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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및 현미에서 효소적 탈아세틸화가

T-2와 HT-2 독소 분석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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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ough an analysis of T-2 and HT-2 toxins in corn and brown rice, the effect of enzymatic deacetylation of
T-2 toxin on HT-2 toxin was investigated. Gas chromatography (GC) with electron capture detection and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with fluorescence detection were used for quantitative determination. T-2 toxin was
converted into HT-2 (84-86%) within 15 min in the presence of crude protein extracts from corn and brown rice. The
absence of T-2 conversion was observed for autoclaved samples, in which the enzymes were inactivated. When phosphate
buffered saline, followed by methanol, was used as the extraction solvent, recoveries of T-2 toxin spiked at 50 and 200
µg/kg were from 60 to 87%, whereas those of HT-2 in the autoclaved samples were 0%. In non-autoclaved samples,
recoveries of HT-2 were 37-66%, whereas those of T-2 were negligible. However, the conversion of T-2 into HT-2 was
not observed when samples were extracted by methanol/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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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람이나 동물에서 발암성, 급성 및 만성적 질병을 유발하는

곰팡이독소의 대부분은 Aspergillus속, Penicillium속 및 Fusarium

속 곰팡이에 의해 주로 생성되는 이차대사산물이다(1). 대표적인

예로 aflatoxin, fumonisin, ochratoxin, trichothecenes 및 zerale-

none 등이 있다. 이 가운데 trichothecenes는 Fusarium속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곰팡이독소로, 온대지방에서 생산된 곡물에서 흔

히 발생한다(2). 우리나라는 온대지방에 속하고, 곡물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aflatoxin보다는 Fusarium 곰팡이독소에 노출될 위험

성이 크다(1,2).

Trichothecenes는 9번 탄소와 10번 탄소 사이의 이중결합과 12

번 탄소와 13번 탄소에 에폭시(epoxy)그룹을 가지는 세스퀴테르

펜 에폭사이드(sesquiterpene epoxide)로, 8번 탄소자리의 카르보닐

(carbonyl)그룹의 존재여부에 따라 type A와 type B로 분류된다

(3,4). T-2 독소와 HT-2 독소를 포함한 acetyl T-2 toxin, deacetox-

yscirpenol, 15-acetoxyscirpenol 및 neosolaniol이 type A trichoth-

ecenes에 속한다. Type B trichothenenes에는 nivalenol(NIV),

deoxynivalenol(DON), 15-acetyldeoxynivalenol, 3-acetyldeoxyni-

valenol 및 fusarenone X가 속한다. 이 가운데 주로 자연계에서 오

염이 보고되는 trichothecene는 T-2 독소, HT-2 독소, NIV 및

DON 등이다(5,6).

T-2 독소는 강력한 단백질 합성저해제로 알려져 있고, 독성은

trichothecene 중에서 가장 높다(4). HT-2 독소는 독성에 대한 직

접적인 정보가 적고 T-2와 HT-2 독소를 비교한 자료가 제한되어

있지만 T-2 독소와 비슷한 독성 역가(potency)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게다가 T-2 독소는 장에서 HT-2로 빠르게

전환되기 때문에, 관찰된 T-2 독소의 독성은 HT-2 독소의 독성이

포함될 수 있다(7). 이를 고려하여 FAO/WHO 합동 식품첨가물전

문가위원회(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

tives)는 T-2 독소에 대한 잠정 일일 최대 섭취 한계량(Provisional

Maximum Tolerable Daily Intake: PMTDI)을 T-2와 HT-2 독소의

합에 대해서 0.06 mg/kg body weight/day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식품 중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치는 아직 유럽연합이나 국내에서

설정되어 있지 않다(8,9).

T-2와 HT-2 독소의 분석법은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s(ELISA), lateral flow devices(LFD), fluorescence polariza-

tion immunoassay(FPIA) 등의 screening 분석법과 thin layer chro-

matography(TLC), gas chromatography(GC) 및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HPLC) 등의 기기분석법이 있다(4-6,10,11).

이 가운데 GC 및 HPLC를 이용한 방법들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

나 정확성(accuracy), 정밀성(precision)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

요하기 때문에 아직 GC 및 HPLC를 기반으로 한 공인분석법이

없는 실정이다(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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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독소는 carboxylesterase(EC 3.1.1.1 carboxylic-ester hydro-

lase 또는 trichothecene esterase)에 의해 4번 탄소의 아세틸그룹이

탈아세틸화되어 HT-2 독소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ig.

1). 이 반응은 주로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대사작용으로 보고되

어 있으나 최근에는 식물이나 곰팡이에서도 보고되고 있다(12,13).

Lattanzio 등(14)은 옥수수, 밀, 귀리 및 보리에 존재하는 carbox-

ylesterase에 의해 시간경과에 따라 T-2 독소가 HT-2 독소로 탈아

세틸화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Gershater 등(15)은 옥수수, 쌀,

수수 및 콩으로부터 단백질을 추출한 후 carboxylesterase 활성을

분석한 결과, 각 식물에 다양한 carboxylesterase 동위효소가 존재

하며, 정량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T-2 독소가 시

료에 존재하는 carboxylesterase에 의해 HT-2 독소로 탈아세틸화

되는 작용은 T-2와 HT-2 독소를 각각 정량 분석할 때 분석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에는 NIV, DON 등 수

용성이 높은 독소와 T-2, HT-2 독소 등 지용성이 높은 독소를 포

함하는 trichothecenes 곰팡이독소가 식품에 동시 오염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어서(9,16,17) 이들 독소의 동시분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들 독소를 동시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 대상 독소의

추출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추출용매

및 추출방법의 선정이 중요하다(16,17). Lattanzio 등(18)은 용해도

가 다른 다양한 곰팡이독소를 동시분석 하기 위해 수용성 용매

와 지용성 용매를 동시에 사용한 결과, 사용 용매에 따라 T-2 독

소가 HT-2 독소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식품 시료에 존재하는 carboxylesterase의 활성도, 이들 효소의 불

활성화 및 추출용매와 방법이 T-2와 HT-2 독소 분석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분석법 확립에 도움이 되고자 옥수수

와 현미 시료에 존재하는 carboxylesterase에 의한 T-2 독소의 탈

아세틸화가 T-2와 HT-2 독소 분석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다. 즉, 옥수수와 현미 시료로부터 제조된 carboxylesterase 조효소

원에 의한 T-2 독소의 HT-2 독소로의 전환 정도를 살펴보고,

autoclave에 의한 효소의 불활성화와 분석과정에서 사용되는 추출

용매 및 방법이 GC 및 HPLC에 의한 독소 분석치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T-2와 HT-2 독소의 오염 다빈도 식품에 속하는 옥수수, 오염가

능성이 높고 국내 섭취량이 많은 현미를 본 연구의 시료로 선정

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옥수수는 2011년 4월 강원도 홍천에서 재

배된 것을 구입하였다. 현미는 2011년 10월 충청북도 진천에서

재배된 벼를 수확하여 하루 동안 25oC 열풍건조기에서 건조시킨

후, 현미 도정기(HSMC-4, Hansung, Seoul, Korea)를 사용하여 도

정하였다. 옥수수 및 현미 시료는 분쇄기에 넣어 마쇄한 후 −

20oC 냉동상태로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분석 시약

T-2와 HT-2 독소 표준물질은 Biopure(Tulln, Austria)에서 구입

하였고, 면역친화컬럼(immunoaffinity columns EASI EXTRACT

T-2 and HT-2)는 r-Biopharm Rhone Ltd.(Darmstadt, Germany)에

서 구입하였다. 유도체 반응에는 Sigma-Aldrich의 4-dimethylami-

nopyridine(4-DMAP)과 sodium bicarbonate(NaHCO3), 1-anthroyl-

cyanide(1-AN, Wako, Osaka, Japan) 및 trifluoroaceticanhydride

(TFAA, Acros, USA)를 사용하였다. Glass microfibre filters

(Whatman GF/B) 및 filter papers(Whatman No.1)는 Whatman

(Maidstone, UK)에서 구입하였다. Phosphate buffered saline(PBS)

는 PBS tablet(Amresco, Solon, OH, USA)을 3차 증류수에 녹여

사용하였다. Sodium chloride(NaCl)와 sodium sulfate anhydrous

(Na2SO4)은 Junsei사(Tokyo, Japan)에서 구입하였고, mirex는

Supelco사(Lubbock,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그 외 aceto-

nitrile, methanol, hexanes 및 toluene등 유기용매와 사용된 시약은

특급 이상의 수준을 사용하였다.

Carboxylesterase 활성도 측정

옥수수와 현미에 존재하는 carboxylesterase의 활성도를 측정하

기 위하여 조효소원을 제조하였다. 조효소원을 제조하기 위하여

옥수수 및 현미 200 g을 1000 mL의 10 mM PBS(pH 7.4)에 넣

고 1시간 동안 25oC에서 진탕 추출(SI 600R, Jeiotech, Seoul,

Korea)하였다. 이 추출액을 20분 동안 4000×g, 4oC의 조건으로

원심분리(Beckman Coulter, Brea, CA, USA)한 후 상등액을 조

효소원으로 사용하였다. 조효소원의 총 단백질 함량은 bicincho-

ninic acid(BCA) protein assay kit(Thermo, Rockford, IL, USA)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검정곡선을 작성하기 위한 bovine serum

albumin(BSA) 표준용액 0, 0.1, 0.25, 0.5 및 1 mg/mL과 시료

옥수수 및 현미 조효소원을 각각 96 well plate에 10 µL씩 넣었

다. BCA protein assay reagent A 및 B 혼합 용액을 200 µL씩

첨가하고, 37oC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550 nm 파장에서 spec-

trometer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BSA 표준용액의 농도와 흡광

도 값으로부터 작성된 검정곡선을 이용하여 조효소원의 총 단

백질 함량을 산출하였다.

옥수수와 현미로부터 제조한 조효소원의 효소 활성도를 평가

하기 위하여 조효소원과 T-2 독소를 반응시킨 후 시간 별로 분

석하였다. 옥수수와 현미의 조효소원 30 mL(100 mg 단백질)에 T-

2 독소 200 µg/kg 농도를 첨가하고 shaking incubator를 사용하여

25oC에서 반응시켰다. 각각 7.5, 15, 30, 60, 90 및 120분 반응 후

효소 반응액 2 mL을 취하고 동량의 methanol을 이용해 carboxy-

lesterase의 활성을 중지시킨 후, GC 및 LC를 이용하여 T-2와 HT-

Fig. 1. The selective deacetylation at the C-4 position of T-2 toxin to give HT-2 toxin, catalyzed by carboxylesterases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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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소 함량을 분석함으로써 효소 활성도를 평가하였다. 이하 모

든 실험은 독립적으로 3회 반복하였다.

효소의 불활성화

옥수수와 현미 시료에 존재하는 carboxylesterase를 불활성화 시

켰을 때 T-2 독소의 탈아세틸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

여, 시료를 autoclave 처리하여 효소를 불활성화 시킨 후 분석하

였다. Autoclave는 121oC에서 20분 동안 처리하는 조건을 사용하

여 효소를 불활성화시켰다. 효소를 불활성화 시킨 시료와 불활성

화 시키지 않은 시료 10 g에 각각 T-2 독소 200 µg/kg을 첨가하

고, 30 mL PBS와 섞어준 후 incubator에서 25oC, 30분 동안 반응

시켰다. 30분 뒤, methanol을 이용해 추출한 후 추출액은 여과지

(Whatman No. 1)로 여과하여 증류수로 5배 희석시켰다. 단백질

침전을 위해 10분 동안 방치시킨 다음 3분 동안 흔들어 주고 다

시 5분 동안 방치하였다. 그리고 GF/B 여과지로 여과하고 여과

액을 초당 1방울의 속도로 면역친화컬럼에 통과시켰다. 여과액이

통과되면 면역친화칼럼을 증류수로 세척하고 공기를 주입하여 건

조시켰다. 독소는 2.5 mL acetonitile로 유출시켰다. 마지막으로 유

출된 용액을 1 mL씩 취해 바이알에 담은 후 1개는 GC-ECD

(electron capture detector) 분석을 위한 유도체반응을, 1개는

HPLC-FLD(fluorescence detector) 분석을 위한 유도체반응을 실시

한 후 GC 및 HPLC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이 때 유도체 반

응은 HPLC의 경우 면역친화컬럼을 통과시킨 추출액(1 mL)을 N2

가스를 이용하여 건조시킨 다음, 유도체 시약 1-AN과 반응촉매

제 4-DMAP를 100 µL씩 넣고 heating block에서 50oC, 15분 동안

반응시켰다. GC의 경우 면역친화컬럼을 통과 시킨 추출액(1 mL)

을 N2 가스를 이용하여 건조시킨 다음, 유도체 시약 TFAA(200

µL)와 반응촉매제 NaHCO3(15 mg)를 넣고 heating block에서

80oC, 30분 동안 반응시켰다. 이 외에 PBS를 첨가/반응 시키지

않은 시료는 대조구로 전 과정을 동일하게 분석한 후 비교 및 평

가하였다. 이하 모든 실험은 독립적으로 3회 반복하였다.

추출 용매 및 추출 방법

분석 과정 중 시료에 존재하는 carboxylesterase에 의한 T-2 독

소의 탈아세틸화가 추출 용매 및 추출 방법에 따라 분석치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가지 추출 방법을 적용

하여 3회씩 독립적인 반복 실험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추출 방

법은 T-2와 HT-2 독소 만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들 독소의 분

석 시 비교적 많이 사용되는(4,5,16,17) methanol/water 80:20을 적

용한 방법이다. 두 번째 추출 방법은 T-2와 HT-2 독소를 포함한

수용성 및 지용성 곰팡이독소의 동시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수

용성 독소를 추출하거나 면역친화컬럼에 적용하기 위해 희석용

액이나 세척용액으로 많이 사용하는(17,18) PBS를 이용하여 먼저

추출한 후 methanol로 한번 더 추출하는 방법이다. 이 때 추출

용매 및 추출 방법과 더불어 carboxylesterase에 의한 영향을 동

시에 살펴보기 위해 시료에 존재하는 효소를 불활성화 시킨 시

료와 불활성화 시키지 않은 시료로 구분하여 실험하였다. 먼저,

시료 10 g에 각각 T-2 독소 50 µg/kg과 200 µg/kg을 첨가한 후 실

온에서 하루 동안 방치하였다. T-2와 HT-2 독소 만을 분석하기

위한 첫 번째 추출방법의 경우, 효소를 불활성화 시키지 않은 시

료를 사용하였고, 80% methanol을 이용하여 추출한 후 No. 1 여

과지로 여과하였다. 여과액은 4% NaCl을 이용하여 희석시켰고,

GF/B여과지로 여과한 후 면역친화칼럼에 통과시켰다. 2.5 mL

acetonitrile로 최종 유출시키고 GC 및 HPLC 유도체반응을 한 후,

각각을 GC 및 HPLC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수용성 및 지용

성 곰팡이독소의 동시 분석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의 경우, 효소를

불활성화 시킨 시료와 불활성화 시키지 않은 시료 각각에 50 mL

PBS를 넣고 균질기(Ultra-Turrex, IKA, Staufen, Germany)를 이용

하여 추출한 후 20분 동안 4500×g, 4oC의 조건에서 원심분리 하

였다. 상등액 35 mL은 No. 1 여과지로 여과하였고, 상등액을 취

하고 남은 하층액은 80% methanol을 이용하여 추출한 것과 동일

하도록 methanol을 첨가하여 다시 추출한 후 여과하였다. 여과된

상등액과 하층액을 섞은 후 4% NaCl을 이용하여 3배 희석시킨

후 단백질 침전을 위해 10분 동안 방치시킨 다음 3분 동안 흔들

어 주고 다시 5분 동안 방치하였다. 그리고 GF/B 여과지로 여과

하고 여과액을 초당 1방울의 속도로 면역친화칼럼에 통과시켰

다. 독소는 2.5 mL acetonitrile로 최종 유출시킨 다음 앞서 기술

한 동일한 방법으로GC 및 HPLC 유도체반응을 한 후, 각각을

GC 및 HPLC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GC 및 HPLC 분석

GC분석은 Agilent(Santa Clara, CA, USA)사의 7890A series를

사용하였고, 검출기로 electron capture detector(ECD)를 사용하였다.

컬럼은 DB-17 ms(30 m×0.25 mm×0.15 µm)를 사용하였고, 시료 주

입은 splitless mode로 2 µL를 주입하였다. 이동상 가스는 He, 메이

크업 가스는 N2를 사용하였다. HPLC 분석은 Jasco(Tokyo, Japan)

사의 PU-2089, AS-2051, CO-2060 및 FP-2020을 사용하였다. 컬럼

은 Luna Phenyl-Hexyl column(150 mm×4.6 mm I.D., 5 µm)을 사

용하였고, 컬럼온도는 40oC, 주입량은 50 µL로 하였다. 이동상의

유속은 1 mL/min으로 하였고, 용매조성은 acetonitrile과 증류수의

조성이 70:30으로 5분 동안 유지된 후 10분 동안 용매 조성을 85%

로 증가시켜 10분 동안 유지하였다. 이어 2분 동안 용매 조성을

100%로 올린 후, 5분 동안 85%로 감소시켰다. 3분 동안 초기상

태(70%)로 감소시킨 후, 컬럼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초기상태

에서 10분 동안 유지하였다. 검출기는 형광검출기를 이용하였고

excitation 파장은 381 nm, emission 파장은 470 nm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옥수수와 현미에서 제조한 caboxylesterase 조효소원의 활성

도 평가

옥수수와 현미로부터 제조한 조효소원과 T-2 독소를 25oC에서

반응시키며 7.5, 15, 30, 60, 90 및 120분 경과 시 효소 반응액을

취한 다음 T-2와 HT-2 독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백분율로 비

교했을 때 옥수수 시료에서 15분 이내에 T-2 독소는 20%로 급

격히 감소한 반면 HT-2 독소는 84%로 증가하였다. 30분 이후에

T-2 독소는 13%로 감소한 후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HT-2 독소는

93%로 증가한 후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현미 시료에서 T-2 독소

는 15분 이내에 21%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HT-2 독소는 86%로

증가하였고, 30분 이후에 T-2 독소는 검출되지 않은 반면 HT-2

독소는 95%로 증가한 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Fig.

3은 T-2와 HT-2 독소의 표준용액(A, D), 옥수수와 현미 시료에서

추출한 조효소원과 T-2 독소의 반응액을 초기 상태(B, E)와 30분

후(C, F) 시료를 취하여 HPLC와 GC로 분석한 크로마토그램이

다. HPLC로 분석하였을 경우 T-2 독소는 9.0 min, HT-2 독소는

18.7 min에 검출되었고(A, B, C), GC로 분석하였을 경우 T-2 독

소는 12.0 min, HT-2 독소는 11.3 min에 검출되었다(D, E, F). Fig.

2와 3에 나타낸 결과로부터 옥수수와 현미 시료에서 추출한 조

효소원과 T-2 독소가 반응하여 HT-2 독소로 전환된 것이 확인된

다. Lattanzio 등(14)에 따르면 T-2 독소의 carboxylesterase의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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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옥수수, 보리, 밀 및 귀리의 시료에서 확인한 결과, 가수분해

정도는 시료마다 다르게 나타났으나, T-2 독소가 탈아세틸화되어

HT-2 독소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

과 값을 보여 주었다. 동물의 장기(19-21)나 Fusarium속 곰팡이

(22,23)의 조추출액에서도 탄소 3번 위치와 탄소 4번 위치에서 T-

2 독소의 탈아세틸화와 관련된 carboxylesterase가 보고되었다.

효소 불활성화에 의한 T-2 독소의 탈아세틸화

옥수수와 현미 시료에 존재하는 carboxylesterase를 불활성화 시

켰을 때 T-2 독소의 탈아세틸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

여 시료를 autoclave 처리하여 효소를 불활성화 시킨 다음 HPLC

와 GC로 T-2와 HT-2 독소를 분석하였다. T-2와 HT-2 독소는

autoclave 조건 온도 121oC에서 안정적이기 때문에(8) 효소 변성

만을 유도할 수 있어 본 실험에 적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효소의 안정화를 위해 PBS에서 30분 반응시키는 조건을 사용했

기 때문에 PBS의 영향을 고려하여 PBS상에서 반응시키지 않은

대조구 시료를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T-2 독소의 회수

율이 옥수수 시료에서 80-83%, 현미 시료에서 87-98%로 양호하

였고 HT-2 독소는 검출되지 않았다. PBS를 첨가하고 30분간 반

응시킨 후 분석하였을 때는 시료에 존재하는 효소의 불활성화 여

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우선, 효소를 불활성화 시킨

시료에 T-2 독소 200 µg/kg을 첨가하였을 경우에는 옥수수 시료

에서 T-2 독소의 회수율이 60-68%, 현미 시료에서 98-107%을 나

타내었으나 HT-2 독소는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 효소를 불활성

화 시키지 않은 시료에 T-2 독소 200 µg/kg을 첨가하였을 경우에

는 옥수수 시료에서 T-2 독소의 회수율이 0-9%로 감소하였고 HT-

2 독소는 77-121%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현미 시료에서도 T-2 독

소의 회수율이 0-6%로 감소하였고 HT-2 독소는 77-80% 수준으

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 이를 통해 PBS상에서 반

응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시료에 존재하는 carboxylesterase의 영향

을 받지 않았지만, PBS에서 반응시킨 경우에는 시료에 존재하는

carboxylesterase의 영향을 받아 T-2 독소가 탈아세틸화되어 HT-2

독소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료에 존재하는 car-

boxylesterase를 불활성화 시켰을 때는 PBS상에서 반응하더라도

T-2 독소의 탈아세틸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로부터 분석과정 중

에 PBS를 사용하는 단계가 있다면 현미나 옥수수 시료에 존재

하는 carboxylesterase에 의해 T-2가 HT-2 독소로 전환되어 T-2 및

HT-2 독소를 각각 정량분석할 때 분석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출 용매 및 추출 방법에 따른 T-2 독소의 탈아세틸화

분석 과정 중 시료에 존재하는 carboxylesterase에 의한 T-2 독

소의 탈아세틸화가 추출 용매 및 추출 방법에 따라 분석치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autoclave로 효소를 불활

성화 시킨 시료와 불활성화 시키지 않은 시료에 대해 두 가지 추

출 방법을 적용하여 HPLC와 GC로 T-2와 HT-2 독소를 분석한

결과를 비교·평가하였다.

첫째, T-2와 HT-2 독소 만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들 독소를

분석할 경우에 비교적 많이 사용되는(4,5,16,17) 추출용매(methanol/

water, 80:20)를 적용했을 때, 효소를 불활성화 시키지 않은 옥수

Fig. 2. Time course of conversion of T-2 toxin into HT-2 toxin spiked at 200 µg/kg T-2 toxin in (A) corn protein extracts and (B) brown
rice protein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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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료에서는 T-2 독소만 검출되었으며, 그 회수율은 86-100%

이었다. 효소를 불활성화 시키지 않은 현미 시료에서도 T-2 독소

만 검출되었으며, 그 회수율은 84-105%을 나타내었다.

둘째, 곰팡이독소의 동시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PBS를 이용하

여 먼저 추출한 다음 methanol로 한번 더 추출하는 방법을 적용

했을 때, 효소를 불활성화 시킨 옥수수 시료에서는 T-2 독소가

62-87%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나 HT-2 독소는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 효소를 불활성화 시키지 않은 옥수수 시료에서는 T-2 독소

가 2-9% 수준으로 검출되거나 검출되지 않았으나 HT-2 독소는

37-59% 수준으로 검출되었다(Table 1). 효소를 불활성화 시킨 현

미 시료에서는 PBS와 methanol을 사용한 추출방법을 적용한 경

우 T-2 독소가 60-87%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나 HT-2 독소는 검

출되지 않았다. 반면, 효소를 불활성화 시키지 않은 현미 시료에

서는 PBS와 methanol을 사용한 추출방법을 적용한 경우 T-2 독

소가 5-8% 수준으로 검출되거나 검출되지 않았으나 HT-2 독소

는 39-66% 수준으로 검출되었다(Table 2).

이러한 결과들은 T-2 독소가 현미나 옥수수에 존재하는 carbox-

ylesterase에 의해 탈아세틸화되어 HT-2 독소로 전환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효소를 불활성화 시키지 않은 옥수수나 현미시

료에서 검출된 HT-2 독소의 수준이 37-66%로 비교적 낮게 나타

난 것으로 보아 T-2 독소가 시료 중에 존재하는 carboxylesterase

에 의해 HT-2 독소 외에도 다른 대사산물로 전환되었을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로부터 trichothecenes

동시분석을 위해 PBS 및 methanol을 사용하는 2단계 추출방법을

적용한다면 시료에 존재하는 carboxylesterase의 불활성화 여부가

T-2 독소의 분석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Lattanzio 등(18)

도 11종 곰팡이독소를 동시에 분석하기 위해 2단계 추출을 실시

하였다. 첫 번째 추출용매로 PBS를 사용하여 추출한 결과, T-2

독소와 HT-2 독소의 회수율은 각각 0%와 180%로 나타났다. 반

면 methanol을 첫 번째 추출용매로 사용하면 72-97%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추출용매로 methanol/water을 사용했을 때 T-2 독소

가 탈아세틸화되어 HT-2 독소로 전환되지 않는 현상은 methanol

이 효소 변성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22).

현재 EU나 국내의 경우 T-2와 HT-2 독소에 대한 식품 중 기

준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약 10개국에서 식품 중 기준치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24). T-2와 HT-2 독소를 합으로 규제하

는 국가도 있으나, T-2 독소만 규제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T-2

와 HT-2 독소를 합으로 규제하는 국가에서는 T-2 독소 탈아세틸

화의 영향이 T-2와 HT-2 독소를 분석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T-2 독소만 규제하는 국가나 T-2와 HT-2 독소를 각각 정

량분석해야 할 경우에는 T-2 독소의 탈아세틸화로 인한 HT-2 독

소로의 전환이 분석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T-2와 HT-2 독소 및 다른 곰팡이독소를 동시에 분석하

기 위해 추출용매로 PBS를 사용할 때는 옥수수와 현미 시료에

Fig. 3. Representative chromatograms of (A) T-2 and HT-2 toxin standards by HPLC-FLD, (B) T-2 toxin in corn spiked at 200 µg/kg by
HPLC-FLD, (C) the complete disappearance of T-2 toxin and appearance of HT-2 toxin after 30 min in corn by HPLC-FLD, (D) T-2

and HT-2 toxin standards by GC-ECD, (E) T-2 toxin in brown rice spiked at 200 µg/kg by GC-ECD and (F) the complete disappearance

of T-2 toxin and appearance of HT-2 toxin after 30 min in brown rice by GC-ECD.



465 한국식품과학회지 제 44권 제 4호 (2012)

존재하는 carboxylesterase에 의한 T-2 독소의 탈아세틸화를 고려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방법이, 즉 시료 중 효소활

성을 autoclave에 의해 불활성화시킨 다음 분석하는 것이 정확성

을 높이는 일종의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나 가장

경제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T-2

와 HT-2 독소를 합으로 평가할 때에도 효소의 불활성화 여부와

추출용매 및 추출방법 등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목적에 맞는 분

석 방법이 적절하게 선택되어야 하겠다.

Fig. 4. Effect of autoclaving on the conversion of T-2 toxin into HT-2 toxin spiked at 200 µg/kg T-2 toxin in (A) corn and (B) brown rice

(CON: control, AS: autoclaved samples, NAS: non-autoclaved samples). Data were compile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Each
was done in triplicate.

Table 1. Recoveries of T-2 and HT-2 toxin by different extraction
procedures in autoclaved and non-autoclaved corn spiked with

T-2 toxin

Level of
T-2 toxin 
spiked
(µg/kg)

Method Toxin 

Recovery±RSD (%)1)

NAS2) AS3)

MeOH/
H2O 80:20

Double 
extraction4)

Double 
extraction

050 HPLC T-2 86±16 0 62±30

HT-2 0 42±27 0

GC T-2 88±10 0 74±40

HT-2 0 37±34 0

200 HPLC T-2 100±800 9±9 77±14

HT-2 0 56±28 0

GC T-2 087±370 08±15 87±24

HT-2 0 59±60 0

1)Data were compile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Each was
done in duplicate.
2)NAS: non-autoclaved samples
3)AS: autoclaved samples
4)Double extraction: double extraction performed with methanol/water
80:20 followed by PBS.

Table 2. Recoveries of T-2 and HT-2 toxin by different extraction
procedures in autoclaved and non-autoclaved brown rice spiked

with T-2 toxin

Level of
T-2 toxin 
spiked
(µg/kg)

Method Toxin

Recovery±RSD (%)1)

NAS2) AS3)

MeOH/
H2O 80:20

Double 
extraction4)

Double 
extraction

050 HPLC T-2 91±11 0 64±12

HT-2 0 39±22 0

GC T-2 84±14 5±6 87±14

HT-2 0 63±28 0

200 HPLC T-2 93±10 8±7 68±11

HT-2 0 60±18 0

GC T-2 103±450 8±5 60±1

HT-2 0 66±26 0

1)Data were compile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Each was
done in duplicate.
2)NAS: non-autoclaved samples
3)AS: autoclaved samples
4)Double extraction: double extraction performed with methanol/water
80:20 followed by P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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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2와 HT-2 독소는 type A trichothecene계 곰팡이독소에 속하

는 식품 오염물질이나, 국내의 경우 기준치 설정과 분석법의 확

립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2와 HT-2 독소의 분석법

확립에 도움이 되고자 옥수수와 현미 시료에 존재하는 carboxy-

lesterase에 의한 T-2 독소의 탈아세틸화가 GC 및 HPLC에 의한

T-2와 HT-2 독소 분석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옥수수와

현미 시료로부터 제조된 carboxylesterase 조효소원에 의한 T-2 독

소의 HT-2 독소로의 전환 정도를 살펴본 결과, 15분 이내에 84-

86%의 HT-2 독소가 급격히 형성되었고, 30분 이후에는 93-95%

로 증가한 후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시료에 존재하는 효소의 불

활성화 여부가 분석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효소를 불활성

화 시킨 시료에서는 T-2 독소가 60-107% 검출되었고 HT-2 독소

가 검출되지 않은 반면, 효소를 불활성화 시키지 않은 시료에서

는 T-2 독소가 0-9% 검출되었고 HT-2 독소가 77-121% 생성되었

다. 추출용매 및 추출방법에 따른 T-2 독소의 탈아세틸화를 살펴

본 결과, methanol/water 80:20으로 추출한 경우에는 T-2 독소가

84-108% 검출되었다. 곰팡이독소의 동시분석을 위해 PBS로 1차

추출한 다음 methanol로 추출할 때, 효소를 불활성화 시킨 시료

에서는 T-2 독소가 60-87% 검출되었고 HT-2 독소가 검출되지 않

았다. 반면, 효소를 불활성화 시키지 않은 시료에서는 T-2 독소

가 검출되지 않았고 HT-2 독소가 37-66% 생성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옥수수와 현미 시료에 존재하는 carboxylesterase에 의해 T-

2 독소가 탈아세틸화되어 T-2와 HT-2 독소를 각각 정량분석할 때

분석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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