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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awberries are one of the main commodities in

Korea and have been exported over 40 million dollar. Because the

strawberry cultivation using hydroponics has increased, treatment

of pesticide by drenching draw interest recently. However, detailed

researches for drenching treatment of pesticide are limited, which

results in difficulties in proper pesticide applications in agricultural

fields. To activate use of drenching and improve safety in

agricultural products, In this study, time-dependent residual

characteristic of pesticides were compared with between different

applications of pesticides in strawberries. The characteristics of

azoxystrobin, prochloraz and thiamethoxam were investigated

with drenching treatment at different applications: the time of

treatment, concentration etc. at hydroponic cultivation for 40 days.

Azoxystrobin and prochloraz were not detected at 14 day after

application. Thiamethoxam was detected from 0.02 to 0.85 mg/

kg. Crop uptake of pesticides was strongly affected with octanol-

water partition coefficient and solubility in water. Residual

amount in crops are highly dependent on the concentration of

active ingredient of pestic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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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딸기는 장미과에 속하는 다년초 작물로서 무기질, 비타민 C가

풍부하고 항산화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심혈관질환의 예방에 효

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과채류로서[1-3] 맛과 향이 좋아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농산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4]. 딸

기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작목으로 2017년 약 4,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다[5]. 최근에는 우리나라 딸기 재

배형태가 점적관수를 이용한 양액재배[6]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

고, 양액재배 비율은 (’08) 84.1 ha에서 (’14) 663.7로 증가하였

다[7]. 양액재배는 점적관수를 통해 상토에 양분과 수분을 공급

하여 작물이 뿌리를 통해 이를 흡수하게 하는 영농형태이다. 이

러한 영농형태는 온실 및 하우스에서 이루어져 재배환경이 온

난 다습하여 병·해충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8], 적정 수확량

생산을 위해서는 적절한 농약 사용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양액재배 농가에서는 농약의 관주처리를 통해서 병·해충 방제

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농약 관주처리는 노동력 절감효

과가 있고, 뿌리에 피해를 주는 작은뿌리파리 및 탄저병 등 병·

해충 방제효과가 있고, 경엽처리에 비해서 잔류량이 낮게[9,10]

나타난다는 결과들이 있어 농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음에도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

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 관주처리로 등록된 농약은 5% 수준이다[5].

농가 현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변하는 영농형태와 편의성 때문에

농약 관주처리는 계속적으로 사용하지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은 부족하다. 현장에서 관주처리로 많이 사용되는 약

제로는 azoxystrobin과 prochloraz로 근부탄저병 예방을 위해서

관주처리 하여 사용하지만, 농약 관주처리로 등록되지 않았다.

근부탄저병은 육묘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하고, 발병이 되면 위조

현상을 보이다가 고사하게 되는 병으로[11], 딸기에서 많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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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병이다. 매년 현장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수출 대상국을 기준으로도 관주처리로 등록된 농약비

율은 4-7%로 매우 부족한데[12], 상대국 Maximum Residue

Level (MRL)이 낮아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농약들이 있

다. Thiamethoxam은 그 중 대표적인 농약으로 우리나라 MRL

(1.0 mg/kg)보다 홍콩 MRL (0.5 mg/kg) 낮게 설정 되어있다.

홍콩은 우리나라 딸기의 최대 수출국으로[13], 많은 농가에서

홍콩 수출을 대상으로 딸기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Thiamethoxam

은 작은뿌리파리 예방 약제로서, 작은뿌리파리는 시설육묘장에

서 연중 발생하여 피해를 주고, 특히 날씨가 따뜻해질 때 피해

가 심한 해충으로[14], 작은뿌리파리 방제를 위해 thiamethoxam

의 사용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상대 MRL이 낮은 경우

그 기준에 맞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출 농가에

서는 부적합 문제로 사용을 지양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시 1%

의 안전성 사고는 농산물 수출에서 샘플 전수검사 및 수출금지

조치로 인해 큰 경제적 손실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

기 때문에 수출 농가에서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상대국 기준에

맞는 농약안전사용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두 가지 현장 문제해결의 위해서, 등록이 되

지 않았지만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농약 azoxystrobin

과 prochloraz의 잔류안전성 구명과 thiamethoxam의 다양한 관

주처리 조건을 통한 수출 상대국(홍콩) MRL에 맞는 농약안전

사용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농약표준용액 및 시약

시험 농약은 딸기에 등록되어 있는 침투이행성 농약 3종

(azoxystrobin, prochloraz, thiamethoxam)을 선정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표준품은 Dr. Ehrenstorfer GmbH (Ausberg,

Germany)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고, 각각의 농약은 acetonitrile

으로 1,000 mg/L의 stock solution을 제조한 다음 이를 희석하

여 10 mg/L의 혼합 working solution을 제조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용매 acetonitrile, glacial acetic acid (100%)

는 Merck사 (Darmstadt, Germany)의　HPLC Grade를 사용하

였고, formic acid (>98% purity)와 ammonium acetate (99%

purity)는 Sigma Aldrich (St. Louis, MS,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3차 증류수는 Millipore사의 Milli-Q system

(Bedford, USA)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QuEChERS 전처리를

위한 시약 및 제품은 Agilent (California, CF, USA)에서 구입

하였고, 추출 및 정제에는 Agilent QuEChERS Extract Kit

AOAC 2007. 01 (6 g MgSO4, 1.5 g sodium acetate (NaOAc))

와 Agilent QuEChERS dispersive SPE 2 mL fatty and wax

(150 mg MgSO4, 50 mg primary secondary amine, 50 mg

C18)을 사용하였다.

시험작물 및 포장시험

딸기는 ‘매향’(Fragarid X ananassa Duch ‘Maehyang’) 품종으

로 경남 사천시에서 thiamethoxam과, 전북 완주군에서

azoxystrobin과 prochloraz-manganese를 이용하여 시설 양액재배

농가에서 시험을 진행하였다(Table 1). 시험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하였다. 시험농약은 azoxystrobin

21.7% 액상수화제(상표명: 오티바), prochloraz-manganese 50%

수화제(상표명: 스포르곤) 및 thiamethoxam 10% 입상수화제(상

표명: 아타라)를 이용하였다. 시험조건은 농도, 살포횟수 및 살

포물량을 다르게 하여 처리하였고, 농약을 근부 부위에 투여하

였다. 딸기에 시험농약 살포조건으로 azoxystrobin은 2000배 희

석을 한 후 7일 간격으로 2회(수확7-0일 전), 3회(14-7-0일 전)

관주처리하였고, 농약 최종살포 2시간 후 샘플을 채취하였다.

Prochloraz-manganes는 2000배 희석하여 7일 간격으로 2회(수확

7-0일 전)살포하였고, 살포물량을 50 mL/주, 100 mL/주로 하여

잔류량을 비교하였다. Thiamethoxam은 10일 간격으로 2회(수확

10-0일 전)살포하였고, 살포농도(희석배수 500, 1000, 2000배)와

살포물량 (50 mL/주, 100 mL/주)을 달리하여 처리구별로 잔류량

을 비교하였다. 시료채취 시기는 azoxystrobin, prochloraz-

manganese는 0 (2시간 후), 7, 14, 24, 40일, thiamethoxam은

0, 7, 21일에 병·해충 피해가 없고 상품성이 있는 딸기를 1.5

kg이상 채취하였고, 시험샘플은 꼭지를 제거한 딸기를 폴리에틸

렌 비닐에 담은 후 신속히 실험실로 운반하여 분석까지 −20 oC

이하에서 보관하였다. 잔류농약 분석 전 시험샘플을 드라이아이

스와 함께 분쇄하여 분석샘플로 이용하였다.

딸기 중 azoxystrobin 분석법

딸기 15 g을 50 mL plastic tube에 칭량 후 15 mL 1% acetic

acid가 포함된 acetonitrile를 첨가한 후 1300 rpm (1600 MiniG,

SPEX sample Prep, Metuchen, NJ, USA) 5분 동안 진탕하였

다. 진탕 후 Agilent QuEChERS Extract kit AOAC 2007.

01 (6 g magnesium sulfate (MgSO4), 1.5 g sodium acetate

(NaOAc))를 첨가한 후 1300 rpm, 30초간 흔든 다음 3500 rpm

(Combi-514R, Hanil, Gimpo, Korea)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징액 8 mL를 취하였다. 상징액 8 mL를 Agilent QuEChERS

dispersive kit 15 mL (1200 mg MgSO4, 400 mg PSA)에 첨가

한 후 2분간 voltex mixer를 이용하여 흔든 다음 3500 rpm, 5

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원심분리한 시료 4 mL를 취하여 감압농

축 후 5 mL n-hexane : acetone (95:5, v/v) 혼합용매로 재용해

하였다. Florisil (FL) cartridge (1 g)을 이용하여 SPE 정제작업

을 진행하였다. FL cartridge에 n-hexane으로 5 mL로 conditioning

한 후, 시료 추출액 5 mL를 loading하고, 1차 전개액(n-hexane

: acetone =90:10, v/v)을 5 mL 흘려버리고, 2차 전개액(n-hexane

: acetone =70:30, v/v) 20 mL를 이용하여 용출하였다. 용출액을

40 oC 이하에서 감압농축하여 10 mL acetonitrile로 재용해 한

후 UHPLC/PDA를 Table 1과 같은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딸기중 prochloraz 및 thiamethxam과 대사물질 분석법

딸기 중 QuEChERS 분석법은 Kwon[15] 및 Kim 등[16]의 연

구를 참고하여 실시하였다. 딸기 15 g 샘플을 0.1% formic acid

가 포함된 acetonitrile 15 mL를 첨가하여 1300 rpm에서 5분간

추출한 후 4 g MgSO4, 1 g NaCl, 1 g NaCitrate, 0.5 g disodium

citrate sesquihydrate를 첨가한 후 30초가 진탕 후 3500 rpm 에

서 5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위의 상등액 1 mL을 취하여 150

mg MgSO4, 25 mg PSA (Primary Secondary Amino)이 첨가

된 2 mL tube에 첨가한 후 12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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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상등액 0.5 mL를 취하여 0.2 µm syringe filter를 통과시킨

후 0.5 mL acetonitrile 과 합친 후 vial에 넣은 후 LC-MS/MS

로 Table 2, 3와 같은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Clothianidin은

Thiamethxam의 대사물질로서 Thiametthoxam과 동시에 분석을

하였다. Thiamethoxam의 총 잔류량은 농약 잔류분 정의(RDA

2012)를 참고하여 thiamethoxam과 clothianidin의 잔류량 합으로

계산하였다.

표준검량선 작성 및 회수율 시험

시험농약 4종 azoxystrobin, clothianidin, thiamethoxam 및

prochloraz를 Dr. Ehrenstorfer GmbH (Ausberg, Germany)에서

구매 후 acetonitrile으로 1,000 mg/L의 stock solution을 제조하

였다. 준비한 stock solution을 acetonitrile로 10 mg/L working

solution 제조하였다. 제조한 working solution을 이용하여 LC는

0.05, 0.1, 0.2, 0.5, 1.0, 2.0, 5.0 mg/L 용액을 acetonitrile로

희석하여, LC-MS/MS는 0.01, 0.05, 0.1, 0.2, 0.5 mg/L 수준으

로 무처리 시료를 이용해 희석하여 matrix matched 표준용매를

만들었고, Table 2-4의 기기분석조건에서 나타난 chromatography

상의 peak 면적을 기준으로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기기의 정량

한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LC에서 0.01, 0.025, 0.05, 0.1 mg/kg,

LC-MS/MS에서는 0.005, 0.01, 0.025, 0.05 mg/kg 표준용액을

기기에 주입하여 S/N ratio가 3 이상 일 때를 검출한계, 10 이

상일 때 정량한계로 설정하였다. 또한 위의 농도의 peak 면적

값을 이용해 검량선의 직선성을 평가하였다.

시험농약의 회수율 시험을 위해 무처리 시료에 표준용액 10

mg/kg을 이용하여 0.1, 1.0 mg/kg 수준으로 첨가하였다(n=3). 표

준용액 첨가 후 무처리 시료와 혼합 후 30분간 방치한 후 상

기의 방법으로 회수율을 산출하였다.

결과 및 고찰

딸기 중 시험농약의 정량한계 및 회수율

딸기 중 시험농약의 표준검량선을 작성하기 위해 LC 및 LC-

MS/MS를 이용하였다. 검량선의 결정계수(R2)는 0.99 이상으로

양호한 직성선을 나타내었고, 시험농약의 정량한계 (limit of

quantitation, LOQ)는 0.005~0.05 mg/kg 수준이었다. 딸기 중 시

험농약의 회수율 결과는 70.5~98.8% 수준이었다(Table 4).

딸기 중 azoxystrobin 처리횟수에 따른 잔류특성

농약의 관주처리 횟수에 따른 잔류량 비교를 하기 위해서 1주

당 100 mL씩 2회 처리(수확 7-0일전 살포), 3회 처리(수확 14-

7-0일전 살포)를 하였다. 두 처리구의 초기 잔류량은 0.19~0.20

mg/kg이였고, 처리 7일 후 초기 잔류량 대비 75~80% 수준으로

감소한 후 14일 후에는 모두 불검출 되었다(Fig. 1). Azoxystrobin

은 물에 대한 용해도(solubility in water)가 6.7 mg/L로 다른 농

약에 비해 낮고, 옥탄올-물 분배계수(Kow)가 2.5로 비극성에 가

Table 1 UHPLC-PDA conditions for analyzing the pesticides

Instrument UHPLC-PDA (Shimadzu Nexera X2, Japan)

Column Shim-pack GIS-ODS 3 µm, 100×0.3 mm id

Solvents Water/Acetonitrile =50:50 (v/v)

Temperature 40 oC

Analysis time 10 min

Wavelength 254 nm

Injection volume 5 µL

Flow rate 0.4 mL/min

Table 2 HPLC-MS/MS conditions for analyzing the pesticides

Instrument Agilent 1200 HPLC with Agilent 6410 triple-quadrupole MS

Column YMC-Pack Pro C18 RS (100 × 3 mm I.d. 3 ìm)

Mobile phase
A: Water with 0.1% formic acid
B: Acetonitrile with 0.1% formic acid

Gradient table Time (min) A (%) B (%)

0
2
7
8
11

95
30
30
95
95

5
70
70
5
5

Flow rate
column temp.
Injection volume
Ionization mode
Scan type

0.4 mL/min
40 oC
10 µL
ESI Positive
MRM

Ionspray voltage
nebulizer gas pressure
gas flow
gas temp.
Run time

4,000 V
50 psi
10 L/min
350 oC
24 min

Table 3 Ionization conditions of pesticides for detection with HPLC-MS/MS

Compound Name MW Precursor ion (m/z) Quantifier Quantifier Ionization mode

Clothianidin 249.7 249.6 168.9 132 Positive

Thiamethoxam 291.7 292 211.1 181 Positive

Prochloraz 376.7 375.5 307.6 265.4 Positive

Table 4 Recoveries of pesticides in strawberries

Compound Name
Average (%) RSD (%)

R2 LOQ (µg/g)
0.1 mg/kg 1.0 mg/kg 0.1 mg/kg 1.0 mg/kg

Azoxystrobin 95.1±16.8 90.6±11.3 17.6 12.5 0.999 0.05

Thimethoxam 70.5±3.2 95.9±0.3 4.5 0.3 0.999 0.005

Clothianidin 76.0±3.6 98.8±4.0 4.7 4.0 0.999 0.005

Prochloraz 96.9±4.8 83.8±0.5 4.9 0.6 0.99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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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다(Pesticide manual). 상토 및 토양에 잔류된 농약이 작물로

이행될 때 물과 함께 가식부로 이행되는데, 위와 같은

azoxystrobin의 특성은 작물 이행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잔류량

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Lee 등[17]의 연구에서도

azoxystrobin과 carbendazim을 관주처리 하였을 때 최대농도 수

준에서 가식부 대비 잎의 잔류량 비율이 2~3% 정도로 나타났

다. Azoxystrobin과 carbendazim의 잎의 잔류되는 최대농도는

5, 20 mg/kg 수준으로 농약의 물에 대한 용해도에 영향이 있다

고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azoxystrobin은 근부 탄저병 예방으

로 현장에서 관주처리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딸기에는 관주처리

약제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 Lee 등[17]의 시험과 함께 고려

하였을 때, azoxystrobin은 두 배 처리구의 3회 처리를 하여도

현재 우리나라에 설정된 MRL (1 mg/kg)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

로 판단된다. 위의 결과를 통해 딸기 중 azoxystrobin은 현재

경엽처리로 등록된 안전사용기준을 맞춰 사용하면 MRL 이하

로 잔류될 것으로 판단된다.

딸기 중 prochloraz 살포물량에 따른 잔류특성

딸기에 prochloraz 살포물량에 따른 잔류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 2회 처리(수확 7-0일전 살포)하였고, 살포물량을 50, 100

mL/주 수준으로 처리한 후 경시적 잔류양상을 확인하였다. 초

기잔류량은 50, 100 mL/주 처리구에서 0.1, 0.26 mg/kg 수준으

Fig. 1 Residual characteristics of azoxystrobin in strawberry by using different amount of drenchings

Fig. 2 Residual characteristics of prochloraz in strawberry under different quantitation of dren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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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포물량 증가에 따라 잔류량이 증가하였고, 처리 14일 후

에 불검출 되었다(Fig. 2). Procholraz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34.4 mg/L이고, Kow가 3.53 (Pesticide manual)로 농약의 이화학

적 성질이 작물 흡수·이행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가

식부의 잔류량이 적게 나타났다. Fang 등[18]의 연구에서도 사

과의 과육과 껍질 중 prochloraz의 잔류특성 결과에서 농약 처

리 후 0-84일 동안 잔류량은 껍질에서는 15.3 mg/kg에서 약 5.0

mg/kg 사이였고, 과육은 약 0.2 mg/kg에서 0.4 mg/kg 이하로 잔

류이행률이 분석시간별로 10% 이하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딸기 중 prochloraz의 관주처리 결과와 Fang 등[18] 연

구를 통해 작물체내에서 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농약

관주처리를 통한 작물의 잔류량은 처리횟수보다는 농약의 유효

함량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딸기 중 prochloraz의 1

주당 관주처리량을 다르게 하였을 때 잔류량 차이를 통하여 농

약 관주처리의 잔류량은 처리회수 보다는 유효함량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관주처리 등록 농약의 기준

인 100 mL/주와 prochloraz의 경엽살포기준인 2000배 희석 2회

살포하였을 때 prochloraz 기준인 0.5 mg/kg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딸기 중 thiamethoxam 관주 처리시 농약 잔류특성

딸기 중 thiamethoxam을 처리물량(50 mL/주, 100 mL/주)과 희

석배수(농약안전사용기준, 농약안전사용기준의 2배, 4배) 조건을

상이하게 하여 관주처리 한 후 경시적 잔류양상을 확인하였다.

처리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적용하여 2회(수확 10-0일전)

살포하였다. 딸기의 thiamethoxam 초기 잔류량은 N.D.~0.42

mg/kg이었고, 최대 잔류량은 최종 처리 7일 후에 0.06~0.85

mg/kg 수준이었다(Fig. 3, Table 5). Thiamethoxam은 상토 중

에 잔류하여 계속적으로 작물로 흡수·이행 가식부의 잔류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Ge 등[19]의 벼에서 thiamethoxam의

흡수·이행 연구에서 1mg/kg thiamethoxam이 잔류된 토양에서

0-90일 동안 BCF (Bioconcentration factor, 작물 중 농도:

Cplant/토양 중 농약: Csoil)를 측정하였을 때 2.0~51.7으로 높게

나타났다. 토양 중 농약이 작물에 계속적으로 축적되어 초기에

잔류량이 높아지다가, 최고농도에 도달한 후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Ge 등[19]은 농약의 흡수·이행이

water solubility와 Kow의 영향이 크다고 언급하였다. Thiamethoxam

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4.1 g/L으로 다른 두 시험농약보다 높

았고, Kow가 -0.13으로 극성에 가까워서 딸기에서도 작물 흡수·

이행 능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Thiamethoxam의 대

사물질인 clothianidin은 처리 21일 후에 모든 처리구에서 검출

되었고, 잔류량은 0.02~0.05 mg/kg이었다(Fig. 4). 딸기 중

thiamethoxam 대비 clothianidin의 잔류량 비율은 8.8~41.4%로

thiamethoxam 잔류량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Thiamethoxam은 국내 MRL (1 mg/kg)보다 홍콩 MRL (0.5

mg/kg)이 낮고, 홍콩기준에 맞는 농약안전사용지침이 없어, 홍

콩으로 수출하는 딸기 농가에서 사용을 잘 하지 않는 농약이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기준(2000배 희석, 100 mL/주)으로 2회 처

Fig. 3 Comparison of thiamethoxam residue by treatment different quantitation and dosage of drenching

Table 5 Residual amount of thiamethoxam by treatment different

quantitation and dosage

Treatments
Days after application

0 7 21

Quadruple 
dosage

100 mL/crop 0.42 0.85 0.63

50 mL/crop 0.19 0.44 0.31

Double
dosage

100 mL/crop 0.18 0.36 0.27

50 mL/crop 0.05 0.20 0.16

Standard
dosage

100 mL/crop 0.00 0.18 0.13

50 mL/crop 0.02 0.06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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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였을 때 최고농도가 0.18 mg/kg으로 홍콩기준보다 낮아서,

현재 한국에 등록되어 있는 안전사용기준으로 살포한다면 홍콩

수출 딸기농가의 잔류안전성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의 결과를 통해서 관주처리시 농약 잔류량은 희석배

수, 처리물량 및 처리횟수보다는 농약을 살포하는 유효함량이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유효함량을 처

리한 기준처리구 100 mL/주와 2배처리구 50 mL/주에서 7, 21일

처리구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배

처리구 100 mL/주와 4배처리구 50 mL/주에서 0, 21일차에서 잔

류량 차이가 없었다. 농약 관주처리의 안전사용기준은 경엽처리

와 달리 유효함량으로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초 록

딸기는 한국의 주요 농산물 중 하나로 2017년 4,000만 달러 이

상이 수출되었다. 최근에는 양액재배를 이용해 경작하는 농가가

많아지면서 농약 관주 처리가 딸기농가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

다. 그러나 농약 관주처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관주 처리 활

성화와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딸기 중 농약살포조건을 상이하

게 하여 관주 처리 후 농약 잔류량을 경시적으로 분석하였다.

실험은 딸기에 시험농약을 상이한 조건(살포횟수, 살포량, 희석

배수)으로 관주처리한 후 azoxystrobin과 prochloraz는 0, 7, 14,

24, 40일에 분석하였고, thiamethoxam은 0, 7, 24일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azoxystrobin 및 prochloraz는 관주 처리하였을 때 최

종처리 14일 후에 불검출 되었고, thiamethoxam은 0.02-0.85

mg/kg으로 잔류하였다. 농약 관주처리시 이행량은 농약의 옥탄

올-물 분배계수와 물의 대한 용해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 농약

을 관주처리 할 때 농산물 내 잔류량은 농약을 실질적으로 살

포한 유효함량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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