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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changes in

pesticide residues in eggplant and lettuce during washing and

cooking processes after application with azoxystrobin. Eggplant

was processed with running washing, steaming, and stir-frying,

and lettuce was processed with soaking washing, running washing,

soaking and running washing, ultrasonic cleaning, and blanching.

The limit of quantitation of GC analysis of azoxystrobin was 0.01

mg/kg and the recovery rate was 84.7-109.5%. The azoxystrobin

processing factors (PFs) and reduction rates in eggplant and

lettuce were calculated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In the case

of eggplant, the azoxystrobin PF and reduction rate of running

washing were 0.29 and 71.1%, respectively, those of steaming

were 0.32 and 68.0%, respectively, and those of stir-frying were

0.24 and 75.7%, respectively. In the case of lettuce, the azoxystrobin

PF and reduction rate of soaking washing were 0.25, 75.3%, those

of running washing were 0.61 and 38.9%, respectively, those of

soaking and running washing were 0.32, 68.0%, those of ultrasonic

cleaning were 0.47 and 53.1%, respectively, and those of blanching

were 0.26 and 73.6%, respectively. It could be identified that

pesticide residues in eggplant and lettuce can be effectively reduced

through washing and cooking processes and that most of pesticide

residues were removed when cooking processes were undergone

after washing. Therefore, azoxystrobin PFs after washing and

processing can be provided as basic data for risk assessment.

Keywords Azoxystrobin · Eggplant · Lettuce · Processing

factor · Pesticide residue

서 론

농약은 농산물의 재배, 저장 중 발생하는 병·해충을 방제하는

데 사용하는 화학 농약 및 생물 농약을 말하며, 작용 효과에 따

라 살균제, 제초제, 살충제, 살비제, 살선충제 등으로 분류된다

[1,2]. 농약의 사용으로 생산성 향상, 농산물의 품질향상, 노동력

절감의 효과를 나타내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식품 중 잔류농약

및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고 있다[3]. 화

학물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발생하면서 케미포비아

(Chemiphobia)라는 합성어가 생길 정도로 소비자들의 화학물질

에 대한 두려움과 선입견이 커졌으며, 특히 식품과 관련된 화

학물질에 대한 불안감은 높은 수준이다[4]. 따라서 정부에서는

잔류농약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농산물 생산이력제를 도입하여

농산물의 생산과정에 사용된 농약성분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

며, 우수농산물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로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의 생물학적, 화학적 위해

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농산물의 안전성

을 확보하였다[5]. 농작물 재배시 안전한 농약 사용을 위하여

농작물별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정하고, 국민이 평생 매일 섭취하

여도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의 농약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 MRL)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 불검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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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인 0.01 ppm으로 기준을 제한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

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도입되어 기준초과 시, 유통

금지가 되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1,6,7]. 농약 등록 및 농

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해서 농약 회사 등에서는 농약에 대

한 급성, 아급성, 아만성, 만성 등의 독성 자료, 농산물의 농약

잔류자료, 식품 가공 중 농약 가공계수 자료 등을 정부기관에

제출하여야 된다. 이러한 자료를 평가하여 농약의 일일 섭취허

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을 설정하고 ADI를 이용하

여 식품 중 농약의 MRL을 설정한다. 농민들은 농작물 재배 시

MRL이 설정된 농약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8].

농산물 원료에 잔류된 농약은 조리, 가공 중 세척, 열 분해,

휘발 등으로 대부분 감소되지만, 지용성 또는 비휘발성 농약은

건조나 농축과정 중에 원료보다 높게 잔류되기도 한다[9-20]. 우

리나라의 경우,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조리·가공 중 농축되는

경우에 농산물 원료와 농축된 가공식품에 대하여 각각 기준설

정을 한다[21].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중 농약의 MRL

설정 시 대부분의 경우 원료 농산물에 대하여 제출된 농약 잔

류자료로부터 제안된 기준(안)과 국민 평균 식품섭취량을 이용

하여 ADI를 초과하지 않도록 농약기준치를 이론적인 섭취량 평

가(Theoretical Maximum Daily Intake, TMDI)를 통하여 설정

하고 있다[1,8].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농약전문가위원회(Joint

meeting FAO/WHO on Pesticides Residues, JMPR)에서는

TMDI 평가가 아닌 감독하의 잔류시험 중간 잔류값(Supervised

Trial Medium Residue, STMR)과 식품 섭취량을 이용한 추정

섭취량(Estimated Daily Intake, EDI)으로 위해 평가를 실시한

후, 농산물에 대한 기준을 제안하고 가공식품은 원료 가공 후

농약이 농축되거나, 다량 감소된 경우 기준을 제안한다. 또한,

가공식품의 기준을 제안하지 않은 가공계수는 EDI 평가시

STMR에 곱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Codex에 농약 기준 설

정을 위하여 농약회사에서 JMPR에 잔류자료를 제출할 경우, 가

능한 가공계수 연구자료(Processing study)를 제출하고, JMPR에

서는 이 자료를 활용하여 가공계수를 제안하며 실제에 가까운

추정량으로 현실적인 위해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7]. 그러나 우

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가공계수 연구자료가 거의 제출되지 않기

때문에 가공연구 자료를 위해 평가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중 우리

나라의 식품 섭취패턴에서 섭취량이 높은 식품군은 곡류(288.5 g),

채소류(283.2 g), 과일류(161.9 g)로 채소류는 2번째로 섭취량이

높은 식품군이었다[22-23]. 소비자들은 다양한 채소류를 다량 섭

취하며, 이 채소류 중 상추와 가지의 섭취량은 높은 편이다[22-

23].

국내에서 채소류에 대하여 수행된 가공연구는 인삼 가공[13-

15,17,24], 배추 가공[25-26], 고추 가공[27-29], 파, 시금치, 미

나리 등 엽채류 가공[3,11,30-32], 건조 가공[19,20,33] 등이 있

으며 가공연구 내용은 채소류의 전처리 및 가공 중 농약잔류량

변화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엽채류 중 상추에 대한 가공연구 자료와 박과 이외의 과채류에

대한 농약 감소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Itoiz 등은 azoxystrobin과

imidacloprid를 살포한 상추의 잔류량에 대한 연구 중 세척을 통

하여 약 50%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상추 세척 방법과

세척 후 잔류농약 감소결과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34].

Camara 등은 상추에 imidacloprid, tebufenozide, metalaxil,

tebuconazole, cypermethrin, azoxystrobin을 살포한 후 절단하여

100 ppm sodium hypochlorite 세척 후 비닐팩으로 포장하여 신

선편이식품으로 가공하였으며, 이때 농약의 평균 가공계수가

0.47로 약 53%의 잔류농약이 제거되었다고 보고하였다[35].

Fenoll 등은 procymidone과 azoxystrobin을 살포한 후 냉동보관

하여 저장 중 잔류량 감소를 연구하였다[36]. Rodrigues 등은

박과 이외의 과채류인 토마토에 azoxystrobin, chlorothalonil,

difenoconazole을 살포한 후 물, acetic acid, sodium bicarbonate,

sodium hypochlorite 용액에 침지시킨 후 농약 감소효과를 측정

하여, 물 세척은 azoxystrobin 26%, chlorothalonil 44%, difenoconazole

17%였으며, 이외 용액에 침지할 경우 최대 83%의 제거효율을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37]. 상기 연구들과 같이 채소류 중 상

추에 대한 azoxystrobin 농약의 세척에 따른 잔류농약 감소 연

구는 그 결과가 미비하거나, 상업적인 전처리 또는 냉동보관 중

농약 잔류량의 변화에 한정되었으며, 일반 가정에서의 세척방법

에 따라서 잔류농약 감소효과에 대하여 비교한 연구는 거의 찾

아볼 수 없었다. 또한 가지에 대한 azoxystrobin 농약의 감소효

과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가공 중 영양소 변화 등에 대

한 연구가 보고 되었다[38,39].

가지에 주로 발생되는 병해충은 점박이응애, 탄저병, 흰가루

병, 갈색무늬병 등이 있으며[40], 현재 가지에는 132개의 농약

에 대하여 농약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어 있다[21]. 상추

의 병해는 시들음병, 노균병, 흰가루병, 균핵병, 잿빛곰팡이병,

세균성점무늬병 등이 있으며[40], 상추에 99개의 농약에 대한

MRL이 설정되어 있다[21]. 상추와 가지에 MRL이 설정된 성분

중 흰가루병을 방제하는 azoxystrobin은 strobilurin계 살균제로

서 110종의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21], 전

자전달을 막아 미토콘드리아에서의 호흡을 저해하는 농약이다.

이 농약은 여러 종류의 병해에 대한 예방 효과와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침투이행성이 있어서 작물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은

농약이다[4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2-2016년 국내 유통 식품

중 잔류농약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전체 165,520건을 검사하

여 1154건의 농산물이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이 중 과일류 613

건, 채소류는 474건이었다. 이 1154건의 부적합 중 azoxystrobin

은 41건으로 조사되어 비교적 부적합률이 높은 농약으로 판단

된다[42].

Azoxystrobin은 다양한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에 사용되며, 국

내 유통 식품 잔류농약 모니터링에서 자주 검출되는 부적합률

이 높은 농약이다. 또한 식품의 가공 중 잔류농약 가공연구를

통하여 잔류량 변화, 가공계수를 조사할 경우, 실제 잔류농약

섭취에 대한 위해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국내에는

인삼, 배추, 고추, 파, 시금치, 미나리 등 다양한 채소류의 가공

연구가 진행되어 위해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하나, 상추와

가지는 섭취량이 비교적 높은 편인 농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실

제 위해평가를 위해서는 농약 가공연구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추와 가지의 보편적인 가공에 의한 잔

류량 변화를 조사하여 위해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 부적합률이 높은 azoxystrobin을 대상농약으로 가공연구 결

과가 부족한 가지와 상추를 시료로 선택하였다. 재배지에서

azoxystrobin을 살포한 가지와 상추를 채취하여 세척과 조리과

정을 통한 농약의 잔류량변화를 분석하여 가공과정에 따른 농

약의 제거효율과 가공계수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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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농산물 및 시험농약

Azoxystrobin의 표준품(99.8%)은 Dr. Ehrenorfer GmbH (독일)

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가지와 상추의 시험 포장은 경상북도 김

천시 감문면에 위치한 시설재배 하우스를 임대하여 실시하였다.

흰가루병 방제에 사용되고 있는 살균제 azoxystrobin 21.7% 액

상수화제를 2,000배 희석하여 가지는 250 L/10a 비율로 전동식

배부식 분무기를 이용하여 수확 3일전 3회 살포하였으며, 상추

는 200 L/10a의 비율로 수확 7일전 2회 살포하여 수확하였다.

채취된 시료는 균질화한 후 잔류농약 분석까지 −20 oC의 냉동

고에 보관하여 1개월 이내에 분석하였다. 시험농약의 구조 및

이화학적 특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43].

가지와 상추의 세척 및 조리

가지와 상추의 가공방법에 따른 azoxystrobin의 잔류량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세척 및 조리과정을 수행하였다. 가지의 가공방

법은 흐르는 물 세척, 찌기 및 데침 과정을 진행하였고, Fig. 1

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상추의 가공방법은 담금 물 세척, 담

금 후 흐르는 물 세척, 흐르는 물 세척, 초음파 세척 및 데침

과정을 진행하였고, Fig. 2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가공을 통

한 잔류량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실제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공과정을 진행하였다. 가공을 마친 시료는 균질화시킨 후 잔

류농약 분석 직전까지 −20 oC의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가지와 상추의 세척방법은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세척 방법

을 준용하여 진행하였다[44,45]. 가지의 흐르는 물 세척은 가지

를 흐르는 물에서 6초간 가볍게 흔들면서 세척을 진행하였다.

세척한 가지 시료를 채반에 담아 1시간 동안 물기를 충분히 제

거한 후 비가식 부위를 제거하였다. 찌기 및 볶음은 Ko 등의

연구[38]와 Park 등의 가지 조리조건에 따른 연구[39]를 참고하

여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찌기는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중력수를 제거한 가지 400 g을 3 cm 두께로 자른 후

증류수 1 L가 담겨있는 냄비 속에 찜기를 받혀 담고 뚜껑을 닫

고 6분간 조리하여, 찐 가지 시료를 채반에 담아 1시간 동안

냉각 및 탈수시켰다. 볶음은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중력수를 제

거한 가지 400 g을 3 cm 두께로 자른 후 식용유 8 mL를 담아

Table 1 Chemical structure and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azoxystrobin

Chemical Structure

IUPAC name Methyl(E)-2-{2-[6-(2-cyanophenoxy)pyrimidin-4-ylmethoxy]phenyl}-3-methoxyacryltate

Molecular formula C22H17N3O5

POW 2.5 (20 oC)

Vapor pressure 1.1×10−7 (20 oC) mPa

Solubility in water 6.7 (pH 7)

Melting point 116 oC

Stability DT50 aqueous photolysis 2 week. Stable to hydrolysis at pH5-7 and room temperature.

Mode of action
Fungicide with protectant, curative, eradicant, translaminar and systemic properties.
Inhibits spore germination and mycelial growth, and also shows antisporulant activity.

Fig. 1 The processing flow diagram of egg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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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한 팬에 시료를 넣고 1분간 볶아서 1시간 동안 냉각시켰다.

상추의 담금 물 세척은 매스실린더로 칭량된 수돗물 2 L를

스테인레스 용기에 담고 상추 120 g을 침지시켜 1분 동안 담근

후 물은 버리고, 같은 양의 새 물로 30초 동안 손으로 저어주

면서 2회 세척하였다. 세척한 상추 시료를 가볍게 흔들어 물기

를 제거한 후 채반에 담아 1시간 동안 물기를 제거하였다. 담

금 후 흐르는 물 세척은 매스실린더로 칭량된 수돗물 2 L를 스

테인레스 용기에 담고 상추 120 g을 침지시켜 1분 동안 담근

후 손으로 저어주면서 세척한 후 물은 버리고, 흐르는 물에 한

장씩 앞, 뒷면을 3초 세척하였다. 세척한 상추 시료를 가볍게

흔들어 물기를 제거한 후 채반에 담아 1시간 동안 물기를 제거

하였다. 흐르는 물 세척은 상추를 흐르는 물에서 한 장씩 3초

간 앞, 뒷면을 가볍게 흔들면서 세척을 진행하였다. 세척한 상

추 시료를 채반에 담아 1시간 동안 물기를 충분히 제거하였다.

초음파 세척은 매스실린더로 칭량된 수돗물 2 L를 초음파 세척

기에 담고 상추 120 g을 침지시켜 1분 동안 초음파 세척한 후,

흐르는 물에 한 장씩 앞, 뒷면을 3초 세척하였다. 세척한 상추

시료를 가볍게 흔들어 물기를 제거한 후 채반에 담아 1시간 동

안 물기를 제거하였다. 상추는 데쳐서 섭취하는 경우가 거의 없

으나 엽채류의 데치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세척과정을 거치지

않고 데침 과정을 진행하였다. 데침은 Jung의 시금치 가공연구

[31] 및 Kim 등의 가공연구[3]를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매스실

린더로 칭량된 수돗물 1.2 L를 냄비에 담고 가열하여 물이 끓

은 후 시료를 넣고 3분 동안 데치기를 진행하였다. 데친 상추

시료를 채반에 담아 1시간 동안 냉각 및 탈수시켰다.

잔류농약 분석

가공 전후의 가지와 상추 시료 중 azoxystrobin의 분석법은 다

음과 같으며, 이를 요약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Azoxystrobin

은 Gas Chromatography-Electron Capture Detector (GC-ECD)

로 Table 2와 같은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각 처리구별로 채취한 시료 30 g에 acetone 70 mL를 첨가한 후

homogenizer에서 14,000 rpm으로 1분간 고속마쇄,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9 cm 여과지가 깔린 Buchner funnel상에서 celite 545

를 통과시켜 흡인여과하고 30 mL의 acetone을 이용하여 용기

및 잔사를 씻어 앞의 여액과 합하였다. 이 여액을 1.0 L

separatory funnel에 옮겨 증류수 450과 50 mL의 포화식염수를

가하고 60 mL의 dichloromethane으로 2회 분배 추출하였다.

Dichloromethane 추출액을 anhydrous sodium sulfate 층에 통

과시켜 탈수하고 40 oC 수욕조상에서 감압농축하였다. 시료 정

제를 위하여 column chromatography 방법이 수행되었다.

Chromatographic glass column에 120 oC에서 5시간 이상 활성

화시킨 florisil 5 g과 anhydrous sodium sulfate 2 g을 차례로

습식충진한 후 50 mL의 hexane으로 세척하여 column을 안정화

Fig. 2 The processing flow diagram of lettuce

Fig. 3 The flow diagram for residue analysis of the azoxystrobin in

eggplant and lettuce



J Appl Biol Chem (2020) 63(1), 51−60  55

시켰다. 추출 후 농축된 시료를 10 mL의 acetone/hexane (2/8,

v/v) 혼합용매로 재용해하여 정제과정에 사용하였다. 잔사를 흘

려버린 후, acetone/hexane (2/8, v/v) 혼합용매 20 mL로 유출시켜

버리고, acetone/hexane (3/7, v/v) 혼합용매 40 mL로 azoxystrobin

을 용출시켜 그 용출액을 분취하여 감압농축하였다. 농축된 잔

사를 acetone 3 mL에 재용해하여 Table 2의 조건으로 GC-

ECD에 주입하여 나타난 chromatogram 상의 peak area를 표준

검량선과 비교하여 잔류량을 산출하였다.

가공계수 산출

가공계수는 농산물 원료의 잔류량과 가공한 후의 잔류량의 비

를 나타내는 계수이며, 가지와 상추의 가공품의 가공계수는 아

래의 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가공계수(Processing Factor)=
 가공품 중 농약 잔류량(mg/kg)

                         원료 중 농약 잔류량(mg/kg)

검량선 작성 및 재현성 검증

Azoxystrobin standard (순도 99.8%) 0.05 g을 50 mL의 acetone

에 용해하여 1,000 mg/L의 stock solution을 제조하였으며, 이를

acetone에 희석하여 working solution을 조제하여 1 μL을 GC-

ECD에 주입하였다. 가지의 검량선은 0.01, 0.2, 0.4, 0.6, 0.8

mg/L의 working solution을 조제하였으며, 상추의 검량선은

0.01, 4, 8, 12, 16 mg/L의 working solution을 조제하였다. 조

제된 standard solution을 GC-ECD에 주입하여 나타난 chromatogram

상의 peak 면적을 이용하여 표준검량선을 작성하였다. 또한, 분

석기기의 재현성(reproducibility)을 검증하기 위해 0.5 mg/L의

azoxystrobin 표준용액을 GC/ECD에 10회 연속주입하여 크로마

토그램 상의 retention time (Rt.) 및 peak area 등의 변이를 비

교 평가하였다.

정량한계

정량한계(limit of quantitation, LOQ)는 분석결과를 수치화할 수

있는 최저한계를 의미한다[46]. 분석 정량한계는 대조 농산물

시료에서 간섭물질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분석기기의 정

량한계, 시료 주입량, 시료 사용량 및 최종 회수된 시료 용액의

양을 계산하여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 산출하였으며[47], 동일

수준으로 azoxystrobin을 처리한 주요 농산물의 회수율을 확인

하였다.

정량한계(mg/kg)

=[기기 정량한계(ng)/주입량(μL)] × [시료용액(mL)/시료량(g)]

액-액 분배 조건 확립

농산물 시료로부터 azoxystrobin을 추출하기 위한 용매로는

acetone을 사용하였으며, acetone 추출 시 azoxystrobin과 함께

추출되는 매트릭스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액-액 분배법을 사용

하였다. 분배 용매로는 dichloromethane을 사용하였다. Azoxystrobin

의 분배효율을 조사하기 위해 농산물 시료 없이 표준품 용액만

을 acetone에 첨가한 후 dichloromethane 액-액 분배 시 분배

횟수를 달리하여 최적 조건을 확립하였다.

흡착크로마토그래피 정제 조건 확립

Azoxystrobin 분석 시 액-액 분배를 통하여 대부분의 극성 불순

물 및 비극성 간섭물질들이 일부 제거되지만, 농산물에 따라 시

료 매트릭스로부터 유래하는 다양한 불순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제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흡착크로마토그

래피에 의한 정제법을 사용하였다. 흡착크로마토그래피 정제의

효율을 조사하기 위해 florisil을 흡착제로 선정하였다. Florisil에

흡착된 농약을 추출하는 최적 용매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료

없이 표준품만을 florisil에 흡착시킨 후 acetone과 hexane (7:3)

용매를 10, 20, 30과 40 mL로 그 양을 달리하여 최적 정제 조

건을 확립하였다.

회수율 검증

본 연구에서 확립된 azoxystrobin 분석법의 정확성 및 재현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농산물 시료를 대상으로 회수율 검증 실험

을 수행하였다[46]. 회수율 실험은 농약 잔류성 시험기준 및 방

법[46]에 따라, 분쇄한 각 무농약 농산물 시료 30 g에 azoxystrobin

표준용액을 정량한계의 10배 및 50배에 해당하도록 표준용액을

3 반복으로 인위 첨가한 후 앞의 분석과정을 행하여 회수율과

분석오차를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시료 중 azoxystrobin의 분배 및 정제조건 확립

농산물 시료로부터 azoxystrobin을 추출을 위해 acetone을 이용하

여 추출하였다. Acetone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농약 추

Table 2 GC-ECD conditions for the analysis of azoxystrobin in eggplant and lettuce

Instrument SHIMADZU GC-2010 system

Detector ECD

Column HP-ULTRA 1 (50 m L. × 0.32 mm I.D. × 0.17 µm film thickness)

Column flow He (1.0 mL/min, constant flow)

Inj. temp.& Inj. mode 250 oC, split mode (50:1)

Detector temp. 310 oC

Oven temp. 240 oC (5 min) – 10 oC/min – 310 oC (15 min)

Injection vol. 1 µL

Make up gas N2, 60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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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의 효율과 재현성이 인정되었으며, 농약의 추출에 흔히 사용되

는 용매다[48]. Acetone 추출 시, 농산물 추출액으로부터 azoxystrobin

과 함께 추출되는 시료의 매트릭스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1차적

정제법으로 액-액 분배법을 사용하였다. 수용성 유기용매 추출액

을 다량의 포화식염수와 증류수로 희석한 후 직접 비극성 용매로

분배 추출하는 방법으로, AOAC법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

로 번거로운 추출액의 농축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9,50]. 액-액 분배법에 사용한 분배 용매는 dichloromethane을 사

용하여 azoxystrobin의 분배효율을 조사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분배 횟수에 따른 분배효율을 조사한 결과, azoxystrobin은

dichloromethane 용액으로 분배하였을 때 회수율이 모두 90%가

넘는 결과를 보였으며, 2회 분배 시 98.5%의 회수율을 나타내

어 전량 회수되는 양상을 보였다. 분배 횟수를 늘려도 회수율

이 크게 향상되지 않았으므로, 작업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비극

성 간섭물질의 제거를 위한 dichloromethane 분배법은 2회 분

배로 선정하였다.

액-액 분배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불순물 및 비극성 간섭물질

이 제거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농산물에 따라서 시료로부터 유

래되는 다양한 불순물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정제과

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흡착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정제

법을 추가하였다. 흡착크로마토그래피는 잔류농약 분석 시 정제

과정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흡착제에는 silica gel, florisil,

alumina 등이 주로 사용된다[51]. 본 연구에서는 florisil을 흡착

제로 선정하여 정제하였다. florisil은 색소성분과 지방성분의 제

거 효과가 뛰어나 다양한 연구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다[48,49].

용출용매를 조절하여 azoxystrobin의 회수율을 검토한 결과,

acetone : hexane 혼합액(2:8, v/v) 20 mL로 씻어낸 후 acetone

: hexane 혼합액(3:7, v/v) 40 mL로 용출하였을 때 azoxystrobin

의 회수율이 98.9%의 수준으로 회수되는 양상을 나타내었으므

로, florisil 흡착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한 간섭물질 제거를 위

한 추가정제법으로 이용하였다(Table 4).

검량선 작성

가지와 상추 중 azoxystrobin의 잔류량을 정량 분석하기 위하여

표준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azoxystrobin (99.8%) 를 acetone에

용해하여 1,000 mg/L의 stock solution을 만들었으며, 이를

acetone에 희석하여 working solution을 조제하여 1 μL을 GC-

ECD에 주입하였다. 가지의 검량선은 0.01, 0.2, 0.4, 0.6, 0.8

mg/L의 working solution을 조제하였으며, 상추의 검량선은

0.01, 4, 8, 12, 16 mg/L의 working solution을 분석하여 나타난

검량선의 직선성이 0.99 이상인 0.999로 양호하였다(Figs. 4, 5).

정량한계

분석기기의 정량한계(LOQ)는 크로마토그램에서 peak로 나타난

대상 성분의 정량적 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 한계농도

로써, 크로마토그램에서 검출된 peak의 signal/noise (S/N) 비가

최소 10 이상인 성분의 농도를 의미한다[52,53]. 무농약 농산물

시료에서 간섭물질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분석기기의 정

량한계와 시료량 및 분석과정 중의 농축배율을 계산하여 분석

법의 정량한계를 산출하였다. 가지와 상추 중 azoxystrobin의 최

소 검출량은 모두 0.1 ng이었으며, 이를 통해 산출된 분석법의

정량한계는 0.01 mg/kg이었다. 국제기준인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odex) 및 식품공전 잔류농약분석법 실무 해설서

에서 권장하는 잔류농약분석법 기준인 0.05 mg/kg 이하 또는 허

용기준의 1/2 이하의 정량한계 기준에 적합하였다[46].

정량한계(mg/kg)

=[기기 정량한계(ng)/주입량(μL)] × [시료용액(mL)/시료량(g)]

=[0.1 (ng)/1 (μL)]×[3 (mL)/30 (g)] = 0.01 (mg/kg)

재현성 검증

기기분석의 안전성 및 분석 재현성 평가를 위해 0.5 mg/kg 농

도의 azoxystrobin 표준용액을 10회 반복 주입하여 얻은 retention

time 및 peak area의 변이계수(CV,%)를 확인하여 재현성을 평

Table 3 Efficiency of liquid-liquid partition for azoxystrobin

Compound
Recovery ratio (%)

Partition I Partition I Partition III Partition IV

Azoxystrobin 90.4±1.9 98.5±1.3 95.8±0.5 101.9±1.4

Table 4 Elution profile of azoxystrobin on florisil column chromatography

Elution Solvent
(v:v)

Recovery ratio (%)

10 mL 20 mL 30 mL 40 mL

acetone:hexane/3:7 81.5±0.9 82.6±0.8 89.9±0.5 98.9±0.5

Fig. 4 Standard calibration curves for the quantitation of azoxystrobin in

eggplant by GC-ECD

Fig. 5 Standard calibration curves for the quantitation of azoxystrobin in

lettuce by GC-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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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결과, 두 가지 척도에서 최대 2.5%의 오차를 나타내었으

며, 이를 통해 기기분석 시 안정적이고 재현성있는 분석을 수

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Table 5).

Azoxystrobin의 회수율 검증

본 연구에서 azoxystrobin 분석을 위해 확립한 시료의 추출, 정

제 및 기기분석 과정을 농산물 무처리 시료를 이용하여 가지와

상추 중 azoxystrobin의 회수율 실험을 진행하였다. 농산물 무

처리 시료에 azoxystrobin 표준용액을 정량한계의 10배(0.1 mg/

kg), 50배(0.5 mg/kg)와 가공된 가지 시료와 비슷한 농도인 0.05

mg/kg, 가공된 상추 시료와 비슷한 농도인 5, 12 mg/kg의 농도

가 되도록 인위 첨가하였다. 확립된 azoxystrobin 분석법을 이

용하여 각 농산물을 3 반복으로 분석하여 조사한 회수율 결과

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정량한계 10배 수준에서는 95.9-

109.5%, 정량한계 50배 수준에서는 90.3-95.4%, 가지의 0.05

mg/kg 수준에서는 100.7%, 상추의 5, 12 mg/kg 수준에서

108.1, 84.7%의 양호한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본 azoxystrobin

분석법의 회수율은 84.7-109.5%로 평균 97.8%의 회수율을 보

였고, 분석오차는 최대 8.5%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처리수준

및 농산물 시료의 종류에 상관없이 회수율 결과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고시하고 있는 잔류분석기준인 회수율 70-120% 범

위와 분석오차 10% 이내를 만족하였다[43,51]. 또한, Noh 등의

연구[12]에서는 인삼에 azoxystrobin을 0.003, 0.03, 0.5 mg/kg이

되도록 처리한 후 회수율 실험을 진행하여 평균 98.4%의 회수

율을 보였고 CV는 2.4%미만이라고 보고하였다. Kim 등의 연

구[54]에서는 상추에 azoxystrobin을 0.2, 1.0 mg/kg이 되도록

처리한 후 회수율 실험을 진행하여 평균 96.4%의 회수율을 보

였고 CV는 4.6% 미만이라고 보고하였다.

가공된 가지의 농약 잔류량 변화 및 가공계수 산출

가지를 세척, 찜 및 볶음의 조리과정을 수행한 가공품 중

azoxystrobin의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가공 전 가지의 azoxystrobin 잔류량은 0.2039 mg/kg이었다. 흐

르는 물 세척 후 azoxystrobin의 잔류량은 0.0589 mg/kg, 찜 가

공 후 0.0652 mg/kg, 볶음 가공 후 0.0496 mg/kg 잔류하였다.

농산물 원료에 남아있는 잔류농약이 세척 및 가열 등의 가공과

정에 의해서 잔류량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흐르는 물 세

척과정을 수행한 azoxystrobin의 잔류량은 초기 잔류량에 비해

평균 71.1% 감소하였으며, 찜 과정 중 시험 농약의 잔류량은

초기 잔류량 대비 평균 68.0%로 감소하였다. 볶음 조리과정 중

시험 농약의 잔류량은 초기 잔류량 대비 평균 75.7% 감소하였

다. Azoxystrobin 농약은 볶음 가공단계에서 가장 높은 제거율

을 보였으며, 흐르는 물 세척, 찜 가공 순으로 제거율이 감소하

였다. 가지를 세척한 후 찐 가지의 농약 잔류량이 세척한 가지

의 잔류량보다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찜 가공을

통해 무게가 감소되어 잔류량이 높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

단되었다. 또한, azoxystrobin의 지용성이며 휘발성이 낮은 특성

이므로 찜 가공에 의한 농약 감소율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Bonnechere 등의 연구[55]에서 deltamethrin을 처리한 시금치를

데치기 가공한 결과, 농축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deltamethrin

이 지용성농약이며, 가공을 통해 약 20%의 무게감소로 인한 결

Table 5 Reproducibility of peak area and retention time of azoxystrobin

using GC-ECD

Parameter Retention time (min) Peak area (uV)

Minimum 14.205 72144

Maximum 14.267 76006

Mean 14.234 74661

SD 0.02 1876.4

CV (%) 0.139 2.513

*SD: Abbreviations, standard deviation
CV: coefficient of variance

Table 6 Recovery rate of azoxystrobin in eggplant and lettuce

Crop Fortification (mg/kg) Recovery ± SD1) (%) CV2) (%) LOQ (mg/kg)3)

Eggplant

0.05 100.7±8.5 8.5

0.01

0.1 109.5±2.6 2.4

0.5 90.3±1.8 2.0

Lettuce

0.1 95.9±1.5 1.5

0.5 95.4±1.2 1.2

5 108.1±1.7 1.5

12 84.7±1.8 2.1

1)Standard Deviation 2)Coefficient of variation 3)Limit of quantitation

Table 7 Residual amounts for azoxystrobin in eggplant

Processing residue amount (mg/kg) Mean ± SD Removal rate (%)1) PF2)

Raw eggplant 0.2039±0.0012

Washing 0.0589±0.0007 71.1 0.29

Steaming 0.0652±0.0007 68.0 0.32

Stir-frying 0.0496±0.0018 75.7 0.24

1)Removal rate: (raw product residue-processing residue)/raw product residue ×100
2)PF: Processing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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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Zhibo 등의 연구[56]에서도 pyridaben,

α-cypermethrin, difenthrin, S-fenvalerate, γ-cyhalothrin으로 처

리한 동부콩을 데치기 가공하여 농약성분이 농축되었으며, 이를

수분 손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

를 고려하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었다. 결과적으로 가지의

세척 및 조리 시 시험 농약의 잔류량이 68% 이상 제거되어 농

약에 대한 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공계수는 농산물 원료의 잔류량과 가공한 후의 잔류량의 비

를 나타내는 계수로, 수치가 작을수록 농산물의 초기 잔류량 대

비 감소율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가공에 따른 azoxystrobin의 가

공계수를 Table 7에 함께 제시하였다. 흐르는 물 세척한 가지

의 가공계수는 0.29이고, 찜 및 볶음 가공한 가지의 가공계수는

0.32, 0.24이었다. 가공단계가 진행될수록 농약의 잔류량이 감소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가지의 가공과정 중 잔류농약

감소에 효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공계수는 찜 >세척

>볶음 순으로 가공계수를 나타내어 잔류농약 감소에 볶음이 가

장 효과가 우수하였다.

Radwan 등의 연구[57]에서 profenofos를 처리한 고추, 파프리

카, 가지를 세척 및 가공한 결과, 담금 물 세척으로 81-99.26%

로, 평균 88.5%의 감소율을 나타내었으며, 볶음으로 98.5-100%

의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Profenofos는 POW 4.44, VP 0.124

(25 oC), 비침투성을 나타내는 농약으로 azoxystrobin 보다 지용

성 성질을 나타내지만 휘발성이 강하고 농약성분이 내부로 침

투되지 않아 세척과 볶음 가공을 통해 많은 양이 제거되는 것

으로 판단된다. Kaushik 등[58]은 병아리콩 낟알저장을 위하여

MRL 이하로 살포한 deltamethrin의 경우 초기잔류량은 0.051

mg/kg이었으나 세척 후 찜 가공하여 완전히 제거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Deltamethrin은 POW 4.7, VP 1.24×10−5 (25 oC), 비침

투성 살충제로 지용성을 나타내는 농약이지만 세척 및 찜 가공

을 통해 완전히 제거되어 본 연구의 농약과 특성의 차이를 나

타내지만, 전반적인 감소경향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가공된 상추의 농약 잔류량 변화 및 가공계수 산출

상추를 담금 물 세척, 흐르는 물 세척, 담금 후 흐르는 물 세

척, 초음파 세척, 데치기의 조리과정을 수행한 후 azoxystrobin

의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8에 나타내었다. 가공 전 상

추의 azoxystrobin 잔류량은 12.296 mg/kg이었다. 담금 물 세척

후 azoxystrobin의 잔류량은 3.0267 mg/kg, 흐르는 물 세척 후

7.5133 mg/kg, 담금 후 흐르는 물 세척 후 3.9373 mg/kg 잔류

하였다. 초음파 세척한 상추의 azoxystrobin 잔류량은 5.7613

mg/kg이었으며, 데치기한 상추는 3.2413 mg/kg, 데치기에 사용

한 물의 azoxystrobin 잔류량은 6.1187 mg/kg이었다. 상추의 세

척과정을 수행한 azoxystrobin의 잔류량은 각각 초기 잔류량에

비해 평균 58.8% 감소하였으며, 데치기 가공한 시험농약의 잔

류량은 초기 잔류량 대비 평균 73.6% 감소하였다. 담금 물 세

척한 상추의 감소율은 75.3%, 흐르는 물 세척은 38.9%, 담금

후 흐르는 물 세척은 68.0%, 초음파세척은 53.1%의 잔류농약

이 제거되었다. 농약제거 효과는 담금 물 세척 >담금 후 흐르

는 물 세척 >초음파 세척 >흐르는 물 세척 순으로 나타났으며,

담금 물 세척이 가장 우수한 농약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이론

적으로 흐르는 물 세척이 가장 잔류농약 제거가 우수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흐르는 물 세척은 물이 시료 표면에 닿는 시간이

짧고 고르지 않아 잔류농약 제거 효과가 적었던 것으로 판단되

었다. 담금 후 흐르는 물 세척은 68%의 감소율을 나타내었지

만, 담금 물에서 저어가면서 세척할 때 75.3%로 잔류농약 제거

효과가 더 우수하였다. 상추의 담금 물 세척은 1분 침지 후 30

초 동안 2회 세척하였으며, 담금 후 흐르는 물 세척은 1분 침

지 후 흐르는 물에 앞, 뒷면을 3초 세척하여 세척방법에 차이

를 나타내었다. 세척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담금 물 세척이 담

금 후 흐르는 물 세척보다 제거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

다. Seo 등의 연구[59]에서 침지세척과 흐르는 물 세척, 이중

세척에 의한 깻잎의 세척 결과를 비교한 결과, 1회 침지 후 5

초 세척한 방법과 침지 2회 세척한 방법이 거의 유사한 세척률

을 보였으며 침지 2회 세척이 제거량이 조금 더 높았다.

데치기 과정 중 azoxystrobin의 잔류량은 초기 잔류량에 비해

평균 73.6% 감소하였다. 이는 데치기 과정을 진행하면서 시험

농약이 물로 이행되고 일부 농약은 가열처리로 인해 소실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실험은 데치기 효과만을 비교하기 위하

여 세척과정을 진행하지 않고 비교 실험한 결과이다. 따라서,

실제 가정에서 엽채류를 조리할 경우 데치기 전에 세척과정을

거치고 가공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잔류농약이 제거될 것이다.

가공계수의 수치가 작으면 농산물의 초기 잔류량 대비 감소

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공에 따른 상추의

azoxystrobin 가공계수를 Table 8에 함께 나타내었다. 담금 물

세척한 상추의 가공계수는 0.25, 흐르는 물 세척은 0.61, 담금

후 흐르는 물 세척은 0.32, 초음파세척은 0.47, 데치기는 0.26

의 가공계수가 산출되었다. 담금 물 세척이 가장 낮은 가공계

수를 나타내어 흐르는 물 세척 >초음파 세척 >담금 후 흐르는

Table 8 Residual amounts for azoxystrobin in lettuce

Processing residue amount (mg/kg) Mean ± SD Removal rate (%)1) PF2)

Raw lettuce 12.296±0.0267

Soaking washing 3.0267±0.0607 75.3 0.25

Running washing 7.5133±1.3008 38.9 0.61

Soaking and running washing 3.9373±0.097 68.0 0.32

Ultrasonic cleaning 5.7613±0.8141 53.1 0.47

Blanching 3.2413±0.4776 73.6 0.26

Blanching water 6.1187±0.0798

1)Removal rate: (raw product residue-processing residue)/raw product residue ×100
2)PF: Processing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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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세척 >데치기 >담금 물 세척 순으로 가공계수를 나타내었

다. 결과적으로 상추는 세척만으로도 시험농약의 잔류량이 평균

60% 가까이 제거되었다. 채소류의 잔류된 농약은 세척이나 조

리과정에 대부분 제거되어 섭취 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im과 Lee[25]는 결구배추 겉잎을 수세 및 데치기 가공을 통

한 chlorantraniliprole의 잔류량 변화를 연구하였다. 수세와 데치

기 가공으로 산출된 가공계수는 0.16, 0.02으로 수세 후 데치기

시 배추 겉잎에 잔류된 농약은 각각 84%와 98%가 제거되었다.

일반적으로 POW는 3.5 이상이면 지용성 농약으로 분류되고 있

다. Chlorantraniliprole의 POW는 2.76으로 지용성 농약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물을 사용하여 세척할 경우에도 상당량의 잔

류물이 제거될 수 있었다. Kim의 연구[32]에서 azoxystrobin을

살포한 미나리를 수돗물, 베이킹소다용액, 0.1% 세제용액으로

세척한 후 잔류량을 비교하였다. 세제로 세척하면 각각 수확 당

일 85.35%와 수확 후 14일차 57.06%의 농약이 제거되었고, 베

이킹소다로 세척하면 수확 당일에는 86.45%, 수확 후 14일차에

는 53.44%가 제거되었으며, 물로 세척하면 수확 당일에는

84.97%, 수확 후 14일차에는 64.67%가 제거되었다. 이 결과들

을 바탕으로 농약 살포 후 시일이 경과될수록 농약의 제거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세제용액, 수돗물, 베이킹소

다 용액의 세척 방법에 따른 농약 제거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채소류는 물 세척만으로도 많은 양의 농약이 제

거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의 가지와 상추에 대한 세척 연구결

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채소류의 가공 과정 중에서

도 잔류농약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 록

본 연구는 azoxystrobin 농약을 가지와 상추에 처리한 후 세척

및 조리과정 중 농약의 잔류량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수행하였

다. 가지는 흐르는 물 세척, 찜, 볶음으로 가공하였으며, 상추는

담금 물 세척, 흐르는 물 세척, 담금 후 흐르는 물 세척, 초음

파세척, 데치기로 가공하였다. Azoxystrobin의 GC분석의 정량

한계는 0.01 mg/kg이었으며, 회수율은 84.7-109.5%이었다.

Azoxystrobin을 살포하여 수확한 가지의 농약 잔류량은 0.204

mg/kg, 상추의 잔류량은 12.296 mg/kg이었다. 가지의 흐르는 물

세척, 세척 후 찌기, 세척 후 볶기의 잔류량은 0.059, 0.065,

0.05 mg/kg이었다. 상추의 담금 물 세척, 흐르는 물 세척, 담금

후 흐르는 물 세척, 초음파세척, 데치기의 azoxystrobin의 잔류

량은 각각 3.027, 7.513, 3.937, 5.761, 3.241 mg/kg이었다. 가

지와 상추의 azoxystrobin 농약의 가공계수 및 감소율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가지의 경우, 흐르는 물 세척의 가공계

수 및 감소율은 0.29, 71.1%, 찜 가공한 가지는 0.32, 68.0%,

볶음 가공한 가지는 0.24, 75.7%이었다. 상추의 경우, 담금 물

세척한 상추의 가공계수 및 감소율은 0.25, 75.3%, 흐르는 물

세척은 0.61, 38.9%, 담금 후 흐르는 물 세척은 0.32, 68.0%,

초음파세척은 0.47, 53.1%, 데치기는 0.26, 73.6%이었다. 가지

와 상추 중 잔류농약은 세척 및 조리가공을 통해서 잔류농약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세척 후 조리과

정을 진행할 시, 대부분의 농약이 제거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세척 및 가공 후 azoxystrobin 가공계수를 위해 평가에 기초자

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가공계수·가지·상추·아족시스트로·잔류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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