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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 Bentazon과 그 대사산물들의 토양 중 흡착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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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orption Pattern of the Herbicide, Bentazon and Its Metabolites on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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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elucidate the adsorption mechanism of the herbicide, bentazon and its metabolites 
on soil, their adsorption patterns on soil and six adsorbents were investigated with Freundlich, Langmuir 
and linear isotherm. Freundlich constants (Kf) and maximum adsorption amount(Q0) of bentazon on soil was 
0.55 and 3.97. Kd and Koc values of it were 0.18 and 18. The all of metabolites used except deisopropylbentazon 
amounts sorbed on the soil were much higher than bentazon. The most of 8-hydroxybentazon was adsorbed 
on soil showing Kf = 316.6, Q0 = 3,488, Kd = 29.7 and Koc = 2,970. Bentazon, deisopropylbentazon and 
8-hydroxybentazon were shown high affinity to anion exchange regardless of pH and NH2 in low pH range. 
Reversed phase C18 resulted in 100% retention of N-methylbentazon regardless of pH and other metabolites 
were retained below 40%. The AIBA was strongly adsorbed in silica gel, COOH and cation exchange 
phase but poor retention was on anion exchange sorbent. 2-Aminobenzoic acid showed an amphipathic 
nature which had high affinity for COOH and cation exchange phase at pH 7.0 as well as NH2 and anion 
exchange sorbent at pH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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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토양 중에서 농약과 토양입자의 흡착은 농약 및 그 분해

산물들의 환경중 이동성 뿐 아니라 분해정도 그리고 작물로

의 흡수 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용되는 농약이

나 그 분해산물들에 대하여서 흡착양상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농약의 토양입자와 흡착은 주로 농약의 물리․화학

적 성질을 지배하는 작용기(functional group)의 종류에 따

라 크게 영향을 받으며 또한 토양 pH, 토성, 점토함량, 양이

온치환용량, 유기물 함량, 수분함량 그리고 온도 등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농약과 토양간의 흡착 형태는 농약의 다양한 화학구조와 

토양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매우 다양하면서 복잡한 흡착기작

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농약은 극성정도에 따라 흡착정

도는 크게 달라지는데 비극성 농약과 이온성 농약은 흡착특

성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즉 비이온성 농약은 

van der Waals 힘을 통한 물리적 흡착, 이온성 농약은 주로 

이온으로 인한 화학적 흡착이 주 흡착양상으로 나타나 있다3-5). 
Bentazon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570 mg/L로 pKa 값이 

3.3 (25 ℃)인 산성 농약이다6). 따라서 일반 토양의 pH 범위

에서는 대부분 음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유기물 또

는 점토광물과는 정전기적 반발력 때문에 토양 중 흡착량은 

상당히 낮으며 분배계수(distribution coefficient)는 0.18 
～ 3.06 정도로 나타나 토양 중에서 이동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Bentazon의 토양환경 중 동태에 관한 연구로는 호기성 

조건에서 미생물에 의해 빠르게 6-hydroxybentazon 또는 

8-hydroxybentazon으로 전환되고 2-amino-N-isopropylbenzamide
(AIBA), N-methylbentazon, 그리고 deiospropylbentazon
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AIBA는 가수분해를 

통해 2-aminobenzoic acid로 계속 분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Wagner 등9)에 의하면 bentazon을 48일간 배양한 

토양에서 약 60% 가 bound residue를 형성하고 15%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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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structures of bentazon and its metabolites
Common Name and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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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화가 되었으며 약 10%가 모 화합물로 존재한다고 하였다. 
또한 Lee 등10)에 의하면 토양 중 bentazon의 무기화 속도는 

토양과 농도에 따라 주당 0.2-0.6%가 진행되었으며 15주 후

에는 57%가 bound residue를 형성한 결과를 보였다. Kim 
등11,12)은 의하면 bentazon을 토양에 처리한 후 56일간 배양 

한 경우 약 70%가 bound residue를 형성하고 대부분의 

bound residue는 토양 유기물과 결합하여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bentazon의 토양 중 bound residue를 

형성하는 기작도 Kim 등11)에 의해 밝혀졌는데, bentazon이 

laccase에 의해 산화된 토양 유기물 단량체와 nucleophilic 
addition을 통해 결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다른 또 하

나의 bentazon의 bound residue 형성기작은 토양 생물에 

의한 대사과정 중 생성되는 hydroxylated bentazon이 토

양 산화환원 촉매에 의한 oxidative coupling을 통해 토양 

유기물과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것이다13). 
Bentazon 및 그 대사산물은 물리화학적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중 이동성과 독성 등도 다르게 나타나 농약의 토

양 중 흡착에 대한 연구는 모 화합물뿐 만 아니라 대사산물

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초제 bentazon과 그 대사산물인 deiso-

propylbentazon, N-methylbentazon, AIBA, 2-aminobenzoic 
acid 그리고 8-hydroxybentazon의 토양중 흡착양상을 확

인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여러 종류의 흡착제를 이용하여 

흡착기작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약제 및 시약

제초제 bentazon 및 그 대사산물들 deisopropylbentazon, 
N-methylbentazon, 2-amino-N-isopropylbenzamide (AIBA), 
8-hydroxybentazon은 독일의 BASF에서 2-aminobenzoic
acid는 Sigma-Aldrich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이들의 표준품을 methanol에 용해시켜 stock solution을 

조제하고 냉동고 (-20℃)에 보관하면서 필요한 농도로 희석

하여 working solution으로 사용하였다. Bentazon 및 대사

산물의 화학구조는 Table 1과 같다.
흡착제로는 solid phase extraction(SPE) 카트리지에 사

용되고 있는 silica를 기본으로 C18(reversed phase)의 기능

단을 가지고 있는 Supelclean LC-18(octadecyl bonded, 
endcapped silica)과 bonded phase가 없는 silica gel인 

Supelclean LC-Si 이었으며, Sigma-Aldrich Co.(USA)에
서 구입하였다. Silica표면에 carboxylic acid 그리고 amino-
propyl group을 가지는 ISOLUTE CBA와 ISOLUTE 
NH2는 Biotage C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Anion 
exchange resin은 Dowex 1×8-200 (Sigma-Aldrich Co., 
USA) 그리고 cation exchange resin은 Dowex 50W×8-100 
(Aldrich Chemical Co., USA)을 사용하였다. 

토양
토양시료는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에 위치한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실습포장에서 채취하여 풍건한 다음 2.0 
mm 체를 통과시킨 세토를 실험재료로 사용하였다. 토양의 

물리, 화학적 성질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P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soil used 

Texture Particle size dist. (%) pH* 
Organic 
Matter 
(g/kg)

CEC 
(cmol+ 
kg-1soil)Sand Silt Clay

LiC** 25.0 42.8 33.2 7.3 10.0 13.2
* Soil: Deionized H2O (1:5), **LiC: Light clay

흡착 실험
토양 2.0 g을 25 mL teflon 원심분리관에 넣은 후 0.01 

M CaCl2 용액으로 조제된 0.005, 0.01, 0.02, 0.05, 0.1 및 

0.2 mM bentazon 및 그 대사산물 용액 10 mL을 첨가하였

다. 단 8-hydroxybentazon의 경우 토양 0.3 g 그리고 5 
mL의 0.01, 0.02, 0.1, 0.5, 1.0 mM 용액을 사용하였다. 토
양과 수용액 상의 평형을 위해 water bath를 이용하여 70 
rpm의 속도로, 24 ℃에서 16 시간 동안 진탕한 후 15,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징액을 취하여 HPLC
로 남아 있는 농도를 분석하였다. Control은 농약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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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dsorption isotherm for bentazon and its meta-
bolites on soil.

Fig. 2. Linear relationship of Freundlich isotherm for 
bentazon and its metabolites on soil.
Table 3. Freundlich isotherm parameters for bentazon 
and its metabolites on soil

Chemicals Kf 1/n R2

Bentazon 0.55 0.74 0.96
Deisopropylbentazon 0.32 0.58 0.98
N-methylbentazon 3.3 0.82 0.99
AIBA 1.2 1.1 0.96
2-Aminobenzoic acid 8.7 0.15 0.95
8-Hydroxybentazon 316.5 0.53 0.94

Kf = Freundlich constant (L/kg), 1/n = Freundlich 
constant for adsorption, R2 = regression coefficient

지 않는 CaCl2 용액이 함유된 토양과 토양이 존재하지 않고 

각 농도별로 농약이 용해된 CaCl2 용액을 사용하였다. SPE 
catridge에서 각 흡착제 1.0 g을 10 mL 유리 syringe에 주

입 후 5.0 mL의 pH 3.0 또는 pH 7.0 증류수를 2회 흘려주

었다. 농약이 용해된 3.0 mL의 pH 3.0 또는 7.0의 용액을 

천천히 흘려주면서 (2.0 mL/min) 용출액을 포집한 후 

HPLC로 분석하여 흡착제에 흡착된 화합물의 농도를 계산하

였다.

분석법
Bentazon과 그 대사산물의 분석은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Shimadzu LC-10)를 사용하였다. 
Column은 μ-Bondapak C18 [3.9 mm(I.D.) × 300 mm(L)]
이었으며 이동상은 1% acetic acid가 용해된 deionized 
water와 methanol을 사용하였다. 이동상의 용출 속도는 1.0 
mL/min 이고, 검출기의 파장은 254 nm이었다11,12).

결과 및 고찰
Bentazon과 그 대사산물들의 토양 중 흡착

Bentazon 및 그 대사산물들인 deisopropylbentazon, 
N-methylbentazon, AIBA, 8-hydroxybentazon, 2-amino-
benzoic acid의 토양중 흡착 isotherm은 Fig. 1과 같았다. 
Deisopropylbentazon을 제외한 N-methylbentazon, AIBA 
그리고 2-aminobenzoic acid는 모 화합물인 bentazon보다 

흡착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8-hydroxybentazon
의 경우에는 다른 대사산물들에 비해 흡착량이 상당히 큰 것

으로 나타났다. 2-Aminobenzoic acid는 저농도에서는 농도

가 증가함에 따라 흡착량도 증가하였지만 농도가 어느 정도 

높아짐에 따라 흡착량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토양과 같이 불균일한 표면과 흡착 site를 갖는 흡착제와 

농약 간에 일어나는 흡착 반응은 일반적으로 Freundlich 흡
착등온식에 잘 맞는 것으로 보고14)되어 있다. Bentazon과 

그 대사산물들의 흡착양상을 Freundlich식 qeq = Kf × 
Ceq1/n에 대입하여 상수를 확인한 결과는 Fig. 2 및 Table 3
과 같았다. 

Bentazon의 Freundlich 상수 Kf 값은 0.55이고 비선형

계수(heterogenecity factor)인 1/n은 0.74로 나타났다. 그
리고 isopropyl기가 이탈된 deisopropylbentazon의 경우 

Kf 그리고 1/n 값이 bentazon보다 작아져서 각각 0.32와 

0.58을 나타내었다. N-methylbentazon과 AIBA의 경우 Kf 
값이 bentazon보다 커지며 1/n도 각각 0.82와 1.1로 

bentazon 보다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IBA
의 가수분해 산물인 2-aminobenzoic aicd의 경우 Kf 값은 

8.7로 bentazon보다 매우 커졌으나 1/n 값은 0.15로 작아

졌다. 8-Hydroxybentazon의 Kf 값이 316.5로 bentazon과 

다른 대사산물보다 훨씬 더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Deisopropylbentazon과 2-aminobenzoic aicd는 비선형

도를 나타내는 1/n의 값이 각각 0.58 그리고 0.15로 비교적 

다른 화합물에 비해 낮은 값을 갖고 용액 중의 농도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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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inear relationship of Langmuir isotherm for 
bentazon and its metabolites on soil.
Table 4. Langmuir isotherm parameters for bentazon 
and its metabolites on soil

Chemicals Q0 b R2

Bentazon  3.97 0.19 0.82
Deisopropylbentazon  1.64 0.26 0.89
N-methylbentazon 77.16 0.045 0.88
AIBA 15.34 0.062 0.76
2-Aminobenzoic acid 11.24 1.00 0.98
8-Hydroxybentazon 3448 0.063 0.99

Q0 = adsorption maximum at a fixed temperature, 
mg/kg, b =  constant related to the binding strength of 
the adsorbent, L/mg, R2 = regress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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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inear relationship of linear adsorption isotherm 
for bentazon and its metabolites on soil.
Table 5. Distribution coefficient for bentazon and its 
metabolites on soil

Chemicals Kd Koc R2

Bentazon  0.19 19 0.87
Deisopropylbentazon  0.064 64 0.96
N-methylbentazon  1.72 172 0.98
AIBA  1.64 164 0.99
2-Aminobenzoic acid  0.41 41 0.57
8-Hydroxybentazon 29.74 2974 0.78

Kd = distribution coefficient, L/kg, Koc = distribution 
coefficient as a function of organic carbon, L/kg, R2 = 
regression coefficient

할수록 흡착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15).
Bentazon과 그 대사산물들의 토양 중 흡착양상을 Langmuir

식 qeq = Q0 Ceq / 1 + b Ceq에 대입한 결과는 Fig. 3 및 

Table 4와 같이 모 화합물의 토양 단위 질량당 최대 흡착량

(Q0)은 3.97 mg/kg로 나타났으며 deisopropylbentazon
은 1.64 mg/kg로 모 화합물 보다 흡착량이 적은 것으로 나

타났다. N-methylbentazon, AIBA 그리고 2-aminobenzoic 
acid의 경우 Q0 값이 모 화합물 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으며 그 값은 각각 77.16, 15.34 그리고 11.24로 나타났다. 
특히 8-hydroxybentazon의 Q0 값은 3,448로 역시 다른 화

합물보다 토양 중 흡착이 가능한 site의 농도가 매우 큰 것으

로 나타났다16,17). 
Bentazon과 그 대사산물들의 토양과의 흡착양상을 

linear 등온선 Kd = qeq / Ceq에 대입하여 Kd (distribution 
coefficient)를 구한 결과는 Table 5와 같았다. Bnetazon의 

Kd 값은 0.19로 확인되었다. Deisopropylbentazon은 0.064
로 흡착량이 모 화합물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N-methlybentazon, AIBA 그리고 2-aminobenzoic acid
의 분배계수는 각각 1.72, 1.64 그리고 0.41로 나타나 모 화

합물보다 분배계수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8-hydroxybentazon의 분배계수는 29.74로 모 화합물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Bentazon의 Koc 값은 19 그리고 deisopropylbentazon

의 경우 6.4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N-methylbentazon, 
AIBA, 2-aminobenzoic acid 그리고 8-hydroxybentazon
은 각각 172, 164, 41 그리고 2,974로 더 커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일반적으로 Koc 값이 100보다 큰 경우 토양 중에서 

이동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할 때 N-methylbentazon, 
AIBA 그리고 특히 8-hydroxybentazon은 토양 중 이동성

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었다18). 
Deisopropylbentazon, 2-aminobenzoic acid 그리고 

8-hydroxybentazon은 용액중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토

양 흡착량의 증가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Langmuir 
식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 실험에 사용된 농도에서 최대 

흡착량을 가지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 양은 1.64, 11.24 그리

고 3,448 mg/kg이었다. AIBA와 N-methylbentazon의 경

우 상대적으로 비선형도 값이 다른 농약들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 실험에 사용된 농도에서는 최대 흡착량을 가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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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tention of bentazon and its metabolites by C18 and silica gel solid phase extraction bonded phase.
BEN: Bentazon, DIB: Deisopropylbentazon, N-M BEN: N-methylbentazon, AIBA: 2-amino-N-isopropylbenzamide, 2-ABA: 
2-aminobenzoic acid, 8-OH BEN: 8-hydroxybenta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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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tention of bentazon and its metabolites by NH2 and COOH solid phase extraction bonded phase.
BEN: Bentazon, DIB: Deisopropylbentazon, N-M BEN: N-methylbentazon, AIBA: 2-amino-N-isopropylbenzamide, 2-ABA: 
2-aminobenzoic acid, 8-OH BEN: 8-hydroxybentazon.

는 것으로 나타났다19).

Bentazon과 그 대사산물들의 흡착기작
Bentazon과 그 대사산물들이 토양 구성성분과 어떠한 상

호작용에 의해 흡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SPE에 사용되는 

다양한 기능의 흡착제들을 이용하여 결합양상을 확인하였다. 
Fig. 5에 역상 C18에 대한 Bentazon과 그 대사산물들의 흡

착정도를 나타내었다. C18은 매우 비극성(non-polar)인 성질

을 가지고 있어서 화합물의 비극성 정도가 커짐에 따라 친화

성도 커지게 된다. N-methylbentazon의 경우 pH에 상관

없이 친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Bentazon의 경우

에는 높은 pH 보다 낮은 pH에서 흡착정도가 다른 화합물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bentazon의 pKa 값이 3.3
이기 때문에 낮은 pH에서는 해리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C18에 흡착되는 정도가 큰 것으로 사료된다. 다른 대

사산물들은 약 20% 정도가 흡착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pH에 상관없이 AIBA와 N-methylbentazon은 토양 점토

광물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 silica gel에 hydroxyl기를 붙인 

흡착제와는 친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amino-
benzoic acid의 경우 pH 3.0에서 약 48%, 다른 화합물들은 

단지 약 20% 정도만이 흡착되었다.
주로 극성화합물에 대한 이온 교환 능력을 가지는 silica 

gel에 amino기를 작용기로 붙인 NH2 SPE는 bentazon과 

그 대사산물들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pH에서 화합물들의 

retention이 Fig. 6과 같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21). pH 3.0에

서 deisopropylbentazon이 약 78%의 retention을 보여 가

장 친화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bentazon, 8-hydroxy-
bentazon 그리고 2-aminobenzoic acid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AIBA와 N-methylbentazon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화합물에 비해 NH2에 대한 친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Silica gel에 carboxyl기를 붙인 COOH SPE의 경우 친화

성은 AIBA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pH 3.0에서 약 

73%의 화합물이 retention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하여 bentazon과 그 대사산물의 

친화성을 확인한 결과는 Fig. 7과 같았다. Bentazon, deiso-
propylbentazon, 8-hydroxybentazon은 pH에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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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tention of bentazon and its metabolites by anion and cation exchange resins.
BEN: Bentazon, DIB: Deisopropylbentazon, N-M BEN: N-methylbentazon, AIBA: 2-amino-N-isopropylbenzamide, 2-ABA: 
2-aminobenzoic acid, 8-OH BEN: 8-hydroxybentazon

음이온교환수지에 많은 양이 retention이 되었다. 그리고 

2-aminobenzoic acid의 경우 pH 7.0에서 높은 retention
율을 보였으나 pH 3.0에서는 상대적으로 약 76% 정도가 

retention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N-methyl-
bentazon과 AIBA는 다른 화합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친화성을 보였으며 특히 AIBA의 경우 pH 3.0에서 약 26%
만이 retention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이온교환

수지에 대한 bentazon과 그 대사산물의 친화성을 측정한 

결과 bentazon, deisopropylbentazon 그리고 8-hydroxy-
bentazon의 경우 양이온교환수지의 친화성이 음이온교환

수지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aminobenzoic 
acid의 경우 pH 7.0에서 대부분의 화합물이 retention이 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H 3.0에서는 상대적으로 친화

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AIBA의 경우 다른 

화합물에 비해 낮은 친화성을 보였으며 특히 pH 3.0에서 양

이온교환수지와 상호작용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22,23). 
Bentazon과 그 대사산물들의 구조적인 특성에 따른 SPE 

흡착제(sorbent)들에 대한 친화성의 차이를 바탕으로 bentazon
의 화학성24,25)을 확인하면 isopropyl group이 이탈된 deiso-
propylbentazon은 C18에는 bentazon 보다 친화성이 감소

하고 NH2에는 retention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bentazon 
보다 hydrophobicity는 감소하고 acidity는 증가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Benzothiadiazin의 질소가 methylation된 

N-methybentazon은 모화합물 보다 hydrophobicity가 

크게 증대되고 화합물의 acidity가 모 화합물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bentazon의 acidity는 이 질소와 결합한 수소

의 해리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SO2 group이 이탈된 

AIBA의 경우는 음이온과 결합능이 강한 NH2 그리고 음이

온교환수지에 상대적으로 친화성이 낮고 COOH 그리고 양

이온교환수지에 retention이 커지는 것으로 보아 bentazon
의 SO2 기의 큰 전기음성도에 의해 acidic한 특성을 나타내

는 것으로 사료되어 AIBA는 bentazon과 같이 acidic 화합

물이 아니라 basic 화합물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Aminobenzoic acid는 pH 7.0에서 음이온 교환 그리고 

pH 3.0에서 양이온교환수지에 친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중성 pH에서 carboxylic acid부분이 해리되고, 낮
은 pH에서는 amino group이 양전하를 띠게 되어 일어난 

결과로 사료된다. 

요  약
제초제 bentazon과 그 대사산물들의 토양흡착 양상을 

Freundlich, Langmuir 그리고 linear isotherm을 이용하

여 파악하고 기능이 다른 흡착제들과의 흡착특성을 조사하였

다. 토양에 대한 bentazon의 Kf = 0.55 L/kg, Q0 = 3.97 
mg/kg, Kd = 0.18 L/kg 그리고 Koc = 18 L/kg로 나타

났다. Deisopropylbentazon을 제외한 다른 대사산물들의 

토양 흡착량은 bentazon보다 많았으며 특히 8-hydroxy-
bentazon의 경우 Kf = 316.5 L/kg, Q0 = 3,448 mg/kg, 
Kd = 29.7 L/kg 그리고 Koc = 2,970 L/kg으로 토양 중에

서 대부분이 흡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기능을 가진 

SPE 충진제를 이용하여 bentazon과 그 대사산물들의 흡착

양상을 확인한 결과 bentazon, deisopropylbentazon 및 

8-hydroxybentazon은 NH2와 anion exchange phase에 

친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N-methylbentazon의 경우 

C18에 큰 친화력을 보였으나 normal phase인 silica gel에
는 상대적으로 다른 화합물보다 친화력이 낮았다. IBA는 

silica gel, COOH 그리고 cation exchange phase에 강한 

흡착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NH2 그리고 anion exchange 
phase에는 친화력이 낮았다. 2-Aminobenzoic acid의 경우 

pH 3.0에서는 COOH, cation exchange phase에 많은 

retention을 보였으며 pH 7.0에서는 NH2, anion exchange 
phase에 큰 흡착량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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