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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inverted Y-shaped strip detection method based on acetylcholinesterase (AChE) was developed for

the rapid detection of organophosphorus and carbamate pesticides. The inactivation of AChE by organophosphorus and carba-

mate pesticides has been well known. The AChE catalyzes acetylthiocholine into thiocholine having (-) and (+) charges, and

the (+) charge results in aggregation of gold nanoparticle (GNP). Malaoxon and carbofuran were used as standard organophos-

phorus and carbamate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verted Y-shaped strip, respectively. In order to optimize the method, various

angles of the Y-shaped strip, different types of nitrocellulose membrane, and concentration of AChE were tested as key param-

eters. The detection limit of the method was 10 ng/mL for both malaoxon and carbofuran pesticides. No cross-reaction was

observed to other pesticides such as atrazine, cyanazine, simazine, bifenthrin, boscalid, metalaxyl, and chlorobenzilate. Recov-

eries from lettuce spiked when known concentrations of malaoxon and carbofuran were found ranging from 96.4 to 100.7%

and 81 to 112.7%, respective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nverted Y-shaped strip method based on AChE may be a useful

tool for the sensitive, specific, rapid detection of organophosphorus and carbamate pesticides in agricultur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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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개발은 인구 증가와 식량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많은 발전을 해 왔으며, 특히 농약은 농작업의 편

의성을 높이고 농작물의 생산량 증가를 위하여 많이 개발

되고 있다1-3). 하지만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하여 환경 오

염, 해충의 내성 증가, 새로운 해충의 출현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현재 알려진 내분비계 교란물질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EDC)의 많은 부분이 농

약이 차지하고 있다4-6).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농산물의 안

전성을 높이고 환경오염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약잔류

허용기준과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7).

또한 국내에서는 2019년 1월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

제도 (Positive List System, PLS)를 시행하고 있다. PLS제

도는 농산물 재배과정에서는 사용이 허가된 농약을 잔류

허용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허가되지 않은 농

약의 경우 잔류허용기준인 0.01 mg/kg 이하로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며 일부 농산물(밤, 들깨, 참깨, 바나나, 파

인애플, 참다래)과 열대과일류는 2016년 12월부터 우선적

으로 적용되었고,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

용되고 있다8). 따라서 PLS 제도에 대응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중 잔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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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저농도의 농약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분석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식품 또는 농산물 중 잔류농약의 검출은 액

체크로마토그래피(liquid chromatography, LC), 기체크로마

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GC), 질량분석기(mass spec-

trometry, MS) 등 분석장비를 통해 잔류농약의 허용 농도

를 측정한다. LC와 GC의 경우 검출 감도가 매우 높고 정

확하며 많은 성분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만 분석 시료의 전처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전문적

인 인력, 고가의 장비가 수반되어 많은 비용이 드는 단점

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새

로운 잔류농약 분석법들이 개발되고 있다9-11).

지난 30년간 농약 검출을 위해 항체, 세포 및 효소 등

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바이오센서가 개발되어왔다. 특

히 acetylcholinesterase (AChE)는 농약 검출용 바이오센서

에 가장 많이 이용된 효소로 1980년대 중반에 AChE의 저

해작용을 기반으로 한 농약 검출용 바이오센서 구조가 처

음으로 사용된 이후 다양한 기법으로 활용되었으나12), 대

부분 AChE 반응에서 발생하는 전류를 측정하는 방식의 바

이오센서가 개발되어 바이오센서의 안정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13).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항체나 세포 등을 이용한 선택성이 높은 농약 검출용

바이오센서가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었으나, 실제 샘플에서

의 농약 모니터링을 위해 휴대가 간편하고, 조작이 쉽고,

값이 저렴한 바이오센서의 개발이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다14).

최근에는 금 나노입자(gold nanoparticle, AuNP)를 이용

한 바이오센서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15). 금 나노입자는

표면에 전기적으로 -전하를 띄고 있어 콜로이드 용액의 형

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전하와 반응하게 되면 응집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응집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금 나

노입자 고유의 붉은색을 유지하며, 응집이 일어나게 되면

청자색으로 변하며 응집에 따른 입자의 크기도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금나노입자의 성질을 이용해서 바이오센서

와 측면유동스트립(lateral flow strip) 개발이 곰팡이독소,

항생제 및 미생물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

만 금나노입자를 이용한 농약의 신속진단 기술의 개발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16-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

구19)에서 AChE가 acetylthiocholine (ATC)을 + 전하와 –

전하를 가진 양극성 thiocholine으로 분해시키고, 이때 발

생한 + 전하가 금 나노입자를 응집시키는 현상을 이용한

농약 비색-신속 검출법을 별도의 측정장비 없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육안으로 잔류농약의 존재 유무를 판별할 수 있

는 역 Y자 형태의 스트립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농약 신속 검출을 위한 역 Y자 스트립 원리

역 Y자 스트립 농약 검출법에 사용되는 acetylthiocholine

Fig. 1. The scheme of the inverted Y-shape strip using GNP aggregation through the inactivation of AChE by organophosphorus and

carbamate pestic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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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은 acetylchlolinesterase (AChE)에 의해 +전하와 -전

하를 가진 양극성 thiocholine으로 분해되는데, 이때 발생

한 +전하가 표면에 -전하를 띄는 금 나노입자와 반응하면

서 응집을 일으키게 된다. 반면, 유기인계 및 카바메이트

계 농약이 존재할 경우 AChE의 활성을 저해하여, ATC를

thiocholine으로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 나노입자의 응

집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19). 이를 2개의 채널을 가진 역

Y자 형태의 스트립에 적용하면 금 나노입자 채널과 시료

와 ATC를 반응시킨 채널 간의 이동을 통해 역 Y자 형태

의 스트립 중앙에서 만나 유체반응을 일으키며 금 나노입

자 응집 시 멤브레인 중앙에서 검은색의 띠 모양을 형성하

게 된다(Fig. 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역 Y자 스트립은 자체

적으로 제작한 스트립 절단기를 이용해 제작하였으며, Fig.

1과 같이 2개의 반응 용기 중 하나의 반응용기에는 금 나

노입자를, 나머지 하나의 반응용기에는 농약, AChE, ATC

을 순차적으로 반응시킨 용액을 반응시킨다. 반응이 끝난

두 용기에 역Y자 스트립의 두개의 채널을 Fig. 1과 같이

담그고 각 용액이 이동시킨 후 두 채널이 만나는 부분에

금 나노입자의 엉김 유무를 확인하였다.

잔류농약 검출을 위한 스트립의 최적화

잔류농약 검출용 스트립을 최적화하기 위해 역 Y자 스

트립의 채널각도, 멤브레인 재질 그리고 효소 사용량을 최

적화하였다. 먼저, 스트립의 채널각도의 최적화를 위해 Fig.

2과 같이 두 채널이 연결되는 부분의 각도를 각각 180,

120, 104, 90, 80, 72, 64 및 60도로 하여 스트립을 제작

하였으며, 특히 180각도를 가진 스트립의 경우는 type 1

과 2와 같이 두 가지 형태로 제작하였다.

또한, 채널 각도 결정 후 nitrocellulose membrane

(Millipore, Billerica, MA, U.S.A.)의 종류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HF075, HF090, HF120, HF180 및 HF240

membrane을 이용하여 스트립을 제작한 후 금 나노입자의

엉김 현상이 가장 잘 나타나며 농약 양성과 음성 시료에

서 시그널 대비가 가장 큰 membrane을 선정하였다.

추가로 금 나노입자를 엉기게 하는 효소 반응을 유도하

는 효소의 농도에 대한 최적화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은 금 나노입자 전개 부분에 20 mm의 금 나노입자(BBI,

Cardiff, U.K.) 1012개를 포함하는 50 µL의 용액을 전개하

였고, 효소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기질인 ATC

(Sigma, St. Louis, MO, U.S.A.) 100 µM 농도로 고정하였

으며, AChE (Sigma, St. Louis, MO, U.S.A.)를 0, 1.25,

2.5 및 5 mU의 다양한 농도로 하여 유기인계 농약인 말

라옥손(Sigma, St. Louis, MO, U.S.A.)을 0과 100 ng/mL로

처리한 후, 두 채널이 만나는 부분에서 금 나노입자의 응

집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선의 강도를 분석하였고, 양성과

음성 시료에서 시그널 대비가 가장 큰 AChE 농도를 선

정하였다.

Membrane 상의 금 나노입자 엉김 확인

최적화된 역 Y자 형태의 잔류농약 검출 스트립 센서에

말라옥손 0과 100 ng/mL를 이용하여 분석 후 양성과 음

성시료를 적용한 역 Y자 스트립의 nitrocellulose membrane

을 광학현미경(Olympus BX43, Olympus, U.S.A)으로 측

정하여 금 나노입자의 엉김 여부를 확인하였다.

역 Y자 스트립의 평가

최적화된 조건으로 제작된 잔류농약 검출 스트립을 다양

한 종류의 농약으로 테스트하여 검출 민감도 및 특이성을

확인하였다. 특이성 실험을 위해 사용된 농약은 말라옥손과

카보퓨란 각각의 농약을 0, 10, 50, 100, 1,000, 10,000 및

100,000 ng/mL의 농도로 제조한 후 역 Y자 스트립에 적용

하였다. 추가적으로 각 5종의 유기인계[EPN, dichlorvos,

Fig. 2. The results of the aggregation of gold nanoparticles depeding on the channel angle of the reverse Y-shape strip (Channel angle;

Type 1=180o, Type 2=180o, Type 3=120o, Type 4=104o, Type 5=90o, Type 6=80o, Type 7=72o, Type 8=64o, Type 9=6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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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zinon, malathion, fenthion (Sigma, St. Louis, MO,

U.S.A.)] 및 카마메이트계[Carbaryl, carbosulfan, fenobucarb,

methomyl, oxamyl (Kemidas, Suwon, Republic of Korea)]

농약과 3종의 트리아진 계열의 농약[simazine, cyanazine,

atrazine (Sigma, St. Louis, MO, U.S.A.)] 그리고 Kemidas사

로부터 추가 구입한 각 1종의 피레스로이드계(bifenthrin),

카복사마이드계(boscalid), 페닐아마이드계(metalaxyl) 및 유

기염소계(chlorobenzilate) 농약(Kemidas, Suwon, Republic

of Korea)]에 대해서도 검출 적용가능성과 특이성을 확인하

였다.

농산물 시료에서의 잔류농약 검출 분석

보다 실제적인 검증을 위하여 신선농산물 상추에 농약

을 임의로 오염시켜 개발한 역 Y자 스트립과 HPLC를 이

용해 농약 검출 유무를 테스트하였다. 먼저, 역 Y자 스트

립을 이용한 검증을 위해 각 1 g씩 절편한 상추에 임의로

말라옥손과 카보퓨란을 0, 100, 1,000, 10,000 및

100,000 ng/g로 오염시키고 빛이 차단된 곳에서 2시간 동

안 방치한 후 60% 에틸알코올 5 mL을 이용해 강하게 추

출하고 상층액 25 µL를 AChE와 ATC와 순차적으로 반응

시킨 용액을 역Y자 두개의 채널 중 하나의 채널에 반응

시켰고, 다른 채널에는 금나노입자 50 µL를 적용시켜 분

석하였다. 이때, 개발한 역 Y자 스트립을 이용한 농약의

검출량 및 회수율 측정을 위해 image J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역 Y자 스트립의 멤브레인 상에서 형성되는 검은 띠

의 색도 차이를 수치화하고, 이를 이용해 정량분석을 실

시하였다. 즉, 0, 100, 1,000, 10,000 및 100,000 ng/g의 말

라옥손 및 카보퓨란을 이용해 역 Y자 스트립을 실시하고

image J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표준곡선을 그은 뒤, 임의

의 농도로 오염시킨 농산물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값을 표

준곡선에 대입시킴으로써 농산물 중 오염된 농약의 농도

를 확인하였다. 이후 농약에 대한 국내 공인분석법인 HPLC

를 이용한 잔류농약 검출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식품공전

상에 제시된 다종 농약 다성분 분석법 제 2법으로 0, 100,

1,000, 10,000 및 100,000 ng/g의 말라옥손 및 카보퓨란이

오염된 농산물 시료를 추출 및 분석하였으며, 역 Y자 스

트립 및 HPLC 모두 [(검출된 농약의 농도/임의로 오염시

킨 농약의 농도) × 100]과 같은 방식으로 회수율을 측정하

였다20).

결과 및 고찰

잔류농약 신속 검출을 위한 역 Y자 스트립 개발

역 Y자 형태의 스트립에서 금 나노입자와 효소-기질-시

료 반응물이 각 채널을 따라 이동 후 두 용액이 만나는

지점의 각도는 스트립 상에 금나노입자가 ATC가 AChE

에 의해 +전하와 -전하를 가진 양극성 thiocholine으로 분

해되고 발생한 +전하와 반응하면서 응집되어 반응선이 생

성되는데 있어 중요한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채널이 만나는 각도를 각각 180, 120, 104, 90, 80, 72, 64

및 60도로 스트립을 제조한 뒤 실험한 결과, Fig. 2에서와

같이 60-104 도에서 선명한 금 나노입자의 엉김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64의 각도에서 금 나노입자의

엉김 현상이 가장 크게 발생하였기 때문에 역 Y자 형태

의 스트립 센서의 최적화된 채널 각도는 64도로 결정하였다.

또한, 역Y자 스트립의 주재료인 membrane도 그 종류에

따라 유체의 속도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Millipore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membrane의 경우 4 cm

길이, 0.5 cm 폭을 기준으로 유체가 흘러가는 속도에 따라

스트립의 구성을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4 cm의 스

트립을 75, 90, 120, 180 및 240초에 이동할 수 있는

Millipore사의 HF075, HF090, HF120, HF180 및 HF240

멤브레인을 이용해 스트립을 제작하고 그 영향을 실험하

였다. 그 결과, Fig. 3에서와 같이 HF075, HF090와 HF120

membrane을 이용하여 제작한 스트립에서 농약 음성 시료

테스트에서는 반응선(금 나노입자의 엉김 현상)이 확인되

었다. HF075 membrane를 이용한 스트립에서 농약 양성

과 음성시료 모두 반응성이 확인되었고, HF120 membrane

Fig. 3. Selection of optimal nitrocellulose membrane for the inverted Y-shape s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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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스트립에서 농약 양성 시료에서는 반응선이 확

인되지 않았으나 농약 음성의 시료에서도 반응선이 HF075

와 HF090 membrane을 이용한 스트립에 비해 약하게 생

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검출법 개발에 적합하지 않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HF090 membrane을 스트

립에 적용한 결과에서는 금 나노입자의 엉김 현상이 양성

과 음성에서 가장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최적화를

위한 membrane으로 HF090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역Y자 스트립 상의 금 나노입자 엉김반응

에 있어서 AChE의 사용양에 대한 최적화 실험을 실시하

였다. 먼저, 역Y자 스트립 두개의 채널 중 하나의 채널에

는 1012개 수준의 금 나노입자 용액 50 µL를 전개를 시키

고, 다른 하나의 채널에 AChE (25 µL)를 0, 1.25, 2.5와

5 mU의 다양한 농도로 하여 유기인계 농약인 말라옥손

(25 µL)을 0과 100 ng/mL와 먼저 섞어주고 바로 2 µL의

ATC (100 µM)을 바로 섞은 용액을 전개시켰다. 그 결과,

말라옥손 100 ng/mL가 적용된 경우, AChE가 2.5 mU 이

하일 때 농약에 의해 효소가 비활성화되어 기질을 분해하

지 못하고 어떠한 농도에서도 금 나노입자가 엉기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농약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소가 활성화되어 어떠한 농도에서도 금 나노입자가 엉

김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잔류농약 검출용 스트립에 적용하는 최적 효소의 농도로

2.5 mU을 선정하였다.

광학현미경을 통한 membrane 상 금나노입자 엉김 확인

앞서 최적화된 조건(채널각도 64도, HF090 membrane,

AChE 농도 2.5 mU)으로 제작된 역Y자 스트립을 이용하

여, 유기인계 농약 말라옥손 양성(100 ng/mL)와 음성(0 ng/

mL)를 분석한 후 membrane 상의 반응선을 광학현미경으

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Fig.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역

Y자 스트립의 원리와 같이 말라옥손 100 ng/mL 처리한 스

트립의 membrane 상에서는 반응선이 확인되지 않았고, 말

라옥손 0 ng/mL의 경우는 membrane 상에서는 반응선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설명한 역Y자의 원리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AChE가 농약에 의해 활성이 저해

되었고 ATC를 +전하와 -전하를 가진 양극성 thiocholine

로 분해하지 못하여 금나노입자의 엉김현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농약 음성의 경우는 반대로 AChE에 의해 ATC가

+전하와 -전하를 가진 양극성 thiocholine로 분해되어 금나

노입자 엉김이 유도되어 membrane 상에 반응선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4. Determination of optimal concentration of acetylcholines-

terase (AChE).

Fig. 5. The optical microscope images of GNP aggregation on the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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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검출 스트립을 이용한 농약 검출한계 및 특이성 확인

2019년에 시행된 PLS 제도에 의해 농약 잔류 허용기준

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의 최대 허용기

준치가 10 ng/mL로 규제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말라옥

손과 카보퓨란 2종의 농약을 각각 0, 10, 50, 100, 1,000,

10,000 및 100,000 ng/mL의 농도로 제조 후 개발한 역 Y

자 스트립에 적용한 결과 Fig. 6에서와 같이 50-100,000 ng/

mL 농도의 농약을 적용한 조건에서는 스트립상에서 반응

선(금 나노입자의 엉김 현상)이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았으

나, 10 ng/mL 농도의 농약을 적용한 스트립에서는 희미하

게 반응선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농

약을 처리하지 않은 조건과 비교하였을 때 반응선의 형성

정도가 아주 희미하게 관찰되었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10 ng/

mL 수준의 농약을 충분히 검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각 5종의 유기인계(EPN, dichlorvos, diazinon,

malathion, fenthion) 및 카바메이트계(carbaryl, carbosulfan,

fenobucarb, methomyl, oxamyl) 농약과 3종의 트리아진

(triazine) 계열의 농약(simazine, cyanazine, atrazine) 그리고

각 1종의 피레스로이드(bifenthrin), 카복사마이드(boscalid),

페닐아마이드(metalaxyl) 및 유기염소(chlorobenzilate) 계열의

농약을 10 ng/mL 농도로 제조하여 역 Y자 스트립에 적용

한 실험 결과에서도 각 5종의 유기인계 및 카바메이트계 농

약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의 농약을 처리한 스트립 상에서

만 금 나노입자의 엉김 현상이 특이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7). 

신선농산물 중 농약 검출에 적용

개발한 역Y자 스트립을 이용한 농산물 중 농약의 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서 판매하는 상추를 구매하

여 농약을 임의로 오염시키고, 개발한 역 Y자 스트립으로

분석함으로써 농산물 시료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국내

농산물 잔류농약 공인분석법인 HPLC와의 검출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역 Y자 스트립의 적용을 위해 절편한

상추 1 g에 말라옥손과 카포퓨란을 각각 0, 100, 1,000,

10,000, 100,000 ng/mL 농도로 오염시킨 후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추출과정을 수행하였고, 추출액을 역Y자 스트립

으로 분석한 뒤 image J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치화하였

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역 Y자 스트립으로 분석한

결과를 HPLC로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Table 1과

같이 HPLC와 역Y자 스트립 분석결과가 유사하게 확인되

었고, 말라옥손은 96.4에서100.7%, 카보퓨란은 81에서112.7%

의 회수율이 확인되었다.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산하 codex alimentarius의 기준에 의하면 농약 회수율 기

준을 70-12%, RSD ≤20% 인 것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역Y자 스트립을 이용한 농약의 회수

Fig. 6. Detection limits of the inverted Y-shape strip test for the

detection of organophosphorus(A) and carbamate(B) pesticide.

Fig. 7. Determination of cross-reactivity of the inverted Y-shape

strip for organophosphorus (EPN, dichlorvos, diazinon, mala-

thion, fenthion), carbamate (carbaryl, carbosulfan, fenobucarb,

methomyl, oxamyl), pyrethroids (bifenthrin), carboxamide

(boscalid), phenylamide (metalaxyl), organochloride (chloroben-

zilate), and triazin (simazine, cyanazine, and atrazine) classes

pestic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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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기준 내에서 적합하여 실제 시료 적용에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21).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농약의 음성시료에서는 acetylcholinesterase

와 acetylthiocholine을 반응시켜 +전하와 -전하를 가지는

thiocholine으로 분해되어 금 나노입자를 응집시켜 역 Y자 스

트립상에서 청자색의 반응선(띠)을 형성하고 양성 시료에서

는 생성시키지 않는 원리를 이용한 신속 농약 검출법을 개발

하였다. 개발한 분석법은 유기인계 농약 말라옥손과 카바메

이트계 농약 카보퓨란을 각각 10 ng/mL 수준까지 검출이 가

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종의 유기인계와 카바메이트계

농약(EPN, dichlorvos)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출 한계를 확인

한 결과에서도 10 ng/mL 수준까지 모두 검출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3종의 트리아진 계열의 농약과 각 1종

의 피레스로이드, 카복사마이드, 페닐아마이드 및 유기염소

계열의 농약에 대해서는 반응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유

기인계와 카바메이트계 농약 분석에 적용이 가능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임의로 오염시킨 농산물 시료를

대상으로 분석법의 회수율을 확인한 결과, 말라옥손에 대해

서 96.4에서100.7%, 카보퓨란은 81에서112.7%의 회수율이 확

인되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역 Y자 스트립을 농약 검출법으

로 이용한다면 농산물과 농업환경 중 존재하는 유기인계 및

카바메이트계 잔류농약을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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