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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및 가공품 중 azoxystrobin과 difenoconazole의 Codex 기준 설정

(Establishment of the Codex MRLs of Azoxystrobin and Difenoconazole in 
Ginseng and Its Processing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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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중 잔류농약 모니터링에서 부적합율이 높고 인삼 및 가공품의 수출시 잔류농약이 수출장벽

이 될 가능성이 높은 농약인 azoxystrobin과 difenoconazole의 국내 및 Codex 잔류허용기준(MRL)을 

설정하기 위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3년간 인삼의 연근(4,5,6년근)과 시

험지역(7포장)을 달리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시험농약의 안전사용기준에 근거하여 수확예정일

로부터 역산하여 농약살포일을 결정하고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시험농약을 인삼에 경엽살포한 후 

수확하였으며, 인삼의 가공품은 (주)한국인삼공사에서 제조한 후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수삼 

중 azoxystrobin의 회수율은 71-110%이었으며, 건삼 75-110%, 홍삼 69-117%, 인삼 알콜농축액 

69-110%, 인삼 물농축액 70-120%, 홍삼 알콜농축액 76-109%, 홍삼 물농축액 69-112%이었다. 
Difenoconazole의 회수율은 수삼 78-111%, 건삼 79-112%, 홍삼 83-117%, 인삼 알콜농축액 

78-124%, 인삼 물농축액 76-109%, 홍삼 알콜농축액 77-116%, 홍삼 물농축액 80-112%이었다. 
Azoxystrobin의 정량한계(LOQ)는 수삼 0.003-0.02 mg/kg, 건삼 및 홍삼 0.007-0.03 mg/kg, 인삼 및 

홍삼 농축액은 모두 0.007-0.04 mg/kg이었으며, difenoconazole의 경우 수삼 0.003-0.02 mg/kg, 건삼 

0.007-0.04, 홍삼 0.006-0.04, 인삼 및 홍삼 농축액은 모두 0.006-0.04 mg/kg이었다. 수삼 및 인삼 가공

품 중 azoxystrobin의 가공계수는 건삼 1.72-7.71, 홍삼 0.82-4.50, 인삼 알콜농축액 2.7-11.93, 인삼 

물농축액 2.45-6.8, 홍삼 알콜농축액 0.94-8.61, 홍삼 물농축액 0.93-6.71이었다. Difenoconazole의 

경우 건삼 1.6-6.07, 홍삼 0.83-5.26, 인삼 알콜농축액 2.35-18.97, 인삼 물농축액 1.59-4.67, 홍삼 알콜

농축액 1.76-9.45, 홍삼 물농축액 1.39-2.95이었다. 현재 difenoconazole의 경우 제 43차 코덱스 농약

잔류분과위원회(Codex Committee on Pesticide Residue, CCPR)에서 인삼에 대한 difenoconazole 기
준안(0.5 mg/kg)이 5/8 가속단계로 최종 확정되어 2011년 7월 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

며, azoxystrobin은 JMPR에서 대한민국이 제출한 연구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최종보고서

를 작성중이다. 이 결과는 해당 농약으로 인한 수출 장애요인이 해소되어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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