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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lant uptake of endosulfan, a new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from soil environment was investigated on ginseng

through the field survey in Korea. The endosulfan residues in soil

for this survey were ranged on 0.013-0.136 mg kg−1. The plant

uptake factor (PUF) for endosulfan in ginseng was 0.243-1.708

and the highest PUF was found on 3-year-old ginseng. The PUF

for endosulfan decreased in the longer cultivation period and it

might be caused by the dilution effect of ginseng growth. In

addition, the soil organic matter (SOM) content affected on the

PUF negatively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r) between

SOM and PUF was −0.7812 (p <0.05). Thus, higher SOM would

positively affect to reduce the endosulfan residue in ginseng root.

Keywords Endosulfan · Ginseng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Plant uptake factor · Soil organic matter

서 론

Endosulfan은 흰가루이, 진딧물, 멸구, 감자잎벌레 등 다양한 해

충 방제에 사용된 유기염소계 농약이었으나, 최근 높은 환경 잔

류성과 난분해성, 장거리 이동성 및 잔류독성이 문제되어 국내

에서는 2012년 사용금지 되었고, Stockholm Convention에서 잔

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로 지정되었다[1-

5]. 하지만, endosulfan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높은 환경 잔류성으로 인해 최근까지 경작지 토양과 작

물에서의 잔류가 빈번히 확인되고 있다[6-9]. 특히, Park 등[9]

의 연구에서 국내 밭 토양의 endosulfan 검출율은 최대 7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고, 국내 생산 주요작물에서의 잔

류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10]. 따라서, 토양 잔류 endosulfan

의 작물 흡수이행성과 이로 인한 작물 잔류 위해성 문제의 해

결을 위하여 작물 가식부에 대한 흡수이행성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삼은 다년생의 근채류로 분류된 작물로, 4-6년근을 수확하

여 식품 혹은 생약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인삼의 주요 약

리성분인 ginsenoside는 항암, 혈압조절, 간 기능개선 및 항염증

등의 효과가 밝혀지면서 다양한 건강기능성 식품의 원료로 사

용되고 있고,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생산 비중이 가

장 높은 작물이다[11-15]. 하지만, 타 작물에 비해 긴 경작기간

과 이로 인한 병해충의 발생 위협으로 다양한 종류의 농약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의 잔류 또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최근 Lim 등[16]의 보고에 따르면, 인삼 중 잔류농약 부적합율

은 2.1% 수준으로 전체 농산물 부적합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

인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도 사용금지 농약인

endosulfan이 지속적으로 검출됨에 따라, endosulfan에 대한 경

작지 잔류와 인삼근 잔류의 흡수이행에 관한 연구 및 이를 통

한 인삼 경작지 토양의 endosulfan 안전관리 지침 마련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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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증가하고 있다.

토양 잔류 endosulfan의 작물 흡수이행은 생물농축계수

(bioconcentration factor)나 식물흡수이행계수(plant uptake factor,

PUF)를 산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시금치, 당근, 무,

감자 등 채소류와 쌀 등 곡류에서 endosulfan의 흡수이행에 관

한 연구 결과가 일부 보고된 바 있다[2,3,6,17,18]. 하지만, 조사

된 작물 대부분은 재배기간이 일년 미만으로 짧은 작물이었으

며, 인삼과 같은 다년생 재배작물에 대한 잔류흡수이행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Kim 등[19]은 endosulfan 신규오염지를

조성하여 2년근 인삼을 대상으로 토양과 인삼근의 잔류를 조사

하였고, 이를 통해 PUF를 산출해보면 토양의 초기 잔류농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1.140-4.570이었고, 인삼 시료채취 시점의 토

양 잔류농도를 반영할 경우 2.465-7.469이었다. 하지만, endosulfan

등이 신규 오염된 토양에서는 숙성과정을 거치게 되면 오염물

질은 토양교질 및 토양 유기물(soil organic matter, SOM) 등과

함께 결합하거나 흡착 안정화되며, 이에 따라, 토양에서의 이동

성과 잔류성은 숙성과정을 통해 크게 달라진다[20-23]. 따라서,

2012년 이후 신규 사용이 금지된 endosulfan의 인삼근 흡수이

행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충분히 숙성된 토양에서의 시험 평

가가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된 바와 같

이 endosulfan의 PUF는 동일작물에서도 재배환경에 따라 큰 편

차를 가질 수 있다[2,3,6,17,18,22]. 이는 경작지 토양특성 및 재

배 기상환경, 작물 생육 등에 의한 복합적인 영향으로 평가되

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삼근에서 endosulfan의 흡

수이행성을 평가하기 위해 토양 잔류조사를 실시한 후 토양 잔

류가 확인된 경작지에서 재배 중인 인삼근을 채취하여 PUF를

평가하였다. 또한, SOM과 PUF의 연관성을 평가하고자 다양한

지역에서 채취한 인삼 경작지 토양특성을 분석하고, PUF와

SOM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표준품 및 시약

Endosulfan 분석용 표준품인 α-endosulfan, β-endosulfan과 endosulfan

sulfate는 Dr. Ehrenstorfer GmbH (Augsburg, Germany)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시험에 사용한 용매인 acetone, acetonitrile,

EtOAc, n-hexane, dichloromethane은 Merck KGaA (Darmstadt,

Germany)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MgSO4 anhydrous와

NaCl, NaOH, trisodium citrate anhydrous는 Daejung Chemicals

& Metals Co. Ltd. (Siheung,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Acetic acid와 NH4CH3CO2, NH4F, (NH4)2SO4, lactic acid는

Sigma-Aldrich Inc. (Darmstadt, Germany)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였고, syringe filter (PTFE, 0.2 μm)는 BIOFACT Co., Ltd.

(Daejeon,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추출에 사용한

rOQTM QuEChERS kit (4 g MgSO4, 1 g NaCl, 1 g trisodium

citrate dihydrate, 0.5 g disodium citrate sesquihydrate)는 Phenomenex

Inc. (Torrance, CA,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Solid phase

extraction (SPE) 정제에 사용한 Florisil cartridge (1.0 g, 6 cc)

는 Applied Separations, Inc. (Allentown, PA,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dispersive-SPE (d-SPE) 정제에 사용한 BEKOlut®

d-SPE kit (150 mg primary secondary amine, 150 mg C18,

900 mg MgSO4)는 BEKOlut GmbH & Co. KG (Bruchmühlbach-

Miesau, Germany)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Endosulfan 잔류 분석시료 채취

Endosulfan 오염이 의심되는 인삼 시험포장에서 3년근 이상의

수삼 20-40근을 채취한 후 연구실까지 냉장보관하여 이동하였

다. 채취한 수삼은 흐르는 물로 세척하여 흙을 제거한 뒤 드라

이아이스를 사용하여 곱게 분쇄하고 −20 oC서 분석 전까지 보

관하였다. 잔류분석을 위한 토양 시료는 인삼을 채취한 위치에

서 표층부터 0.3 m 깊이까지 토양채취기를 사용하여 5 kg 이상

채취하였다. 수집한 토양은 실내 후드 내에서 4-5일간 음건하고,

2 mm 체를 사용하여 거른 후 2 mm 이하의 토양만 분석용 시

료로 준비하였고, 시료분석 전까지 −20 oC서 보관하였다.

인삼경작지 토양의 이화학성 분석

토양 이화학성 분석은 농촌진흥청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에 준

하여 Yoon 등[24]의 방법에 따라 수행되었다. 이를 요약하면 토

양 pH는 토양과 증류수를 1:10 비율로 추출하여 pH meter

(Jenway 3540, Cole-Parmer Ltd., Stone, UK)로 분석하였으며,

유효인산은 Lancaster법 (0.33 M acetic acid, 0.15 M lactic

acid, 0.03 M ammonium fluoride, 0.05 M ammonium sulfate,

0.2 M sodium hydroxide)으로 추출한 후 UV-Spectrophotometer

(Cary 50, Varian, Inc., Palo Alto, CA, USA)를 이용하여 720

nm에서 흡광분석으로 측정하였다. 치환성 양이온은 1.0 M

ammonium acetate (pH 7.0)을 사용하여 추출한 후 ICP-OES

(Optima 5300DV, PerkinElmer, Inc., Waltham, MA,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토양 유기물함량은 Tyurin법을 이용하여

적정을 통해 산출하였다.

Endosulfan 잔류 분석시료 전처리

토양: 건조 토양시료 5 g에 acetonitrile 15 mL를 가하여 진탕

후 2 g MgSO4 anhydrous와 0.5 g NaCl, 0.5 g trisodium citrate

anhydrous를 첨가하여 1시간 동안 진탕 추출하고, 4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 후 상등액 9 mL을 취하여 질소 농축하였다.

농축된 잔류물은 acetone/n-hexane (1/9, v/v) 혼합액 1 mL로 재

용해하고, Florisil SPE는 n-hexane 5 mL 및 acetone/n-hexane

(1/9, v/v) 혼합액 5 mL를 차례로 가하여 conditioning 후 시료

를 loading하였다. 시료 loading 후 acetone/n-hexane (1/9, v/v)

혼합액 5 mL를 사용하여 3회 elution하고, 정제된 용리액을 질

소 농축하였다. 농축된 잔류물을 acetone 1 mL에 재용해한 후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기기분석용 vial에 담은 후 GC-mass

spectrometer (MS)로 정량분석 하였다.

인삼: 인삼 10 g에 acetonitrile 10 mL를 넣고, 초음파 추출 후

rOQTM QuEChERS kit와 함께 1시간 동안 진탕 추출하였다. 이

후 4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고, 상등액 6 mL를 취한

후 BEKOlut® d-SPE kit와 함께 vortexing하고 4000 rpm에서

원심분리 하였다. 상등액 3 mL를 취한 뒤 질소 농축하고, 농축

된 잔류물은 acetone 1 mL에 재용해한 후 syringe filter로 여과

하여 기기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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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MS 기기분석 조건

토양잔류 endosulfan의 분석에는 아래의 Table 1과 같은 조건에

서 Rtx-5MS 칼럼 (0.25mm×30m, 0.25μm, Restek Co., Bellefonte,

PA, USA)을 사용하여 분리하였으며, selectied ion mornitorin

(SIM) 방법으로 검출하였다. 정량이온으로 α-와 β-endosulfan은

195 m/z를 각각 사용하였고, endosulfan sulfate는 272 m/z를

사용하였다. 인삼 잔류 endosulfan은 DB-17MS 칼럼 (0.25 mm

×30 m, 0.25 μm, Agilent Technology Inc., Santa Clara, CA,

USA)을 사용하여 분리하였고, 정량이온으로 α-와 β-endosulfan

은 207 m/z를 각각 사용하였고, endosulfan sulfate는 272 m/z

를 사용하였다(Table 1).

흡수이행계수 및 통계처리

PUF는 Choi 등[25]과 Liu 등[26,27]의 방법과 같이 인삼 중 잔

류농도와 시료 채취시점의 토양 중 잔류농도를 사용하여 아래

의 Eq. (1)로 산출하였다.

(1)

통계처리를 위한 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igmaPlot® (ver. 12.0,

Systat Software, Inc., San Jose, CA, USA)을 사용하였다.

Endosulfan 분석법 검증

α-Endosulfan과 β-endosulfan, endosulfan sulfate는 0.005-1.000

mg L−1의 농도구간에서 검량선을 작성하였고, linearity (R2)은

endosulfan conger 모두 0.999 이상이었다. 정량한계(Limit of

quantification, LOQ)는 10 signal/noise를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본 시험법의 분석정량한계 (Method limit of quantification,

MLOQ)는 endosulfan conger 모두 0.002 mg kg−1이었다. 토양과

인삼에서의 endosulfan conger별 회수율은 74.5-107.5%이었고,

분석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는 4.9-9.5%이었다

(Table 2).

결과 및 고찰

인삼경작지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

경작지 토양의 이화학성은 endosulfan의 흡탈착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며, 토양과의 강한 흡착은 총 endosulfan 대비

용탈성 endosulfan을 줄임으로서 작물로의 흡수이행이 가능한

endosulfan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 Endosulfan에 대한 토양 교

질의 흡착속도는 α-와 β-endosulfan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0.4-2.3 mg g−1h-1/2이었고, 흡착용량은 clay에서 0.448 mg g−1로 가

장 높았으며, sandy soil에서 가장 낮은 0.094 mg g−1이 보고되

었다. 또한, 높은 pH에서 흡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8,29]. 본 연구에서 조사된 인삼 경작지 토양의 토성은

loam이 가장 많았으며, sandy loam 및 silty loam 등도 확인되

었다. 이에 따라 토양 교질에 의한 흡착량은 앞서 보고된 문헌

을 참고하면 0.5 mg g−1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endosulfan은 pH 7 이상에서 화학적 가수분해가 원활히 진행되

어 endosulfan diol 등으로 분해되는 것이 보고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 조사된 토양의 pH는 4.6-6.1의 산성토로 확인되어,

endosulfan의 화학적 가수분해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pH 영

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30,31]. 토양 중 주요 양이온인

K+, Ca2+, Mg2+의 함량은 각각 0.7-1.9, 3.8-9.1, 0.4-2.4 cmolc

kg−1를 나타냈으며, 유효인산 함량은 510-1754 mg kg−1으로 경작

PUF
Concentration in crop mg kg

f.w.

1–
( )

Concentration in soil mg kg
d.w.

1–
( )

----------------------------------------------------------------------------------=

Table 1 GC-MS instrumental condition for endosulfan analysis

Instrument GC-MS (QP2020, Shimadzu Corporation, Kyoto, Japan)

Injection 2 μL (270 oC)

Matrix Soil Ginseng

Column Rtx-5MS (0.25 mm×30 m, 0.25 μm) DB-17MS (0.25 mm×30 m, 0.25 μm)

Oven condition
100 oC (holding 1 min, ramping 10 oC/min)→200 oC 
(ramping 3 oC/min)→250 oC (ramping 20 oC/min)→300 oC 
(holding 5 min)

100 oC (holding 1 min, ramping 20 oC/min)→180 oC 
(ramping 8 oC/min)→220 oC (ramping 15 oC/min)→300 oC 
(holding 5 min)

Detection (SIM)
α-Endosulfan 195 m/z (Quantitative ion)

207, 241 m/z (Qualitative ions)
207 m/z (Quantitative ion)
195, 241 m/z (Qualitative ions)

β-Endosulfan 195 m/z (Quantitative ion)
207, 241 m/z (Qualitative ions)

207 m/z (Quantitative ion)
195, 241 m/z (Qualitative ions)

Endosulfan sulfate 272 m/z (Quantitative ion)
229, 241 m/z (Qualitative ions)

272 m/z (Quantitative ion)
229, 387 m/z (Qualitative ions)

Table 2 Quantitative analysis method validation for endosulfan in soil and ginseng

Matrix Soil Ginseng

Endosulfan congener α- β- -sulfate α- β- -sulfate

Linearity (R2) 0.9997 0.9992 0.9994 1.0000 0.9998 0.9992

MLOQ (mg kg−1)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Recovery (%) 74.5 86.3 84.7 85.2 78.6 107.5

CV (%) 7.2 9.5 8.4 8.8 4.9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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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비료 양분 관리에 따라 넓은 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Table 3).

Endosulfan과 같이 전하를 갖지 않는 비극성 잔류 물질은

SOM과 강하게 결합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SOM과의

흡착특성은 Koc 값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 값이 높을수록 토

양에서의 이동성은 낮아진다. Wadaskar 등[32]의 보고에 따르면,

endosulfan의 Koc는 289620 이상으로 토양 중 유기물과의 결합

이 높고, 이로 인한 이동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

다. 특히, 본 시험에서 수집된 인삼 경작지의 SOM 함량은

10.1-38.8 g kg−1으로 넓은 범위의 토양 유기물 함량을 갖는 것

이 확인되었고, 이는 토양 중 endosulfan의 부동화 및 작물 흡

수이행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인삼 경작지 토양의 endosulfan 잔류

경작지 endosulfan 잔류모니터링에서 잔류가 확인된 인삼 경작

지 11지점에서 채취한 토양의 endosulfan 잔류량을 평가한 결

과, 총 endosulfan 잔류량은 0.013-0.136 mg kg−1이었으며, 평균

잔류량은 0.057 mg kg−1이었다. 총 endosulfan에 대한 endosulfan

sulfate의 기여율이 88.9%로 가장 높았으며, β-endosulfan (10.3%),

α-endosulfan (0.8%) 순의 기여도를 나타내었다. 과거 경작지에

사용된 endosulfan은 α-와 β-endosulfan의 비가 2:1-7:3이었으

며, endosulfan sulfate는 이들의 산화과정을 통해 생성된 대사

물질로 알려져 있다[33]. 따라서, 본 조사 결과와 같이 인삼 경

작지 토양 중 α-와 β-endosulfan의 잔류비가 낮고 endosulfan

sulfate의 비가 높은 것은 endosulfan의 신규 오염이 아닌 과거

사용된 농약의 토양 잔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Table 4).

인삼근의 endosulfan 잔류와 흡수이행성

인삼근에 잔류하는 endosulfan은 근표면에 물리적으로 흡착되거

나 흡수이행과정을 통하여 인삼근 내에 잔류할 수 있고, 또한,

잔류농도는 인삼근의 수분함량 및 비대생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시험에서 채취한 인삼근에 대한 잔류분석 결과

endosulfan에 대한 PUF값은 0.243-1.708로 넓은 범위에서 확인

되었다. 인삼의 생육 연수에 따른 PUF의 평균값은 3년근 1.708,

4년근 0.928, 5년근 0.643, 6년근 0.717이었다. 또한, 동일 포장

에서 인삼 생육연수를 달리하여 채취한 시료인 A1와 A2, 그리

고 B1와 B2 및 C1와 C2의 비교를 통해서 생육연수 증가에 따

른 PUF의 감소가 확인되었다. 인삼의 생육은 3년근까지 전체

생장량의 20% 미만으로 매우 느린 생장속도를 나타내지만, 4

년근(전체 생장량의 43%)과 5년근(전체 생장량의 80%)에서 급

격한 비대생장을 나타내며 6년근까지 꾸준히 생장하는 것이 알

려져 있다[34,35]. 따라서, 인삼 생육연수 경과에 따른 endosulfan

의 PUF 감소는 인삼의 비대생장에 의한 희석효과가 주요 원인

일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5).

토양유기물과 인삼근의 endosulfan 흡수이행성

Endosulfan의 높은 Koc를 고려하면, SOM은 토양 중 endosulfan

과의 강한 흡착을 유도하여 인삼근의 endosulfan 흡수이행을 억

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추정되어, SOM 함량과 endosulfan에

대한 인삼근의 PUF 사이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5% 유의수준에서 SOM 함량이 증가할수록 endosulfan에 대한

인삼근의 PUF는 Fig. 1과 같이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고(R2=

0.6102), Pearson의 상관계수 (r)는 −0.7812로 PUF와 SOM 사

Table 3 The properties of the soil for ginseng cultivated farm

Site Texture
pH

(1:10)
SOM

(g kg−1)

Exchangeable cation (cmolc kg−1) Available P2O5

(mg kg−1)K Ca Mg

A1 Loam 6.1 17.2 1.2 9.1 2.4 872

A2 Loam 6.0 19.8 1.6 8.6 2.2 687

B1 Silty loam 5.4 10.1 1.0 6.5 1.4 595

B2 Silty loam 5.2 14.9 1.1 6.8 1.2 872

C1 Loam 4.7 38.8 1.0 3.8 0.8 589

C2 Loam 4.8 34.6 0.8 7.2 0.6 1025

D Sandy loam 5.9 17.5 0.7 7.4 1.0 1326

E Loam 5.0 12.7 1.9 6.3 1.7 1754

F Loam 4.6 28.6 1.0 5.4 0.4 1137

G Loam 4.7 30.0 1.2 6.4 0.8 997

H Loam 5.7 19.0 0.9 5.3 1.4 510

Table 4 Endosulfan residue in the ginseng cultivated soil

Site
Soil residue (mg kg−1)

α-Endosulfan β-Endosulfan Endosulfan sulfate Total

A1 <0.002 0.011 0.013 0.024

A2 <0.002 0.010 0.018 0.028

B1 <0.002 0.006 0.077 0.083

B2 <0.002 0.002 0.044 0.046

C1 <0.002 0.004 0.085 0.089

C2 0.003 0.011 0.122 0.136

D <0.002 <0.002 0.023 0.023

E <0.002 0.004 0.013 0.017

F <0.002 0.004 0.062 0.066

G 0.002 0.012 0.083 0.097

H <0.002 <0.002 0.01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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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endosulfan에 대한 인삼근의 흡수이행 모델개발을 위해서는 생

육연수별 PUF와 SOM 함량에 대한 추가조사 연구가 필요하

며, 이를 통해 endosulfan에 대한 인삼 경작지 토양안전관리 규

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수삼에 대한 endosulfan의 최대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 MRL)은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근채류에

설정되어 있는 잠정 MRL인 0.1Tmg kg−1을 적용 받고 있다. 본

시험에서 수확된 수삼의 총 endosulfan 잔류는 현재의 안전관리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다.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경작지 포장 조사를 통한 인삼근의 endosulfan

흡수이행성(PUF)을 산출하고, 토양 유기물 함량과 endosulfan에

대한 인삼근의 PUF에 관한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Endosulfan

흡수이행 시험포장의 총 endosulfan 잔류량은 0.013-0.136 mg

kg−1이었다. Endosulfan에 대한 인삼근의 PUF는 0.243-1.708로

인삼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대생장에 의한 PUF값 감소가 확

인되었다. 또한, 토양 유기물 함량과 endosulfan에 대한 인삼근

의 PUF값은 5% 유의수준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R2=0.6102). 따라서, endosulfan 오염 우려지역에서의 인삼

경작을 위해서는 가급적 높은 토양유기물 함량을 유지하는 것

이 endosulfan의 흡수이행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다.

Keywords 엔도설판 · 인삼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 토양유기

물 · 흡수이행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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