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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various substances such as Mtoxoalbumin**,  glycoside, choline or readily hydrolysable 
choline derivatives, alkaloid, lysolecithine etc. are associated with the toxicity of the infected grain. But animal 
te아s and analysis of paper chromatography by author's indicated that a basic substance present in the concentrated 
extracts from the grain may neither be acetylcholine, betaine, nor choline. This problem still have to be examine 

further.

서 론

적미 병 보리 의 유독성 분으로서는 지 금까지 Mtoxoal- 
bumin”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질소화합물°, glycosi- 

de2）, choline 또는 쉽 게 가수분해 되 는 choline 유도체3）, 

alkaloid 유사한 물질4）둥 여러 가지가 지적되 었고, 또 

적미병 백류의 엑스트락트에서, choline, amino acids 
와 함께 lysolecithine 이 확인되 었 다는 보고的 도 있으나, 

그 주요한 유독성분이 무엇인지 아직 확실한 결론을 얻 

지 못하고 있다. 즉 위에 든 물질 중, “toxoalbumin", 
glycoside, alkaloid 등은 확인된 것이 아니 고, 일반 정 

성반응 및 용해성을 기초삼아 추측한 데 불과하며， 

choline 및 그 유도체는 확인법에 미심한 점이 있을 뿐 

아니라, 가령 그것이 적미병에 감염된 맥류의 엑스트 

락트에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는 그 

것이 곧 유독성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lysolecithine 의 유독성에 관해서는 최근에 Gibberella 

의 불완전 새대인 Fusarium의 여러 종으로부터 용혈성 

을 가진 saponin 과 유독성 sterol 이 분리 확인 된 사실为 

과 관련시켜서 생각할 때, 퍽 흥미있는 문제라 하겠 

으나, lysolecithine 이 과연 적미병 맥류의 유독성과 직 

접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이러한점에 비 

추어서, 적미병 맥류의 유독성분에 관한 문제는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들이 적미병 보리로부터 추출한 농축 수용액7） 
속에는 HgC12, phosphomolybdic acid, Dragendorf 시약 

에 대해서 양성을 나타내며, Reinecke salf 를 만드는 

한가지 염기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저자들은 이염 

기 성분이 지금까지 독성 성분으로서 흔히 주장되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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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line과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적미병 보리로부터 얻은 유독성 농축 수용액, choline 
및 acetyl choline 을 써 써 동물실험 을 하는 한편 , paper 
chromatography 에 의 한 비 교분석 을 하였 다. paper chr- 
omatography 실험 에서 betaine 을 비 교물질로 사용한 까 

닭은 이것이 원래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였으며, 그 

자신 구토작용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만일 choline 
또는 그 유도체가 유독성분이라고 한다면, 산소성 조 

건 밑에서 진행되는 적미병 병원균의 대사과정에서는, 

choline 으로부터 이 차적 으로 betaine 이 생길 수 있는 가 

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추측되었기 때문이다.

실험방법 및 결과

（A） 동물실험. 21시간 단식시킨 실험동물에게

사chloride （Merck 제품, C. P. ） 수용액 （2%와 4 
%） 및 acetylcholine chloride （Merck 제품, C. P.） 수 

용액3%, 2%, 8%）을 각각 일정 량씩 위관을 써서 먹 

였을 때의 중상은 Table 1 에 실은 바와 같다.

Table 1. Animal tests with choline and acetylcholne.

Sample
Test 

animal*
(Weight)

Cone. & amount 

of sample soluti

on (aqueous)••

Toxic symptoms 

in pigs 

(vomitions)

Other symptoms
Vomitions after normal 

feeding, 3 hrs. later

Choline No. 6

kg.

(16.8)

%

2 ml. 9,26 min. excretion of
Chloride 一 Dung (2 times)

5 (16. 8) 5, 10, 13 min. excret-

一 ion of Dung (3 times) —

Acetylch 이 ine j (1& 2) After 57 min. diarrhoea

chloride 100 —— (5 times) 27 min. (1 time)

4 (16.2) 2 After 40 min. diarrhoea

100 一 (4 times) —

4 (15.5) 8 After 80 min. diarrohea 2,5, 7,20,70,80 min.

50 一 (3 times) (6 times)

Fasted for 21 hrs. ** The solution was administered by a stomach tube.

이 실험결과를 같은 조건 밑에서 적미병 보리 또는 

그 딩계로부터 추출한 농축 수용액을 먹였을 때 나타 

나는 심한 중독증상7）©과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실험에서는, 시료용액을 먹인 

후 3시간 동안 전연 구토중상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다만 4g의 acetylcholine 사Horide를 주었을 때에만, 

3시 간이 지 난 후, 정상사료를 먹인 다음에 수회 약한 

구토증상을 일으킴을 볼 수 있을 따름이었다.

Table 2. Ry-data of the toxic principle in extract from 
the infected grain, choline, acetycholine and betaine.

Solvent system

Cone'd 

extract 
from 

ja 히 ey

Cone'd 

extract 
from 

br 거 n

Choli

ne

Acetyl 

choline
Betaine

n-BtOH-AcOH-H2O 0.24 — 0.24 0.53 0. 21

n-BtOH-AcOH-H2O 

(4:1:5)
0.30 — 0.30 0.18 —

n-BtOH-Dioxane-H2O

(4：1：X)

0.25 — 0.46 0.24 0. 54

n-PrOH-HCOOH-H20 — 0- 45 0.50 — 一

n-PrOH-Dioxane-H2O

(4：1:X)

0.67 0.67 0.80 — —

BenzylOH-n-PrOH-H2O 

(2:5:2)
0.12 — 0.22 — —

m-Cresol

(H2O saturated)
— 0.96

0.88

0.96 — —

EtOH-NH3 

(19:1)
0.95

0.80

0.80 — 一

（B） 크로마토그라피 분석. 적미병 보리 및 그 

딩 계로부터 methanol 로 추출한 농축 수용액, 그리고 

choline chloride, acetylcholine chloride, 저 자들이 합성 

한 betaine 에 대해서 각종 용매시스템을 써서 paper 
chromatography 분석 을 한 결과는 Table 2 에 실은 바와 

같다. 이 실험에서, 종이는 Whatmann 지 No. 1 을, 

크로마토그람의 발색 약으로는 0. 2% phosphomolybdic 
acid 수용액을 사용하였다.

Table 2에서 유독성 농축 수용액에 관한 데이타를 

보면, m-Cresol과 Ethanol-NH3 시 스템을 제외 한 나머지 

모든 시스템의 크로마토그람에는 오직 spot 하나만이 

있고, 따라서 유독성 농축 수용액 속에는 단 한 가지 

의 염기 성분（이를 물질 A 라고 부르기로 한다）이 들 

어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각 시료의 I" 치를 비교 

하여 볼 때, 물질 A 는 acetylcholine 또는 betaine 이 

아님 이 확실하다. 한편 mButanoL-Acetic acid-Water 의 

두 시스템 （1 과 2）에서만은 물질 A 와 Choline 의 R/ 
치가 일치되나, 그 밖의 시스템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유독성 농축 수용액의 * 

Cresol 및 Ethanol-NH3 시스템의 크로마토그람에는 각 

각 두 개의 spot 가 나타나게 되며, 그 중 하나는 ch- 

oline과 R/치 가 같지 만, 다른 하나의 Rf 치 는 m-C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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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 시스템에 있어서는 choline 의 그것보다 작고, Ethan- 

ol-NHa 시스템에서는 반대로 크다는 것이다. 이것 

이 물질 A 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전개되 

는 동안에 이차적으로 생긴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이상 말한 동물 실험 및 크로마토그라피 분석실험의 

결과를 종합해서 생각할 때, 적미병 보리로부터 만든 

유독성 농축 수용액 속에 들어 있는 염기 성분은 한가 

지 (경 우에 따라서 는 두가지 ) 이 며 이 는 acetylcholine, 
betaine이 아님은 물론, ch시ine 과도 다른 것 이 라고 결 

른된다. 그러 나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 론

적미병 보리로부터 얻은 유독성 농축 수용액 속에는 

유기 염기성분이 들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것과 지금까지 유독성분으로서 지목되 어온 choline 
과의 관련성을 검토 하고자, 유독성 농축 수용액, 

choline 및 acetylcholine 수용액을 써서 동물실험을 하 

였고, 한편으로는 이 셋과 betaine 의 paper chromato
graphy 분석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비교실험의 결 

과로 미루어 볼 때, 적미병 보리의 유독성 추출액 속 

에 포함되 어 있는 염 기 성 분은 acetylcholine 또는 betaine 
이 아님 이 분명 하고, 또 사】oline 과도 관련성 이 없는 것 

으로 추측된다.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모로 편의를 돌보아 

주신 고려대학교 화학과 교직원, 동물실험을 위해 조 

력을 해 주신 고려대학교 농과대학장 흥기창 교수, 그 

리고 동물실험을 직접 도와주신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 직원 여러분들, 특히 임 백규 조교의 후의 

에 대해서 저자들은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또 여러 

가지 귀중한 조언을 베풀어 주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 용숙 교수 및 원자력연구소 생물학실장 이 근배 박 

사 두 분에게, 이 기회에 충심으로 감사하여 마지 않 

는다.

끝으로, 이 연구는 농림부의 요청에 따라 그 보조금 

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연구를 적극 후원해 주신 전 

농림부 적미병대책위원회 위원장 정 남규 박사 및 연 

구재료를 마련하는 데 애써 주신 농림부 농산물검사소 

시험소 배 세환 소장에게도 아울러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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