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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ze is one of the most cultivated cereals as a staple food in the world. The harvested maize is mainly stored
after drying, but its quality and nutrition could be debased by fungal spoilage and mycotoxin contamination. In this study, we surveyed mycotoxin contamination fungal infection of maize kernels that were stored
for almost one year after harvest in 2015. The amount of deoxynivalenol and zearalenone detected were
higher than the other mycotoxin, such as aflatoxin, ochratoxin, fumonisin and T-2 toxin. In particular, level of
deoxynivalenol was detected as 1200±610 mg/kg in small size kernels, which was four to six times higher than
the large and the medium size kernels. Moreover, the amount of deoxynivalenol, zearalenone, and fumonisin
were increased with discolored kernels. 10 species including Fusarium spp., Aspergillus spp. and Penicillium
spp. were isolated from the maize kernels. F. graminearum was predominant in the discolored kernels with
detection rates of 60% (red) and 40% (brown). Our study shows that the mycotoxin contents of stored maize
can be increased by discolored maize kernels mixed. Therefore elimination of the contaminated maize kernels
will help prevent fungal infection and mycotoxin contamination in stored maize.
Keywords: Deoxynivalenol, Fusarium graminearum, Mycotoxin, Storage, Zearalenone

곡물에 발생하는 곰팡이 감염 및 곰팡이가 생산하는 독소는

옥수수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곡물 중 하나로써

곡물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가축이 감염된 곡

주요 식량자원이다. 곡물 생산량 보고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

물을 섭취할 시 다양한 피해를 초래한다(Wu, 2007). 곡물의 곰

적으로 968.06백만 톤의 옥수수가 생산 되었으며(WorldCorn-

팡이 감염은 생육기간이나 또는 저장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감

Production.com),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 해에 대략 75,000

염된 곰팡이가 생산하는 독소는 저장기간 동안 주로 이루어지

톤이 생산되는 중요한 산업 자원 중 하나이다. 생산된 옥수수

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은 곡물을 생산하여 곰팡이 감염을 줄

는 수확 후 건조과정을 거쳐 저장하게 되는데, 수확된 옥수수

일 수 있는 환경조건에 보관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는 저장 과정 동안 생리적, 화학적 그리고 생물학적인 요인에 의
해 질적 혹은 영양적으로 변하게 된다. 생물학적인 요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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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rgillus속과 Fusarium속 곰팡이가 있는데, 이 곰팡이들은
주로 수확 전에 감염이 일어나며, 저장기간 동안 저장 환경이
곰팡이에 유리할 경우 2차 대사산물인 독소가 생산되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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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피해를 일으킨다.
대부분의 곰팡이 독소들은 인축에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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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앞으로의 방제 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나 혹은 면역체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저장기간 동안의

이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따라서 2015년 생산되어 이듬해

곰팡이 감염 및 독소 오염 조사를 통해 저장 환경을 개선하는

2016년까지 저장된 옥수수를 대상으로 (1) 저장 옥수수의 독소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Turner 등, 2003). 옥수수에 감염

함유량을 건전 낱알과 감염되어 위축된 낱알로 구분하여 조사,

하여 독소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요한 곰팡이 및 독소

(2) 저장 옥수수에 감염된 곰팡이 종 조사, 그리고 (3) 건전 낱알

로는 Aspergillus flavus에 의한 아플라톡신을 비롯하여 Fusari-

과 곰팡이가 감염되어 변색된 변색 낱알이 혼립 되었을 경우를

um verticilloidides와 F. proliferatum에 의한 푸모니신, 그리고
F. graminearum에 의한 데옥시니발레놀 및 제날레논등을 들 수

가정하여 독소 함유량을 조사하였다. 시험 시료는 강원도 정선

있다. 특히, 옥수수 수확 후 건조 및 저장 상태가 불량할 경우 아

중인 2015년 수확된 옥수수를 사용하였으며, 옥수수는 폴리

플라톡신의 함량이 증가될 수 있고, Fusarium sp. 균이 저장기간

프로필렌(polypropyrene) 재질로 된 밀폐된 포대내 저장된 강

동안 푸모니신을 생산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Marin 등, 2004).

일옥 품종을 선정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군 여량면 여량농협 찰옥수수가곡공장 저장 창고내 상온 보관

따라서, 이러한 저장 환경을 개선할 경우 옥수수의 독소 감염

곰팡이 독소 검출은 ELISA 법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곰팡

을 낮출 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Malone

이 독소로서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데옥시니발레놀, 제랄

등(1998)은 저장 전 옥수수를 세척할 경우 푸모니신의 함량을

레논, 푸모니신, 그리고 T-2 독소 총 6종의 독소를 선정하여 검

낮출 수 있다고 보고 하였으며, Norred 등(1991)은 옥수수 저장

출하였다. ELISA 검정을 위해 옥수수 종자를 샘플 당 20 g씩 마

중 암모니아를 처리할 경우 푸모니신의 함량을 줄일 수 있다고

쇄한 뒤 DON은 물에 나머지 독소들은 메탄올에 현탁하여 여

보고하였다. 또한, 수확 후 건조 전 옥수수의 수분함량이 25%

과한 다음 여과액을 ELISA test 키트(Romer Labs AgraQuant®,

로 7일간 유지되었을 때 푸모니신이 77%까지 증가하고 제랄레

USA)를 이용하여 반응시키고 StatFax 4700 리더기(Awareness

논은 더 높게 축적되는 결과도 보고되는 등(Blandino 등, 2004),

Technology Inc., USA)를 이용하여 농도를 측정하였다(Zacha-

다수의 연구 결과들이 저장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riasova 등, 2008).

옥수수가 Aspergillus속이나 Fusarium속에 의해 매우 심하게

옥수수는 생육기 중 곰팡이에 의해 감염되었을 경우 건전한

감염될 경우 갈색 혹은 붉은색으로 변색되는데, 이렇게 심하게

낱알로 자라지 못해 크기가 건전한 낱알에 비해 작아질 뿐만

감염되어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곰팡이에

아니라 변색이 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2015년 수확된 뒤

의한 감염여부를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저장기간 동안의

대략 1년정도 보관된 옥수수의 낱알을 3종류로 구분하여 검정

옥수수를 살펴보면 육안으로 감염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건

하였다: 곰팡이 감염이 뚜렷하지 않은 건전한 낱알(large) 100

전한 옥수수 낱알과 변색이 심하게 일어난 옥수수 낱알이 섞여

립(총 무게 44-50 g); 곰팡이 감염이 진척되어 낱알의 크기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동일한 양의 변색된 낱알과 정

건전한 낱알에 비해 위축된 낱알(medium) 100립(총 무게 대략

상 옥수수 낱알 내에 얼마나 많은 양의 독소가 생산 되었는지

39-40 g); 그리고 곰팡이 감염이 뚜렷하여 낱알의 크기가 매

를 측정한다면, 독소의 생산량을 추정해볼 수 있는 근거자료로

우 작은 경우의 낱알(small) 100립(총 무게 대략 29-30 g)씩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곰팡이 감염에 의해 옥수수

을 골라내 6종의 독소 함량을 검출하였다. 실험은 100립씩 3반

가 변색되면서 낱알의 크기가 줄어들었을 경우가 많은데, 이런

복으로 수행하였다. 건전 크기 낱알 100립은 평균 44.8 g이었으

경우 크기에 따라 동일 개수의 낱알 내에 생산된 독소의 량을

며, 정상보다 작은 크기 낱알 100립은 평균 40.1 g, 그리고 제일

측정할 경우 역시 곰팡이 감염에 대한 독소 감염을 추정해 볼

작은 크기 낱알 100립은 평균 29.8 g으로 측정되었다(Table 1).

수 있어 산업적으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는 옥수수 100립의 독소 함량을 옥수수 총량을 kg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는 식량자원 및 사료 곡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다. 측정 결과 아플라톡신을 비롯해서 오

사용하는 나라에서 산업화되어 대규모로 재배된 뒤 저장되는

크라톡신, 제날레논, 푸모니신 그리고 티투 독소는 옥수수 낱

시스템과 다르게 한정된 농가에서 재배가 이루어지고 이를 단

알을 크기 별 독소 함량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

위농협에서 매각하거나 혹은 바로 소비하는 시스템으로 이루

이지 않았다(Table 1). 그러나 데옥시니발레놀의 경우 작은 낱

어지고 있다. 단위농협에서 보관될 경우 밀폐된 폴리프로필렌

알에서 이보다 큰 낱알의 독소 함량에 비해 4배에서 6배까지

(polypropyrene) 포대에 넣은 뒤 상온에서 저장되고 있기 때문

많은 양이 검출되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Table

에, 이러한 저장 방법에 따른 곰팡이 감염 여부 및 독소 생산량

1). 데옥시니발레놀은 Fusarium 종이 생산하는 주요한 곰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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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evel of mycotoxins by maize kernel size
Kernel
a
size

e

Aflatoxin
Af

Ochratoxin

Mycotoxin level (µg/kg)
DONb
ZENc

A

A

FUMd
A

T-2 toxin
A

A

Large
0.2±0.4
0.3±0.2
300±40
026.1±12.5
0.0±0.0
0.0±0.0
A
A
A
A
A
Medium
0.3±0.5
0.0±0.0
210±140
006.6±5.7
20±30
0.0±0.0A
A
A
B
A
A
A
Small
0.8±1.2
0.0±0.0
1200±610
114.6±89.4
0.0±0.0
0.6±1.0
a
Larger size of grains=average 44.8 g per 100 kernels; Medium size=average 40.1 g per 100 kernels; Small size of grains=average 29.8 g per
100 kernels.
b
c
d
DON=deoxynivalenone. ZEN=zealarlenone. FUM=fumonisin.
e
The value less than the limit of detectionwas calculated as the detection limit, aflatoxin (.31 mg/kg), ochratoxin (1.9 mg/kg), DON (100 mg/
kg), ZEN (30 mg/kg), FUM (190 mg/kg), T-2 (10 mg/kg).
f
Tukey’s test was used to determine significance at the 95% probability level. The same letters in the same mycotoxin column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독소 중 하나로서, 옥수수의 낱알에서는 이삭썩음병을 일으키

배양한 다음 Internal transcribed spacer (ITS) 영역 염기서열

는 Fusarium graminearum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

분석을 하고 그 염기서열을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의 유

다(Sutton, 1982). 또한, 크기가 크면서 대체적으로 건전한 옥

전자은행 정보와 비교하여 동정하였다. 각 종류별 곰팡이 검출

수수 낱알에서도 제랄레논이 검출되었는데, 제랄레논 역시 F.

빈도는 관찰한 옥수수 총 낱알 수에 대비 총 분리 및 관찰된 곰

graminearum 곰팡이가 생산하는 대표적인 곰팡이독소이다
(Mirocha 등, 1989).

팡이 종을 100분율로 환산하여 각 종마다 구분하여 계산하였

이상의 결과를 더 자세히 검증하기 위해 옥수수 낱알을 육안

그 결과 실험에 사용한 붉은색 낱알의 60% 그리고 갈색 낱

으로 보기에 건전한 낱알(healthy kernel), 변색되어 갈색으로

알의 40%가 F. graminearum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보이는 낱알(brown kernel), 그리고 변색되어 붉은색으로 보이

나, 건전한 낱알은 1.7%만이 F. graminearum에 감염되어 있었

는 낱알(red kernel)로 나누어 낱알 내부에 감염된 곰팡이 종을

다. 이 결과는 건전해 보이는 종자라고 하더라도 옥수수의 낱

살펴보았다.

알 내부에 F. graminearum이 감염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

다(Summerell 등, 2003).

곰팡이 종 조사를 위해 옥수수 낱알을 탈곡하여 차아염소산

며, 변색된 붉은색 낱알과 갈색 낱알의 경우 높은 수준으로 F.

나트륨 1% 용액에 2분간 표면살균하였다. 표면살균 후 화염 멸

graminearum에 감염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Fig. 1).
붉은색 낱알은 높은 곰팡이 종 감염 빈도를 보였는데, F.
graminearum 이외 Fusarium verticilioides (31.7%), Fusarium

균된 여과지 2매를 깔아 말린 뒤 12립씩 총 10개의 9 cm 페트
리 접시에 치상 한 뒤 흐르지 않을 정도의 멸균수를 공급하여
습실 처리하였다. 근자외선을 12시간 간격으로 비추는 포자배
양상자에서 1주일간 포자 형성을 유도하여 종자 표면에 형성된
곰팡이의 형태적 특징을 해부현미경으로 조사하여 동정하였
다. 형태적으로 동정이 어려운 곰팡이는 균을 단포자 분리하여

proliferatum (23.3%)의 빈도가 높았으며, Fusarium equiseti
(8.3%), Trichoderma roseum (8.3%), Aspergillus sp. (6.6%), Penicillium
expansum (3.3%), Nigrospora oryzae (1.7%)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검출되었고, 총 7종의 다른 종의 곰팡이가 검출되었다.

Fig. 1. Distribution of fungal species collected
from heathy, decolorized brown, and decolorized red maize kernels samples. Values shown
are based on samples of more than 100 surface
sterilized kernels. Abbreviations for fungal
species followed: Fg, Fusarium graminearum;
Tr, Trichothecium roseum; Fv, Fusarium verticillioides; Fp, Fusarium proliferatum; Asp, Aspergillus sp.; Fe, Fusarium equiseti; No, Nigrospora
oryzae; Pe, Penicillium expansum; Tsp, Trichoderma sp.; Vsp, Verticillium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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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evel of mycotoxins by number of discolored kernel in maize samples
Mycotoxin
(µg/kg)
Ochratoxin
Deoxynivalenol
Zearaleone
Fumonisin
T-2 toxin

0

Number of discolorized kernel / 20 g of Maizea
3
5

1
Ab

0.6±0.2
570±310A
6.0±5.2A
A
30±30
1.7±2.1A

A

0.8±0.4
3700±3170BC
79.6±132.7AB
A
1680±2650
A
0.0±0.0

A

0.1±0.2
2340±980AB
42.7±43.0AB
A
3340±5370
A
0.0±0.0

A

0.6±0.5
2840±1380AB
356.8±319.9BC
A
2310±2170
A
0.0±0.0

7

10
A

0.4±0.6
2070±450AB
473.6±228.3C
A
1040±800
A
0.0±0.0

A

0.1±0.1
5090±1120C
361.7±161.4BC
A
3850±1960
A
0.1±0.2

a

The value less than the limit of detectionwas calculated as the detection limit, ochratoxin (1.9 µg/kg), deoxynivalenol (100 µg/kg),
zearalenone (30 µg/kg), fumonisin (190 µg/kg), T-2 (10 µg/kg).
b
Tukey’s test was used to determine significance at the 95% probability level. The same letters in the same row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붉은색 낱알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갈색 낱알은

으로 독소 함량의 차이를 보였다(Table 2). 데옥시니발레놀과

F. graminearum과 더불어 T. roseum (18.3%), Trichoderma sp.
(15%) 및 N. oryzae (10%)의 감염 빈도가 높았으며, 이외에 F.

제랄레논은 주로 F. graminearum이 생산하는 대표적인 독소로

verticilioides (5.0%), F. proliferatum (1.7%), P. expansum (1.7%),
Aspergillus sp. (1.7)가 낮은 비율로 검출되었고, 총 8종의 다른

팡이 감염에 따른 독소 오염 임을 검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종의 곰팡이가 검출되었다.

려진 아플라톡신은 이번 연구에서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아플

서 앞선 연구 결과에서 검증된 높은 빈도의 F. graminearum 곰
자연계에서 가장 소량으로 인축에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

육안으로 보기에 건전해 보였던 낱알의 경우는 N. oryzae

라톡신은 주로 손상된 곡물에서 높은 농도로 검출되는데 물리

(15%)가 가장 높은 빈도로 검출되었으며, Aspergillus sp. (8.3%),

적 손상이 없는 곡물에서 분석할 경우 아플라톡신의 함량이

F. proliferatum (6.7%), P. expansum (6.7%), Trichoderma sp.
(3.3%), F. graminearum (1.7%), F. verticilioides (1.7%), Verticillium

40-8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Park, 2002). 또한,

sp. (1.7%) 등의 곰팡이가 10% 이하로 검출되었다.

이의 발생이 증가하고 손상된 옥수수에서 아플라톡신 함량이

수확 직후에 껍질을 벗긴 옥수수에서 아플라톡신 생성과 곰팡

한편 건전해 보이는 옥수수 낱알과 변색된 낱알이 서로 다

높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는데(Mora와 Lacey, 1997; Fan-

른 비율로 혼합된 경우 독소 함량을 비교하였다. 총 20 g 옥수

dohan 등, 2006),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시료의 경우, 수확 후 건

수 낱알(약 50립) 중 변색된 옥수수 낱알이 1, 3, 5, 10개씩 각각

조된 옥수수를 폴리프로필렌 자루에 넣어 밀봉된 상태로 저장

혼합된 시료에서 6종의 독소 함량을 검출하였고, 대조군으로

하여 곤충을 통한 피해를 입거나 혹은 물리적인 충격을 통해 옥

는 변색이 없이 건전해 보이는 옥수수 낱알을 사용하였다. 실

수수 낱알이 손상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아플라톡신이 전혀 검

험은 3반복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대조군에서 데옥시니발

출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Setarnou 등(1998)은 해충에 의해

레놀, 제랄레논 그리고 푸모니신이 옥수수의 총량을 kg으로 환

10% 이상 손상된 속대를 제거하여 저장하기만 해도 aflatoxin

산했을 때, 각각 570 mg, 6 mg, 그리고 30 mg씩 검출되었으며, 특

함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는데, 옥수수 보관 시 주의를 기

히 변색된 낱알을 혼립 할 경우 더 많은 양의 데옥시니발레놀,

울인다면 곰팡이에 의한 독소의 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제랄레논 그리고 푸모니신이 검출되었다. 이에 반해 아플라톡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수확 후 변색 또는 손상된 옥수수 낱알

신은 검출되지 않았고 오크라톡신 그리고 T-2 독소는 매우 낮

이 정상 낱알에 섞여 보관될 경우, 정상낱알에 비해 곰팡이 감

은 수준으로 검출되거나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Table 2). 대조

염률과 곰팡이독소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

군에 비해 변색된 낱알의 혼립양에 비례하여 곰팡이독소가 증

다. 따라서 옥수수 저장 전 손상되었거나 변색된 작은 낱알을

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는 실험에 사용된 각 낱

제거하는 것이 곰팡이독소 오염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알의 감염정도 차이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곰팡이독소의 증가는 저장 중에 증가한다는 보고가

검출이 확인된 3가지 독소들 중 푸모니신 독소의 경우 대조

많은데, Malone 등(1998)은 옥수수 저장 전 세척을 할 경우 푸

군과 각 실험군들의 통계학적인 유의성이 없어 차이가 없는 것

모니신 함량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 Norred 등(1991)은

으로 검정되었다. 그러나, 데옥시니발레놀과 제랄레논의 경우

옥수수 저장 중 암모니아 처리에 의해 푸모니신 함량을 줄일 수

는 변색 낱알을 전혀 섞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각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Hell (1997)의 보고에 따르면 옥수

각 10개립과 5립 이상 혼립 할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

수를 껍질째 보관하거나 개암나무로 만들어진 저장고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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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때는 1.3%로 낮은 감염률을 나타내 저장 방법이 곰팡
이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앞으로 옥수수의 저장
방법 개선에 따른 곰팡이 발생빈도와 독소 검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옥수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곡물 중 하나이며 중
요한 식량자원이다. 생산 된 옥수수는 수확 및 건조 후에 저장
되는데 저장 옥수수의 질을 떨어뜨리는 곰팡이 감염 및 곰팡이
독소는 생육 시기부터 저장기간 내내 발생한다. 이 연구는 우리
나라에서 2015년 수확하여 1년정도 저장한 옥수수를 대상으
로 옥수수의 크기와 변색 정도에 따른 감염 곰팡이 종과 독소
검출을 조사하였다. 데옥시니발레놀과 제랄레논이 아플라톡
신, 오크라톡신, 푸모니신, 티투독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
준으로 검출되었는데 특히, 데옥시니발레놀 경우 작은 낱알에
서 1200±610 mg/kg로 검출되었는데, 이는 이보다 큰 낱알에서
검출된 독소 함량에 비해 4배에서 6배까지 많은 양이 검출되
었으며, 변색된 낱알의 혼입으로 인해 데옥시니발레놀, 제랄레
논 및 푸모니신의 함량이 증가하였다. 곰팡이의 경우 Fusarium,
Aspergillus 그리고 Penicillium 속 등 총 10종이 분리되었다. 이
중 F. graminearum은 정상적인 낱알에 비해 변색 된 붉은색 낱
알과 갈색 낱알에서 60%와 40%로 높은 빈도로 검출되었다. 따
라서 수확 후 변색 또는 손상된 옥수수 낱알이 정상 낱알에 섞
여 보관될 경우, 손상된 낱알에 오염되어 있던 병원균이 정상 낱
알을 감염하여 진균 독소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오염 낱
알의 제거가 곰팡이 및 독소의 오염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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