefuran in asparagus

3.4 Dinotefuran 량

Dinotefuran(10% 수화제 2,000배 희석액)을 입경

과 후의 아스 라거스에 수확 7일 1회 살포 후 1-2일

간격으로 5회에 거쳐 수확한 아스 라거스 순의

dinotefuran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

었으며, 표 인 크로마토그램은 Fig. 3에 나타내었다. 

입경 아스 라거스의 경우 살포당일 dinotefuran의

잔류량은 0.24 mg/kg이었으며, 지속 으로 감소하여 살

포 후 3일이 경과하 을 때는 0.09 mg/kg 수 이었고, 

살포 후 7일이 경과하 을 때는 0.02 mg/kg 수 이었다. 

입경 후 아스 라거스의 경우는 살포당일 dinotefuran의

잔류량이 0.54 mg/kg으로 입경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 을 보 으나, 살포 후 1일이 경과하 을 때는 0.12 

mg/kg으로 격히 감소하 고, 살포 후 3일이 경과하고

나서는 정량한계 미만(<0.01 mg/kg) 수 을 보 다. 

Application time

Days after 

treatment

(day)

Residue 

± SDa)

(mg/kg)

Before growing 

mother stem

0 0.24

1 0.17

3 0.09

5 0.04

7 0.02

After growing 

mother stem

0 0.54

1 0.12

3 <0.01

5 <0.01

7 <0.01
a)SD: Standard deviation

Table 3. Residue concentration of dinotefuran in 

aspara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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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경 아스 라거스의 dinotefuran 잔류량 변화를

기 으로 잔류감소 회귀방정식을 작성하여 본 결과

y=0.5011e-1.317x(R2=0.9976)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기

으로 산출한 dinotefuran의 생물학 반감기는 2.0일이

었다. 입경 후 아스 라거스의 경우는 처리 후 3일이 경

과하 을 때 dinotefuran의 잔류량이 검출한계 미만으로

낮아져 생물학 반감기를 산출할 수는 없었으나, 처리

후 1일이 경과하 을 때 기 농도의 1/4 수 이하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생물학 반감기는 1일 이내인 것

으로 측되었다.

Fig. 3. Representative HPLC-UVD chromatograms of 

authentic standard and asparagus extract. A: 50 

ng of dinotefuran, B: non-treatment sample, C: 

treatment sample(0 day after single application 

at 7 days before harvest).

4. 고찰 

Dinotefuran은 사과, 감귤, 감 고추, 수박, 오이, 딸기, 

토마토 등의 과수와 채소에 발생하는 다양한 해충(총채

벌 류, 진딧물류 등) 방제약제로 이미 등록되어 사용되

고 있는데[10], 아스 라거스에 한 사용등록은 되어있

지 않은 실정이다. 재까지 아스 라거스의 해충 방제

약제로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농약은 5품목

(emamectin benzoate, bistrifluron, B. t. subsp. aizawa, 

chlorantraniliprole, pyridalyl)에 불구하며, 모두 담배거

세미나방 방제를 목 으로 사용되고 있다[10]. 최경산

(2012) 등이 제주도지역 아스 라거스의 주요 해충 종

류, 피해 발생양상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담배거세

미나방, 밤나방, 왕담배나방 등 밤나방과 해충의 피해

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입히

는 해충은 총채벌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8]. 그럼에

도 불구하고 재까지 아스 라거스의 총채벌 방제

약제로 등록·고시된 것은 없는 실정인데, 제주온난화

응농업연구소의 시험연구보고서(2009)에 의하면

dinotefuran 수화제로 아스 라거스 총채벌 방제시

험을 수행한 결과, 방제가가 97%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14]. 이러한 결과로 볼 때 dinotefuran은 아스 라

거스의 총채벌 방제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이는데, 재까지 아스 라거스에서 dinotefuran의

잔류특성에 한 보고는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아스 라거스에 한 dinotefuran의 안

사용기 을 설정하는데 요한 기 자료가 될 것이다.  

아스 라거스의 dinotefuran 국내 잔류허용기

(maximum residue limit, MRL)은 아직까지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국내 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 에 고시되어

있는 유사농산물(엽경채류)의 dinotefuran 잔류허용기

은 0.05-7.0 mg/kg(풋마늘 0.05 mg/kg, 7.0 mg/kg) 

수 이며, 이를 기반으로 유사농산물 잔류허용기 의 최

치를 용하면 아스 라거스의 dinotefuran 잔류허용

기 은 0.05 mg/kg 수 이다[15]. 본 연구에서 입경

과 후의 아스 라거스에 dinotefuran 수화제(10%) 

2,000배 희석액을 수확 7일 1회 살포 후 경과일수별

식용 순의 잔류량을 분석하여 본 결과, 입경 아스 라

거스의 경우는 살포 후 5일이 경과하 을 때 잠정잔류허

용기 보다 낮은 수 (0.02-0.04 mg/kg)을 보 고, 입경

후 아스 라거스의 경우는 살포 후 3일이 경과하 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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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잔류허용기 보다 낮은 수 (<0.01 mg/kg)을 보여

농약잔류 안 성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단되었다.

입경 과 후의 아스 라거스 순에서 dinotefuran 잔

류량 감소율은 다소 차이를 보 다. 우선 살포 당일

아스 라거스 순의 dinotefuran 잔류량은 입경 보다

입경 후에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입경 후 아스 라거스

의 잎과 기가 무성하여 약제 살포량이 상 으로 많

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실제로 약제 소요액

량은 입경 후 시험구(275 L/10 a)가 입경 시험구(110 

L/10 a) 보다 2.5배 많은 수 이었다. 

반면, 살포 후 경과일수에 따른 dinotefuran의 감소율

은 입경 후 아스 라거스 순에서가 입경 보다 더 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경 후 아스 라거스의 경우는 3

일이 경과하 을 때 dinotefuran의 잔류량이 검출한계

미만으로 낮아져 생물학 반감기를 산출할 수 없었으

나, 처리 후 1일이 경과하 을 때 기 농도의 1/4 수

이하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생물학 반감기는 1일 이

내로 입경 후 아스 라거스에서의 생물학 반감기(2.0

일) 보다 훨씬 빠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입경으로 인해 무성해진 아스 라거스의 잎과 기가

dinotefuran의 분해, 사, 이행 등에 향을 주었기 때문

으로 사료되었다. 

작물에 살포된 농약의 잔류량 감소는 약제의 분해, 

사, 이행뿐만 아니라 작물의 재배조건, 기상상태, 비 생

장율 등에도 큰 향을 받게 되는데[16], 아스 라거스

순에서 dinotefuran의 생물학 반감기가 1-2일로 매우

짧게 나타난 것은 7-8월 시설재배 포장 내 아스 라거스

순의 생장속도가 매우 빨라 격한 비 생장율 증가에

의한 희석효과가 가장 큰 요인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Shams El Din(2012) 등이 비 생장율이 높은 오이

와 토마토에서 dinotefuran의 반감기가 약 1-4일로 매우

짧게 확인된 결과와 유사한 것이었다[17]. 한 김지원

(2015) 등이 7-8월 시설재배 아스 라거스에서 살충제

acetamiprid의 잔류특성을 분석하 을 때 acetamiprid의

반감기가 3일 이내로 확인된 것과도 유사하 다[18]. 이

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아스 라거스를 포함한

오이, 토마토 등과 같이 생육이 왕성하고 비 생장율이

높은 작물에서 dinotefuran은 희석효과 등에 의해 잔류

량이 격하게 감소(반감기 약 1-4일)하기 때문에 정

시기에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해충방제에 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농약안 사용기 을 수하여

약제를 사용한다면 수확기 작물의 잔류량은 농약잔류허

용기 이하가 될 것으로 단되었다.

결론 으로 dinotefuran 수화제(10%) 2,000배 희석액

을 7-8월 시설재배 포장의 아스 라거스에 입경과 계

없이 수확 7일 1회 살포하는 경우, 식용 순에서는 3-5

일이 경과하면 유사농산물 최 잔류허용기 인 0.05 

mg/kg 이하로 낮아져 아스 라거스의 농약잔류 안 성

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단되었다.

5. 결  

아스 라거스의 주요 해충 총채벌 는 가장 문

제가 되는 해충으로 아스 라거스 재배 기간에 발생

하여 피해를 뿐 아니라 어린 순의 상품성도 크게

하시킨다. Dinotefuran은 침투이행성 살충제로 과수나

채소에 발생하는 총채벌 류, 진딧물류 등의 방제에 주

로 사용하는 약제인데, 재까지 이 약제가 아스 라거

스의 해충 방제약제로 등록·고시 되지는 않았으며, 아스

라거스에서의 잔류특성에 한 보고도 없는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7-8월 시설재배지의 아스

라거스를 입경 과 후 상태가 되도록 제작하고, 

dinotefuran 수화제(10%) 2,000배 희석액을 수확 7일

1회 살포하여 1-2일 간격으로 5회에 거쳐 수확한 어린

순의 dinotefuran 잔류량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아스

라거스 어린 순의 dinotefuran 잔류량은 입경 과 후의

아스 라거스에 약제를 살포한 후 각각 5일과 3일이 경

과하 을 때 유사농산물 잔류허용기 의 최 치를 기

으로 설정한 잠정잔류허용기 (0.05 mg/kg) 보다 낮은

수 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7-8월 시설재배지의 아스 라거스에 dinotefuran 수

화제(10%) 2,000배 희석액을 수확 7일 에 1회 살포하

는 것은 아스 라거스의 농약잔류 안 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단되었으며, 본 연구결과는 아스 라거스

에 한 dinotefuran의 안 사용기 을 설정하는데 요

한 기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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