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최근 우리나라 가축에서 중독성 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중독성 질병
진단에 대한 인프라와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실정으로 가축
의 중독성 질병진단 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현재까지 동물의
중독증을 유발하는 식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료는 매우 미비한 실정입니
다. 그리하여 일본 동물위생연구소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국제공동연구과제로 수
행하고 있는 “가축의 중독성 질병 발생상황 조사 및 진단체계 구축 연구”의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중독성 식물도감을 발간･배포하여 진단 및 예방에 활용하고자 합니
다.
이 책자에는 학계에서 보고된 동물에서 중독증을 일으킨 식물 중에서 국내에서 자
생 또는 재배 중으로 확인된 식물 57종을 선정하여 식물의 기본정보, 유독성분, 임상
증상, 병리소견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간하는 “동물의 중독성 식물도감”이 동물의 중독성 질병 진단 및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동물의 중독성 식물도감 책자 제작을 위해 중독성 식물에 대한 정
보와 사진을 제공해 주신 일본 동물위생연구소의 야마나카 박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 식물의 기본정보에 대한 감수를 해주신 국립수목원의 양종철 박사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중독성 식물에 관한 문헌조사 및 내용기술에 수고해주신 질병진단과 직
원을 비롯한 검역본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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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학 명: Brassica juncea (L.) Czern.
영어명: Leaf mustard

<출처: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갓은 유럽이 원산지인 미나리아재비과 유채속 이년초로 유채(Brassica campestris)와
검은겨자(Brassica nigra)의 잡종이 있으며 한국, 중국, 일본에서 많이 재배한다.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채소이며 잎의 모양이나 색깔이 다른 여러 가지 갓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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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는 클 경우 150cm나 되며 군락이 한꺼번에 꽃을 피우면 매우 아름답다.

유독 성분
갓, 겨자, 검은겨자 등의 잎과 씨앗에는 시니그린(sinigrin) 등의 겨자유 배당체
(글루코시놀레이트; glucosinolate)가 함유되어 있다. 겨자유 배당체는 같은 식물 내에
함유되어 있는 효소(미로시나아제; myrosinase)에 의한 가수분해로 글루코스를 빼내어
비당체(아글리콘; aglycone)가 되고 나아가 소센(sossen) 전이 반응으로 이소티오시아
네이트(isothiocyanate)가 된다. 그리고 시니글린에서는 알릴 이소티오시아네이트
(allyl isothiocyanate)가 생긴다.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자극성이 강하여 대량 섭취하면
중독될 수 있다. 알릴 이소티오시아네이트의 생쥐에 대한 경구 반수치사량(LD50)은
339mg/kg라고 보고되고 있다. 또 체중이 30kg인 저지(Jersey) 송아지에 10% 알릴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수용액 15ml를 경구투여한 결과 5시간 후에 죽었다는 보고가 있다.
β위에 수산기를 지닌 글루코시놀레이트(프로고이트린; progoitrin)는 이소티오시아
네이트가 되자마자 고리화하여 고이트린(goitrin)이 된다. 이소티오시아네이트와 고이
트린은 갑상선이 요소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게 하여 결국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억제
시킨다. 따라서 다량의 겨자유 배당체를 장시간 섭취하면 갑상선종에 걸리게 된다(1).

임상 증상
알릴 이소티오시아네이트 급성중독증상으로는 위장염에 따른 설사, 산통, 간염에
따른 혈뇨, 기립불능, 호흡곤란을 들 수 있다. 1996년 일본 효고현 소 중독사례에서는
호흡약화, 식욕절폐, 피부온도 저하, 안구진탕, 배뇨정지, 변비, 외음부 청색증, 기립
불능 등의 증상을 보였다고 보고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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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 소견
육안소견으로는 소화기점막, 간, 신장, 심장에 출혈성 변화가 보인다. 조직학적
으로는 소화관점막 출혈･괴사, 간문맥 주위의 출혈, 신뇨세관 상피와 사구체의 변성
괴사 등이 보고되고 있다(3).

【참고문헌】
1) Spiegel C. et al. 1993. Feeding of rapeseed presscake meal to pigs: effects
on thyroid morphology and function and on thyroid hormone blood levels,
on liver and on growth performance. Zentralbl Veterinarmed[A]. 40:45∼57.
2) 니시구치(西口示) 일동. 1997. 유채속 잡초 겨자류에 의한 중독예. 가축임상.
406:25∼30.
3) 마쓰모토 다쓰로(松本達郎). 1972. 가축 캐놀라박 급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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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쇠뜨기
학 명: Equisetum palustre L.
영어명: Marsh horsetail

<출처: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개쇠뜨기는 강변 등 햇볕이 잘 드는 습지에 군생하는 속새과 하록성 다년생초본
으로 뿌리줄기는 땅속을 자유자재로 뻗으며 땅위줄기는 20∼60cm 정도 높이까지
자라고, 줄기 상반부에 규칙적으로 가지가 윤생(輪生)하며, 중심축 끝은 길게 뻗으며
가지가 없다. 쇠뜨기(E. arvense)는 구과(球果)를 맺지 않는 줄기에 가지가 윤생하고
구과를 맺는 포자경은 엽록소가 없는 담갈색으로 소위 뱀 밥이 된다. 이에 비해
물쇠뜨기는 구과를 맺는 줄기와 그렇지 않는 줄기의 형태가 같다.

유독 성분

Equisetum속 식물은 알칼로이드의 팔루스트린(palustrine) 또는 에키세틴 (equisetine)과
니코틴(nicotine)을 함유하고 있다(1). 또 에키세토닌(equisetonin)이라는 사포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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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코니트산(aconitic acid), 케이산(silicic acid)과 티아미나아제도 함유되어 있다
(2). 그러나 뒤에서 기술할 중독에는 어떤 물질이 관련되어 있는지는 분명히 밝혀
지지 않았다.

임상 증상
중독증상은 급여 후 한나절 정도 되어 설사, 식욕부진과 유량감소가 나타나며,
증상이 3∼4일 지속되다가 점차 회복되고 죽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병리 소견
소가 중독되어 폐사에 이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병리학적 조사 보고가 없다.
말의 중독에 관해서는 골격근의 흙색과 이완, 소뇌와 척추 수막의 충혈과 수종이
관찰되며 뇌병변은 티아민 결핍 또는 고사리 중독의 경우와 비슷하다.

【참고문헌】
1) Borg PJV. 1971. Ecology of Equisetum palustre in Finland, with special reference
to its role as a noxious weed. Ann Bot Fennici. 8:93∼141.
2) Kamphues J. 1990. Refusal of horsetail (Equisetum palustere) contaminated hay by
bulls. Tierarztl Prax. 18:34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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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
학 명: Pteridium
영어명: Bracken, bracken fern

<출처: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고사리(Bracken)는 고사리속 양치류의 총칭이다.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는 여러
해살이풀로 높이 1m 가량, 잎자루 높이 20∼80cm의 양치류 식물이다. 고사리는 12개의
변종이 있다. 국내에서는 고사리를 말려서 나물로 먹는다.
동물은 원래 고사리를 좋아하지 않지만 가뭄 후 목초가 고갈되거나 풋고사리가
무성할 때 또는 조사료 공급이 부족해서 다량의 고사리를 먹게 되어 중독이 발생
한다(1).

유독 성분
1983년 고사리에서 발암물질인 프타퀼로사이드(ptaquiloside)가 분리되어 실험용
생쥐의 장과 방광에서 종양을 유발하고 소의 급성 고사리 중독 원인임을 확인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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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추동물에서는 골수 기능 억제, 모세혈관 취약성 증가, 출혈시간 연장을 일으키고
조혈세포 중 혈소판과 과립 백혈구의 심한 감소를 일으킨다(1).
또한 혈소판감소증이 소화관 점막 또는 점막하 출혈과 궤양을 일으키고 장관에
세균이 침입하여 균혈증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소혈관이 막혀서 간 또는 신장, 폐,
심장 등 다른 장기에도 경색을 일으킨다.
말과 돼지에서는 고사리에 들어있는 티아미나아제(thiaminase)가 조직 내 티아민
(thiamine)을 분해하여 티아민 결핍을 유발한다.

임상 증상
소에서는 고사리 섭취 2∼8주 후 증상이 나타나며 치명적이다. 초기에 영양불량
(수척), 피부 건조, 고열(40.5∼43℃), 출혈성 흑색변, 출혈(코, 눈, 질), 침흘림(유연)을
보인다. 또한 비순 궤양, 혈뇨, 호흡수와 심박수 증가를 일으킨다. 면양에서는 망막
변성과 실명을 일으킨다. 또한 혈소판은 폐사 직전 40,000/㎣로 감소된다(정상
500,000/㎣)(1).
국내에서 1960년대 초부터 소의 집단 방목 사육이 권장된 이래 고사리 밀생지역
에서 다발하고 있다. 경북과 전남지방 홀스타인 방목 소에서 발생사례가 보고되었다
(2, 3).

병리 소견
폐사의 직접 원인은 다발성 내출혈과 균혈증이다. 모든 장기에서 출혈이 관찰된다.
소화관의 출혈, 괴사, 궤양과 장벽의 부종이 관찰되며 골수는 정상보다 창백하다.
간, 신장, 폐의 경색에 의한 창백 또는 백색 괴사소가 나타난다. 또한 장기간
고사리 섭취 시 방광 종양에 의한 혈뇨증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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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및 예방
수혈과 수액을 실시하고 강심제를 투여한다. 방목장에서 고사리를 제거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매우 어려운 일이다. 고사리가 무성한 곳에 소를 방목할 때는 공복감이
없도록 보조 사료를 충분히 급여해야 한다.

【참고문헌】
1) 수의내과학교수협의회. 1985. 수의내과학 대가축편(Ⅱ). 대영문화사. 99-103쪽.
2) 이차수 외 3명. 1975. 경북지역 어느 방목우 목장에서 집단 발생한 방목우의
고사리 중독양 질병에 대하여. 대한수의학회 학술발표 초록.
3) 위성하 외 2명. 1984. Holstein 송아지에 발생한 고사리중독증. 대한수의학회
학술발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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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

4

고삼
학 명: Sophora flavescens Ait.
영어명: Sophora root

<출처: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고삼(苦蔘)은 콩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한국이 원산지이며,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극동부 지역에도 분포하고 있다. 길이는 80cm∼1.5m 정도로 6∼7월에
많은 수의 담황색 꽃이 줄기 끝에 이삭처럼 핀다. 협과는 4∼5개의 종자를 지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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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는 7∼8cm 정도이다. 한방에서는 뿌리를 건조시킨 것을 고삼이라고 하며 건위,
이뇨, 해열, 진통제로 이용되고 있다.

유독 성분
고삼을 비롯해 루피누스(lupinus), 금작화(cytisus）등의 콩과 식물은 퀴놀리지딘
알칼로이드(quinolizidine alkaloid)를 함유하고 있다. 루피누스 중독은 미국에서
많이 발생하며 원인물질은 루피닌(lupinine)이라는 퀴놀리지딘 알칼로이드라고 한다.
한편 고삼 등의 Sophora속 식물에는 마트린(matrine), 옥시마트린(oxymatrine),
시티신(cytisine) 등의 퀴놀리지딘 알칼로이드가 함유되어 있다. 마트린의 약리작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량 투여함으로써 수의운동 장애, 척추반사 항진에 따른 경련을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 마트린에는 중추작용 외에도 스트레스에 의한 궤양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같은 고삼속인 Sophora secudiflora 종자도
독성이 있다. 이 종자의 알칼로이드 분획 또는 아미노산 분획 단독으로는 독성이
약하지만 양자를 동시에 투여할 경우 강한 독성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어 있다(1).

중독 증상
고삼에 의한 가축 중독은 거의 보고되어 있지 않지만 1912∼1926년 사이에 말의
중독 사례가 보고되었다. 중독증상으로는 유연, 침울, 걸음의 부자연스러움, 빈맥,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과 경련이 관찰되었다.

【참고문헌】
1) Knauer KW. et al. 1995. Mescal bean (Sophora secundifola) toxicity in a
dog. Vet Human Toxicol. 37:23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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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추나물
학 명: Hypericum erectum Thunb.
영어명: Saint-John's wort

<출처: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고추나물은 산지에 자생하는 다년초로 길이는 30∼60cm이다. 잎은 긴 타원형으로
아래에서 비추면 작은 검은 점이 산재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8월 무렵 2cm
정도의 꽃이 가지 끝에 핀다. 지혈과 수렴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방에서는
풀 전체를 햇볕에 건조시킨 것을 소연교(小連翹)라고 하며 이 전즙 또는 알코올
추출액을 축인 습포나 도포가 신경통과 류마티즘 약으로 이용되고 있다. 유럽은 중세
부터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6월 24일)에 약초를 모으는 풍습이 있다. 영국
에서는 약초로 이용되는 히페리시초(H. perforatum)가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쯤에 노란 꽃을 피우는 데서 이를 St. John's-wort(성 요한의 풀)이라고 부르고 있다.
고추나물 종류는 위에서 기술했듯이 잎을 비추어 보면 기름방울 같은 반점이 있고
잎이 십자대생(2개의 잎이 마주하는 마디마다 직교함)인 점으로 다른 식물과 구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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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성분
고추나물은 광작용 물질(photosensitizer 또는 photodynamic compounds)인 히페
리신(hypericin)을 함유하고 있다. 히페리신은 가시광과 장파장 자외선(UVA)으로
활성화되며 세미퀴논 라디칼, 일중항산소, 과산화물 음이온을 발생시킨다. 이들
라디칼이 갖가지 생체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또 히페리신에는 in vitro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작용이 있다고 하여 에이즈 치료약을
위한 임상시험이 이루어졌지만 부작용으로서 피부염이 관찰되었을 뿐 항레트로
바이러스 작용은 보이지 않았다(1).
생체성분 속의 히페리신은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로 분석할 수 있다(2, 3).
식물 또는 위 속의 히페리신도 적합한 전처리를 하면 HPLC로 정량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 식물에서 추출한 히페리신을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등으로 정제하고
흡수 스펙트럼에 의한 물질 동정과 분자 흡광 계수에 의한 정량 방법도 응용하고
있다(4).

중독 증상
고추나물을 섭취한 동물이 강한 태양광선을 쬐면 체내에서 발생한 라디칼에 의해
피부염을 일으킨다. 피부염은 비경처럼 털이 없는 부위와 체모가 하얀 부위에 발생
하고 털이 검은 부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카와타 등의 재현실험에서는 급여 24시간
후 이미 비경과 피부에 발적이 나타나고 4일 후에 피부병변이 나타났다. 혈액생화학
소견으로는 ALT, AST, CK, LDH, GGT 활성 상승이 보였다는 보고도 있고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는 보고가 있어 일정하지 않다(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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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Gulick RM. et al. 1999. Phase 1 studies of hypericin, the active compound
in St. John's wort, as an antiretroviral agent in HIV-infected adults. AIDS clinical
trials group protocol 150 and 258. Ann Intern Med. 130:510∼514.
2) Chi JD. et al. 1999. Determination of hypericin in plasma by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J Chromatogr B Biomed Sci App. 724:195∼198.
3) Liebes L. et al. 1991. A method for the quantitation of hypericin, an antiviral
agent in biological fluids by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Anal
Biochem. 195:77∼85.
4) 카와타 하루시게 일동. 1980. 고추나물에 기인하는 소의 광선과민증. 일수회지.
33:372∼375.
5) Kako MDN. et al. 1993. Studies of sheep experimentally poisoned with

Hypericium perforatum. Vet Hum Toxicol. 35:298∼300.
6) Araya OS and Ford EJH. 1981. An investigation of the type of photosensitization
caused by the ingestion of St. John's wort (Hypericum perforatum) by calves.
J Comp Pathol. 91:1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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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곰팡이 핀 고구마
학 명: Moldy Ipomoea batatas (L.) Lam.
영어명: Moldy sweet potato

<출처: 참고 1>

밭에서 재배하며 여러해살이풀이다. 잎은 어긋나기하며 엽병이 길고 밑은 얕은
심장저로서 양쪽 가장자리에 1∼3개씩의 열편이 있으나 깊게 갈라지는 것도 있다.
꽃은 건조한 모래땅에서 재배한 것은 때로 7∼8월에 홍자색 꽃이 피며 잎겨드랑이
에서 긴 화경이 나와 그 끝에 5∼6송이씩 달리고 나팔꽃과 비슷하지만 작다. 꽃받침은
5개로 갈라지며 녹색이고 꽃부리는 깔때기 모양으로서 판통이 굵으며 5개의 수술과
1개의 암술이 있다. 줄기가 땅위로 퍼진다. 포복하는 줄기에서 뿌리가 내리고 덩이
뿌리는 주로 타원형이지만 그 밖의 여러 가지 형태의 것이 있으며 겉의 색도 여러
가지이고 자르면 흰 빛이 돌며 질이 치밀하고 홍자색인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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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성분
고구마가 곰팡이 Fusarium solani에 감염되면 곰팡이가 고구마를 자극해서
ipomeamarone 4-hydroxymyoporone을 생산하게 하고 이 성분이 나중에 4-ipomeanol,
1-ipomeanol, 1,4-ipomeadiol로 전환된다(1). 이 성분을 3-substituted furans라고 하며
이 성분이 소에서 급성 호흡기 부전을 일으킨다(2).

임상 증상
호흡곤란, 기침, 유연과 함께 심한 호흡기 증상을 나타낸다. 심한 경우에는 목을
늘어뜨리는 경우도 있다(3).

병리 소견
부검에서 흉강을 열었을 때 폐가 허탈되지 않고 고무양의 경도를 나타내고 팽창
되어 있으며 창백하다. 폐부종과 폐기종도 같이 관찰될 수 있다. 고구마 조각이
위내용물에서 관찰될 수도 있다(3). 조직학적으로는 소엽간 결합조직과 흉막이 부종과
기종으로 넓어져 있고 폐포벽이 염증세포 침윤과 부종으로 두꺼워져 있다(3).

<출처: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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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및 예방
고구마의 저장 상태가 좋지 않거나 곰팡이 또는 기생충에 감염된 고구마는 가축에게
먹이지 말아야 한다(2).

【참고문헌】
1) Riet-Correa F et al. 2009. Poisonings by plants, mycotoxins and related
substances in Brazilian livestock. Pallotti, Santa Maria, RS, Brazil.
2) Riet-Correa F. 2013. Mycotoxicosis of ruminants and horses. J Vet Diagn
Invest. 25(6):692∼708.
3) Medeiros RM et al. 2001. Bovine atypical interstitial pneumonia associated
with the ingestion of damaged sweet potatoes (Ipomoea batatas) in northeastern
Brazil. Vet Hum Toxicol. 43:20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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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중
학 명: Dryopteris crassirhizoma Nakai
영어명: Japanese male fern, crown wood fern

<출처: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우리나라 산지의 그늘지고 습한 곳에서 자생하며, 일본과 만주에도 분포하고
있다. 면마과 면마속 풀고사리로 여러해살이풀이다. 상록성이지만 추운 지방에서는
하록성이기도 한다. 전체 높이는 50∼100cm에 이른다. 잎은 뿌리에서 돌려나고
잎몸은 길이 1m, 너비 25cm에 이르고, 잎자루는 20cm 남짓으로 잎몸보다 매우 짧다.
2회 깃 모양으로 깊게 갈라지며, 중축에 비늘 조각이 빽빽하게 난다. 홀씨주머니
무리는 잎 윗부분에 2줄로 붙는다. 뿌리는 굵으면서 곧다. 뿌리줄기를 면마근이라고
하며 촌충과 십이지장충의 구충제로 이용되어 왔다.

유독 성분
면마근의 유효성분은 면마근 추출물 속의 filixic acid(filicic acid)이다. Filixic aci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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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PBB，PBP 등의 유사화합물의 혼합물이라고 한다(1, 2). 엑기스 안의 filixic
acid는 서서히 물 일분자를 잃어 결정체 filicin으로 변화하는데 생물활성도 그와 동시
에 잃어버린다. 또 면마근 엑기스(filixic acid)는 수의분야에서 구충제로 이용되어
왔다.

임상 증상
Filixic acid는 소화관 점막을 자극하고 구토, 유연, 설사 등의 중독증상을 일으킨다.
또 망막손상을 일으키고 산동과 눈이 머는 증상을 일으키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영국에서도 면마속의 D. filix-mas 와 D. borreri 에 의한 소의 중독이 보고되었으며
이들 사례에서도 소가 눈이 멀었다(3, 4).

【참고문헌】
1) WR Chan and CH Hassall. 1957. The constitution of filixic acid. Cellular and
Molecular Life Science. 13(9):349∼350.
2) Merk Index, 14版，2006.
3) NS Macleod and A Greig. 1978. Poisoning in cattle associated with Dryopteris

filix-mas and D. borreri. Vet Rec. 102:239∼240.
4) GBB Mitchell and EB Wain. 1983. Suspected male fern poisoning in cattle. Vet
Rec. 113(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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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괭이밥
학 명: Oxalis corniculata L.
영어명: Sorrel

<출처: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괭이밥은 괭이밥과에 속한 여러해살이풀이다. 들이나 길섶에서 절로 자라지만,
간혹 화분 등에 키우기도 한다. 5∼8월에 피는 꽃은 잎겨드랑이에서 곧고 길게 나온
꽃자루에 산형꽃차례로 달리는데 지름 8mm 정도로 작고 노랗다. 잎과 줄기는 시큼한
맛이 난다. 부전나비의 먹이식물이다. 괭이밥 종류는 풀의 모든 부분이 옥살산을
함유하지만 최근 중독 사례는 보고되어 있지 않다.

유독 성분
괭이밥에 함유된 옥살산에는 가용성과 불용성이 있다. 불용성 옥살산을 함유하는
대표적인 식물로 토란과 식물(곤약감자, 앉은부채, 물파초)이 있지만 침상결정 옥살산
(옥살산칼슘, CaC2O4）때문에 입에 넣었을 때 자극이 강하여 대량 섭취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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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가축이 중독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가용성 옥살산을 함유한
식물로 괭이밥과 Oxalis속, 벼들여뀌(Rumex)속 식물은 풀 전체에 산성 옥살산칼륨
(옥살산수소칼륨, KHC2O4)을 10% 정도 혹은 그 이상 함유하고 있다. 기타 명아주과
식물에도 가용성 옥살산(옥살산나트륨, CO2Na2)이 10% 이상 함유되어 있다(1)．
옥살산을 대량 섭취하면 소화기점막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킨다. 또 대량의
옥살산이 체내에 흡수되면 체액, 조직의 칼슘과 불용성 염분을 만들기 때문에 저칼슘
혈증을 일으킨다. 신장에서는 옥살산 칼슘 결정 때문에 세뇨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으며 결정이 뇌 조직에 미치면 마비와 중추신경계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옥살산 중독은 대부분의 경우 건조물에 10% 이상 옥살산을 함유하는 식물을 섭취
하여 일어난다. 그러나 섭취 옥살산량과 중독 정도는 반드시 관계있는 것은 아니다
(1). 이는 사료 중의 칼슘 함량, 제1위내의 옥살산 분해능력 등의 요인 때문으로 생각
된다. 옥살산은 제1위내 세균 Oxalobacter formigenes에 의해 분해된다. 따라서 일상
적으로 옥살산을 함유한 식물을 조금씩 섭취함으로써 제1위 내의 옥살산 분해 능력
이 높아지며 동물의 옥살산 흡수량이 줄어들어 중독에 걸리지 않게 된다(2).
식물속의 가용성 옥살산은 박층 크로마토그래피법이나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
으로 분석할 수 있다(3, 4). 또 캐필러리 전기영동법으로 초산태질소와 동시
분석할 수 있다(5).

임상 증상
중독의 주요 특징은 유연, 위장염, 중증 설사, 근육진전, 동공확대, 강직성 경련,
발한, 허탈감, 체온저하 등이 있다. 혈액생화학적 소견으로는 저칼슘혈증, 고질소
혈증이 급속중독의 좋은 지표이다. 그러나 아급성의 경우에는 이들 변화가 분명하지
않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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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 소견
위장염이 주병변이며 기타 간염을 동반한다. 이들 장기에는 출혈성 변화가 보인다.
특징적 소견으로 신장 세뇨관강 내에 무색 다각형 결정(옥살산칼슘)이 보인다(7).

【참고문헌】
1) Spoerke DG. 1990. In toxicity of house plant. Oxalate. p29∼32.
2) Allison MJ. 1977. Changes in ruminal oxalate degradation rates associated with
adaptation to oxalate ingestion. J Anim Sci. 45:1173∼1179.
3) Roughan PG and Slack CR. 1973. Simple methods for routine screening and
quantitative estimation of oxalate content of tropical grasses. J Sci Food
Agric. 24:803∼811.
4) Rumsey TS. et al. 1967. Measurement of certain metabolic organic acid in
forage, silage, and ruminal fluid by gas-liquid chromatography. J Dairy Sci.
50:214∼219.
5) Miyazaki S. et al. 2003. Simple capillary electrophoretic determination of
soluble oxalate and nitrate in forage grasses. J Vet Diagn Invest. 15:480∼483.
6) Panciera RJ. et al. 1990. Acute oxalate poisoning attributable to ingestion of
curly dock (Rumex crispus) in sheep. J Am Vet Med Assoc. 196:1981∼1984.
7) Dickie CW. et al. 1978. Oxalate (Rumex venosus) poisoning in cattle. J Am
Vet Med Assoc. 173: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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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굴거리나무
학 명: Daphniphyllum macropodum Miq.
영어명: Macropodous daphniphyllum

<출처: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굴거리나무 또는 굴거리는 굴거리나무과의 상록 활엽소 교목으로 한국･중국･
일본･대만 등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높이 7∼10m까지 자란다.
작은 가지는 굵고 녹색이지만 어린 가지는 붉은 빛이 돈다. 잎은 타원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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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나고 가지 끝에 모여서 달리며 길이는 12∼20㎝이고 표면은 진한 녹색, 뒷면은
회백색이다. 꽃은 1가화(一家花)로 5∼6월에 피는데 녹색이 돌고 꽃 덮이가 없다.
또한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길이 2.5㎝ 정도의 총상꽃차례를 이룬다. 수꽃에는 8∼
10개의 수술이 있고 암꽃에는 둥근 씨방에 2개의 암술대가 있으며 씨방 밑에 퇴화된
수술이 있다. 열매는 긴 타원형이고 10∼11월에 검은 자주색으로 익는다. 한방에서는
잎과 줄기 껍질을 습성 늑막염･복막염･이뇨에 쓰이며, 민간에서는 끓인 즙을 구충제로
쓴다. 정원수로도 많이 심는다.

유독 성분
굴거리나무에서는 다프니마크린(daphnimacrin), 다프니필린(daphniphylline), 유쥬리민
(yuzurimine)을 비롯해 많은 알칼로이드가 함유되어 있다(1, 2). 그러나 알칼로이드에
어떤 독성이 있으며 어떤 알칼로이드가 중독의 주요 원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임상 증상
일본 홋카이도와 시즈오카에서 중독사례가 보고되었다. 홋카이도의 방목 소들의
중독사례에서는 위독한 경우 급사한 적도 있지만 병세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는
산통, 황달, 제1위 운동의 정지, 변비 또는 설사 등이 관찰되었다(3). 시즈오카의
사례는 설에 금줄을 쳐 장식할 때 사용한 짚 부스러기를 외양간에 투입한 경우로
여기에 섞여 들어간 경우와 가지치기하여 급여한 경우가 있다. 두 사례 모두 식욕
부진, 기립불능을 보였고 급성위장염으로 예후를 알 수 없어서 소를 도축･판매
하였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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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도다 마사아키(戸田正明) 일동. 1970. 굴거리나무의 알칼로이드. 화학잡지. 91:103
∼108.
2) 야기 세이이치. 1909. 굴거리나무의 알칼로이드. 교토의학잡지. 6:208-223.
3) 소노다 미쓰오(其田三夫) 일동. 1978. 홋카이도 남부에서 방목하는 소들에 방생한
에조 굴거리나무 중독에 관한 연구. 일수회지. 31:140∼145.
4) 스즈키 데루히코 일동. 1978.「굴거리나무」에 의한 소의 중독예. 수축신보. 687:
58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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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Coronopus didymus (L.) J.E.Smith
영어명: Lesser swinecress

<출처: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쌍떡잎식물 양귀비목 십자화과 냄새냉이속의 2년생 초본이다. 북아메리카가 원산
이고 고약한 냄새가 난다. 줄기는 밑 부분에서 가지가 많이 갈라져 옆으로 퍼지고
높이가 20cm 정도 된다. 잎은 어긋나고 근생엽은 2회 깃꼴로 갈라지고, 경생엽은
1회 깃꼴겹잎이다. 작은 잎은 줄 모양이고 끝이 뾰족하며 가장자리가 밋밋하거나 1
∼2개의 톱니가 있다.
꽃은 5월에 흰색으로 피고 총상꽃차례를 이루며 달린다. 꽃받침조각은 4개로
줄 모양이고, 꽃잎은 없으며, 수술 2개, 암술 1개이다. 꽃의 크기는 지름 1mm정도로
아주 작아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 열매는 각과이고 넓은 타원 모양 또는 신장
모양이며 겉에 그물 같은 무늬가 있다. 높이 1.5㎜, 폭 2.5㎜이며 2∼3㎜의 열매
자루가 있다.
경상남도 통영시 미륵산 밑에서 처음 발견되었기 때문에 미륵냉이라고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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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성분
젖을 분비하는 소에게 냄새냉이의 악취를 맡게 하면 이상한 냄새의 젖을 내지
않지만 냄새냉이를 섭취하면 이상한 냄새의 젖이 생겼다. 체중 580kg의 젖소에게
하루에 4kg의 냄새냉이를 2일간 급여한 결과 이상한 냄새의 젖을 내고 급여 후 60
시간째가 가장 악취가 심하다고 보고되었다(2).
냄새냉이 향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다량의 벤질 이소티오시아네이트(benzyl
isothiocyanate)가 검출되었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젖에서도 벤질 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검출되었다. 더욱이 젖에서는 우유의 방향성에 관여하는 락톤류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냄새냉이에 함유된 이소티오시아네이트의 향균 작용에 의해
제1위의 세균총이 변화하여 이상한 냄새의 젖이 나왔다고 생각되고 또 유즙으로
이행된 벤질 이소티오시아네이트도 이상한 냄새의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임상 증상
중독증상으로는 산통, 설사, 빈맥, 운동실조, 식욕부진 등이 보고되었으나 모두
특징적이지는 않으며 동물이 급사하여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병리 소견
주병변은 중증 카타르성 또는 출혈성 위장염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후에 염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심장, 장막 및 점막에서는 점상 또는 반상출혈이 보인다. 출혈은
방광 및 수막에도 보이며 피색이거나 투명한 흉수, 복수가 종종 보인다. 말의 경우
에는 혈뇨와 신피질의 점상출혈, 가벼운 중독성 간염 및 중독성 세뇨관 신증이
보인다. 심하게 괴사된 피질세뇨관과 관강 내에서 헤모글로빈 원주가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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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사토 세쓰로(佐藤節郎). 1996. 이상한 냄새 우유의 원인인 귀화잡초 ‘가라쿠사
가라시’. 축산연구. 50:371∼375.
2) 시오다니 시게루(塩谷繁) 일동. 1999. 가라쿠사가라시에 의해 이상한 풍미를 띄는
우유의 발생에 관한 기구 이상한 풍미를 띈 우유의 악취성분 및 악취의 이행경로.
일본 초지학회 강연 요지. 296∼2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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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담배

학 명: Nicotiana tabacum L.
영어명: Tobacco

<출처: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재배용 담배의 원산지는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로 뻗어 있는 안데스산맥 동쪽 지역
으로 알려져 있다. 줄기는 곧게 서고 높이가 1.5∼2m이다. 잎과 줄기에는 점액을
분비하는 선모가 빽빽이 있어 끈적끈적하다. 잎은 어긋나고 길이가 50cm이며 타원형
으로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잎자루는 짧고 날개가 있다. 꽃은 7∼8월에
연한 홍색으로 끝부분의 색이 짙고 원줄기 끝에 큰 원추꽃차례로 달리며 소화경은
10∼20(25)mm이다. 꽃받침은 원통형으로 길이가 12∼20(25)mm로서 작은 꽃가지와
비슷하며 선모가 있고 갈라진 조각은 피침모양이다.
꽃부리는 깔대기 모양이고 통부의 길이가 7∼15mm이며 윗부분이 5개로 갈라진다.
수술은 5개이고 밖으로 나오지 않거나 약간 나온다. 열매는 삭과이고 달걀형이며
꽃받침으로 쌓여 있다. 1과에 2,000∼4,000개의 짙은 갈색이고 둥근 모양의 미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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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가 들어 있다. 가지과의 여러해살이 식물이지만 온대지방에서 재배할 때는
한해살이 식물이다.

유독 성분
담배에는 유독한 알칼로이드 니코틴(nicotine) 및 아나바신(anabasine)이 함유되어
있다(1). 니코틴은 피리딘에서 유래한 니코틴산에 오르니틴에서 유래한 피롤리딘이
결합한 구조이다. 니코틴은 소용량으로는 자율신경절의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흥분
시키며 대용량으로는 초기 흥분 뒤에 탈분극성으로 마비시키는 작용이 있다. 또 신경근
접합부와 중추신경계에도 강한 흥분을 일으킨다.

중독 증상
소가 재배 담배를 섭취하여 발생한 중독사례가 보고되고 있다(2). 소는 건조 담배를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다. 중독증상으로 구토, 유연, 흥분, 경련, 보행이상, 호흡곤란,
산동 등이 보이며 혼수, 마비에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
또 아나바신에는 소에서 태아기형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으며, 담배를 섭취한 양과
돼지의 기형사례도 보고되고 있다(3, 4, 5).

【참고문헌】
1) Alworth WL and Rapoport H. 1965. Biosynthesis of the nicotine alkaloids in

Nicotiana glutinosa. Interrelationships among nicotine, nornicotine, anabasine, and
anatabine. Arch Biochem Biophys. 112(1):45∼53.
2) Plumlee KH et al. 1993. Nicotiana glauca toxicosis of cattle. J Vet Diagn
Invest. 5:49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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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의내과학교수협의회 편저. 1985. 수의내과학 대가축편(Ⅱ). 166쪽.
4) Keeler RF. et al. 1984. Teratogenicity in swine of the tobacco alkaloid
anabasine isolated from Nicotiana glauca. Teratology. 30(1):61∼69.
5) Keeler RF and Crowe MW. 1984. Teratogenicity and toxicity of wild tree
tobacco, Nicotiana glauca in sheep. Cornell Vet. 74(1):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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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꼬마리

학 명: Xanthium strumarium L.
영어명: Cocklebur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지식시스템>

도꼬마리는 국화과의 한해살이풀이다. 동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에 분포한다.
한반도에서는 외래종으로서 토착화한 식물이다. 높이는 1m 정도이며 전체에 털이
있고 줄기는 곧게 선다. 잎은 어긋나며 잎자루가 길고, 길이가 5∼15cm의 넓은
삼각형으로 끝이 3∼5갈래로 얕게 갈라지고 3맥이 뚜렷하다. 양면이 거칠거칠하고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있다. 꽃은 원추꽃차례로 8∼9월에 황색으로 피는데, 수꽃의
두상화는 둥글며 끝에 달리고, 암꽃의 두상화는 밑에 달리며 2개의 돌기가 있다.
총포는 길이가 1cm 정도의 타원형으로 갈고리 같은 돌기가 있으며 그 속에 2개의
열매가 들어 있다. 열매는 수과로서 넓은 타원형이며 갈고리 같은 돌기가 있어서
다른 물체에 잘 붙는다.
한방에서는 열매를 창이자(倉耳子)라 하여 치풍･평산제･거풍･두통 등에 사용하고, 민간
에서는감기･두통에 잎을 말려 가루로 만들어 술에 타서 복용한다. 외국에서 도꼬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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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strumarium)에 의한 소, 돼지의 중독, X. cavanillesii에 의한 소, 양의 중독이 보고되고
있다(1, 2, 3, 4, 5).

유독 성분
도꼬마리의 유독성분은 카르복시아트락틸로사이드(carboxyatractyloside)가 동정
되어 있으며 반수치사량(LD50)은 13.5mg/kg 체중(실험용 생쥐 복강투여)으로 보고
되어 있다(6). 카르복시아트락틸로사이드는 세포내의 산화인산화와 미토콘드리아막의
ATP 이동을 방해한다. 도꼬마리 중독 특징 중의 하나인 저혈당은 이 산화인산화의
연합 해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7).
도꼬마리에 의한 가축 중독은 대부분 다 자란 식물이 아니라 땅 위에 떨어져
발아한 열매(자엽기; cotyledon stage, dicotyledonary stage)를 먹어 발생한다. 따라서
중독은 대부분의 경우 이른 봄에 발생한다. 중독량은 어린 소의 경우 cotyledon
7.5∼10g/kg 체중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또 돼지의 경우는 cotyledon을 체중의
0.75∼3% 또는 가시가 달린 열매를 사료의 20∼30%로 투여시 중독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있다(3).
식물체, 제1위 내용물과 오줌의 카르복시아트락틸로사이드 동정과 정량법으로는
박층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이 보고되어 있지만 카르복시아트락틸로사이드 표준품은
시판되고 있지 않다(2).

중독 증상
중독 임상증상은 섭취 후 몇 시간 만에 나타난다. 비틀거림, 침울, 근수축, 경련,
횡와가 나타나며 호흡 및 심박수가 증가하고 중증인 경우에는 12∼24시간 만에
폐사한다. 도꼬마리(X. strumarium)에서 추출한 카르복시아트락틸로사이드를 돼지에
투여한 시험에서는 야외에서 발생한 중독과 마찬가지로 급성 간괴사가 일어나고
현저한 저혈당과 혈청 AST 및 ICDH(이소구연산탈수소효소)의 상승이 관찰된다(3).

32

도꼬마리

병리 소견
해부 및 조직소견은 어떤 동물이든 거의 공통적이며, 간 종대, 간 단면의 점상·
반상 출혈, 흉강과 복강에 황색 액체가 고이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기타 장막의 점상･
반상 출혈, 방광벽의 부종도 보고되고 있다. 조직소견으로는 간중심소엽의 출혈을
동반한 변성과 괴사가 관찰된다.

【참고문헌】
1) Hatch RC. 1982. Toxicologic study of carboxyatractyloside (active principle in
cocklebur- Xanthium strumarium) in rats treated with enzyme inducers and
inhibitors and glutathione precursor and depletor. Am J Vet Res. 43:111∼116.
2) Witte ST. 1990. Cocklebur toxicosis in cattle associated with the consumption
of mature Xanthium strumarium. J Vet Diagn Invest. 2:263∼267.
3) Stuart BP. 1981. Cockleburn toxication in swine: review and redefinition of
the toxic principle. Vet Pathol. 18:368∼383.
4) Mendez MC. et al. 1998. Intoxication by Xanthium cavanillesii in cattle and
sheep in southern Brazil. Vet Hum Toxicol. 40:144∼147.
5) Riet-Correa F. et al. 1998. Recently encountered poisonous plants of Rio
Grande do Sul and Uruguay. In toxic plants and other natural toxicants. p1∼5.
6) Martin T. et al. 1986. Cocklebur poisoning in cattle. J Am Vet Med Assoc.
189:562∼563.
7) Luciani S. et al. 1971. Effects of carboxyatractyloside, a structual analogue of
atractyloside, on mitochondorial oxidation phosphorylation. Life Sci. 10:96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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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독미나리

학 명: Cicuta virosa L.
영어명: Water hemlock

<출처: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독이 많은 미나리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미나리과 독미나리속 다년초로
다른 이름은 독근, 독물 퉁소대, 독근채화라고도 한다. 쌍떡잎식물 산형화목 미나리과의
여러해살이풀로 분류되며 한국, 일본, 중국, 시베리아, 유럽, 북아메리카에 분포한다.
높이는 약 1m 정도이며 6∼8월에 개화기이다. 잎은 식용식물인 미나리와의 감별이
중요하다. 독미나리의 잎은 2회 깃꼴로 갈라지고 소엽은 선상 피침형 또는 넓은
피침형이다. 반면에 미나리의 잎은 1∼2회 깃꼴로 갈라지고 소엽은 난형이다.
꽃은 백색이며 큰 복산형 꽃차례로 달린다. 큰 산경 끝에 20개 내외의 산경이
있는데, 그 박은 산경에 10개 내외의 꽃이 달린다. 열매는 달걀 모양 구형으로 10월에
익으며 굵은 능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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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성분
독미나리의 땅속줄기와 뿌리에는 레진의 일종인 유독한 시큐톡신(cicutoxin)과
cicutin 같은 알칼로이드가 함유되어 있다(1). 시큐톡신은 신경계에 주로 작용하는
맹독성 물질이다. 붓순나무의 아니사틴과 독빈도리의 크리아미르틴과 마찬가지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γ-아미노낙산(GABA)의 작용에 대항하여 중독증상을 일으킨다.
이외에도 쿠마린이 전초에 함유되어 있는데, 이러한 독성분은 특히 뿌리와 열매에
함량이 매우 높다.

임상 증상
임상증상으로는 시큐톡신이 GABA(gama-amino-butyric acid) receptor를 억제하여
중독증상이 발생한다. 초기에는 무스카린성 효과인 구토, 복통, 설사, 타액과다, 발한,
호흡곤란, 산동･축동, 저혈압･고혈압, 서맥･빈맥 등이 나타난다. 니코틴성 효과는
비교적 약하지만 발작, 경직성 운동이 나타날 수 있다. 많은 양을 섭취하면 경련을
일으키다가 호흡이 정지된다(2).

병리 소견
급성으로 폐사하기 때문에 특징적인 혈액생화학적 소견과 병리소견은 적지만 근육
경련 등의 영향으로 CK, LDH, AST 등이 2차적으로 상승한다.

【참고문헌】
1) Uwai K. et al. 2000. Exploring the structural basis of neurotoxicity in C(17)polyacetylenes isolated from water hemlock. J Med Chem. 43:4508∼4515.
2) 임경수 외 3명. 2013. 한국의 독초. 군사출판사. 130∼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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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들깨

학 명: Perilla frutescens var. japonica (Hasssk.) H.Hara
영어명: Perilla

<출처: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들깨는 자소과의 일년초로 자소(frutescens L. Britton var. crispa (Thunb.)
Decne)의 변종이다. 원산지는 인도와 중국으로 일본에서도 옛 부터 재배되어 왔다.
잎은 자소보다 약간 크고 초록색이면서 선명하지 않다.
씨앗은 50% 정도 건성유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를 짜낸 것이 임유이다. 임유는
식용 외에 페인트, 인쇄용 잉크, 일본 우산, 기름종이 등의 방수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또 채종유가 사용되기 전까지는 등화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임유는 α-리놀
렌산을 많이 함유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건강식품으로도 주목 받고 있다. 한편 잎은
페릴라케톤(perilla ketone) 등의 3위치 환프랑을 함유하여 독특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식용으로는 그다지 이용하지 않는다(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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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성분
들깨 잎에는 페릴라케톤, 에고마케톤(egomaketone) 등 3위치 환프랑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다(3). 이 물질들은 흑반병이 발생한 고구마가 생산하는 피토알렉신의
이포메아놀과 비슷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 마포메아놀과 마찬가지로 이를 섭취한
소에서 급성 폐수종과 폐기종(간질성 폐렴)을 일으킨다(4, 5).

임상 증상
미국에서 소의 중독사례와 송아지 급여 시험에 대한 보고가 있다(4, 5). 야외에서는
소가 급사하여 이상을 처음 인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급여시험에서는 호흡수의 증가
및 호흡곤란이 관찰되고 유연 현상을 보이는 소도 있었다. 중증 예에서는 급여 후
23시간 만에 폐사했다는 보고가 있다.

병리 소견
급성 폐수종과 폐기종이 특징적이다. 송아지 급여 시험의 육안소견으로는
폐 확장이 관찰되고 무게도 증가하며, 폐기종도 보였다. 조직소견으로는 Ⅱ형 폐포
상피세포의 과잉 증식에 의해 광범위하게 세포밀도가 증가하고 종종 폐포강 전체를
손상시키며 흉막하 조직과 폐소엽간 중격은 수종과 기종에 의해 비후되어 있었다.
또 폐포강에는 가벼운 정도로 탐식세포가 증가해 있었다.

【참고문헌】
1) Garst JE. et al. 1985. Species susceptibility to the pulmonary toxicity of 3-furyl
isoamyl ketone (perilla ketone): in vivo support for involvement of the lung
monooxygenase system. J Anim Sci. 60(1):24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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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uerry-Force ML. et al. 1988. Morphology of noncardiogenic pulmonary edema
induced by perilla ketone in sheep. Am J Pathol. 133(2):285∼297.
3) Wilson BJ. et al. 1977. A potent lung toxin from the mint plant, Perilla frutescens
Britton. Science. 197(4303):573∼574.
4) Kerr LA. et al. 1986. Intoxication of cattle by Perilla frutescens (purpie mint).
Vet Hum Toxicol. 28:412∼416.
5) Linnabary RD. et al. 1978. Acute bovine plumonary emphysema produced by

Perilla frutescens. Mod Vet Pract. 59:68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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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디기탈리스

학 명: Digitalis purpurea L.
영어명: Foxglove

<출처: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심장병풀 또는 심장풀이라고도 한다. 디기탈리스는 유럽이 원산지인 현삼과 다년초로
관상과 약용을 위해 재배되고 있다. 꽃송이가 화려하며 매력적이다(1).
똑바로 선 한 개의 줄기는 1∼1.5m이다. 학명의 유래는 손가락(digitus)으로 꽃 모양이
손끝과 닮았기 때문이다. 영어명 foxglove(여우 장갑)은 꽃이 장갑과 닮았다는 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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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한다(1). 단순히 디기탈리스라고 하면 D. purpurea를 가리키지만 이 밖에도 디기탈
리스속에는 D. lanata와 D. lutea 등이 있다.

유독 성분
디기탈리스는 풀 전체가 강심배당체(purpurea glycoside A 및 B)를 함유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가수분해 되어 강심배당체 디기톡신(digitoxin)과 기톡신(gitoxin)을 유리
시킨다(2). 디기톡신은 ATPase를 억제하여 세포의 Na+/K+ pump가 정상적으로 작동
하지 못하게 하며 결국 세포내 Na+, Ca++이 증가된다. 따라서 심근 수축력이 증가
하고 심한 경우 심정지를 유발한다(1).

임상 증상
중독증상으로는 산통, 설사, 빈맥, 운동실조, 식욕부진 등이 보고되었으나 모두
특징적이지는 않으며 동물이 급사하여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외에서는 소와
사슴의 중독이 보고되고 있다(3, 4).

【참고문헌】
1) 김원학 외 2명. 2014. 독을 품은 식물 이야기. 문학동네. 228∼234쪽.
2) Hoji K. 1961. Studies on the constituents of Digitalis purpurea L. XXVI. Purpurea
Glycoside-A and Purpurea Glycoside-B from Digitalis seeds. Chem Pharm Bulletin.
9(7):576∼578．
3) Thomas DL. et al. 1987. Suspected foxglove (Digitalis purpurea) poisoning in a dairy
cow. Vet Rec. 120(13):300∼301.
4) Corrigall W. et al. 1978. Foxglove (Digitalis purpurea) poisoning in farmed red
deer (Cervus elaphus). Vet Rec. 102(2):11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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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마취목

학 명: Pieris japonica
영어명: Japanese pieris

<출처: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산지와 초원의 약간 건조한 곳에 자생하는 철쭉과의 상록 저목으로 추위와 건조에
강하고 너도밤나무대의 상부에도 자생하고 있다. 3월부터 5월에 가지 끝에 흰색이나
핑크색 꽃을 송이 모양으로 가득 피운다. 일본에서는 만요슈시대부터 친숙한 식물
이며 정원수로 심기도 한다. 마취목은 한자로 ‘馬酔木’이라고 쓰고 말이나 소가
잎사귀를 먹으면 취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최근에도 특히 양과
산양의 중독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1, 2, 3).
철쭉과는 103개의 속과 3350개의 종이 포함된 거대한 과이다. 철쭉속은 철쭉,
석남을 포함하여 850개나 되며 대부분 원예식물로 재배된다. 또한 이 속은 비교적
간편한 이종간 인공교배를 통하여 엄청난 숫자의 원예종이 만들어지고 있다. 철쭉과
식물의 유독성은 옛 부터 알려져 있으며, 기원전 4세기의 그리스 철학자 크세노폰은
그의 저서에서 병사들이 철쭉속 식물과 하나히리노키(Leucothoe grayana)의 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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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한 벌꿀에 중독된 모습을 기록하였다. 최근에도 터키에서 철쭉속 꽃에서 채취한
벌꿀을 먹고 사람이 중독 사고를 일으켰다는 보고가 있다(4).

유독 성분
철쭉과 식물에는 디테르펜 구조를 지닌 그라야노톡신(grayanotoxin) I∼Ⅲ 등의
유독물질이 동정되어 있다. 그라야노톡신이라는 이름은 이것이 처음 동정된 하나히
리노키의 학명 Leucothoe grayana에서 유래한다. 이 중 그라야노톡신 I은 안드로메도
톡신(andromedotoxin)이라고도 불린다. 또 주황철쭉에서 추출한 로도톡신
(rhodotoxin)과 마취목에서 추출한 아세보톡신(asebotoxin)도 그라야노톡신 I과 동일한
물질이다.
그라야노톡신은 세포막 위의 나트륨 채널과 결합하고 이로 인해 세포가 흥분과
탈분극 상태를 지속하여 칼슘이 쉽게 유입된다. 그 결과 골격근과 심근의 수축력을
높여 기외수축을 일으킨다(5).
위의 기술처럼 철쭉과에는 많은 종류가 있으며 또 원예용으로 만들어진 교잡종도
매우 많다. 게다가 개개의 유독물질 함량은 매우 다르다(5). 따라서 중독량을 결정
하기는 어렵지만 네가지의 경우 소가 체중의 1%를 섭취해도 죽는다고 가축 유독
식물학에 기술되어 있다. 또 마취목은 산양의 경우, 체중의 0.01%를 섭취하면 중독이
일어난다(2).

임상 증상
그라야노톡신은 처음에 미주신경을 자극하고 나중에 이를 마비시킨다. 섭취 후
몇 시간 만에 발병하고 구토와 포말성 유연을 일으키며 가벼운 경우에는 침울,
사지를 쭉 뻗기, 비틀거림, 지각과민 증상을 일으킨다. 또 중증인 경우에는 사지
마비, 기립불능, 간헐성 산통, 복부팽만, 호흡촉박, 약하고 고르지 못한 맥박, 전신
마비 증상이 있다. 단 회복이 빠르고 치사율이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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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 소견
일반적으로 격렬한 위염증이 나타난다. 피하혈관의 노장, 위장점막 및 심근의
출혈반, 또는 신장 수질부에 가벼운 충혈이 보인다. 뇌 및 연뇌막은 현저한 충혈을
보인다.

【참고문헌】
1) Hollands RD and Hughes MC. 1986. Pieris formosanum poisoning in the
goat. Vet Rec. 118:407∼408.
2) Plumlee KH. et al. 1992. Japanese pieris toxicosis of goats. J Vet Diagn
Invest. 4:363∼364.
3) Power SB. et al. 1991. Pieris poisoning in sheep. Vet Rec. 128:599∼600.
4) Sutlupinar N. et al. 1993. Poisoning by toxic honey in turkey. Arch Toxicol.
67:148∼50.
5) Spoerke DG. 1990. Grayanotoxines. In toxicity of house plant. (CRC press)
p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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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만년청

학 명: Rohdea japonica (Thunb.) Roth
영어명: Japanese rhodea

<출처: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오랫동안 푸르름을 유지하기 때문에 만년동안 푸르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백합과에 속하며 난대지방에 분포되어 있다. 한자로 만년청이라 표기되며 상록의
다년초라는 뜻이다. 높이는 10∼20cm 이며 5월에서 7월에 개화한다. 처음에는 강심제,
이뇨제로 사용되었다. 본 종은 맨 처음엔 야생종이었으나 약용으로 이용하다가
잎에 여러 가지 색채가 든 무늬나 태의 변엽품이 많이 나와 주로 관상용으로 이용
되었다. 따라서 많은 품종을 개발하였고 오늘날 200여 종이 넘는다고 한다.

유독 성분
만년청은 전초에 독성분이 분포하는데, 특히 뿌리에 가장 많은 독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뿌리에 로데인(rhodein), rhodinine, rhodeatoxin, rhodexin 등의 강심배당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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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사포닌인 로데아사포닌이 함유되어 있다(1).

임상 증상
로데인은 디키톡신과 유사한 강심작용이 있으며, 최소치사량은 디기톡신보다 3배
정도 강하고, 이뇨작용도 강하다. 또한 국소자극작용과 구토작용도 나타난다.
가축 중독에 대해서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대량으로 섭취할 경우 오심, 구토, 설사,
기외수축, 미주신경자극, 연수중추흥분, 현운(임신 중 가슴과 배가 더부룩하고 답답
하며 숨이 차는 현상), 심방성 빈맥, 빈맥성 부정맥, 심근억제, 심장전도차단, 심장
마비, Adams-Stock 증후군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2).
해독제는 없으며, 증상에 따라서 보조 치료를 시행한다.

【참고문헌】
1) Murashima T. 1927. Chemische und pharmakologische untersuchungen uber
das Rhodein, ein wirksames Glykosid des japanischen Volksmittels Rhodea

japonica Roth. Tohoku J Exp Med. 8:405∼448.
2) 임경수 외 3명. 2013. 한국의 독초. 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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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멀구슬나무

학 명: Melia azedarach Linn.
영어명: Chinaberry, white cedar, Texas umbrella

<출처: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세계의 온대지역에 널리 분포하는 낙엽 고목으로 가구 재료로 유명한 마호가니
종류이다. 5∼6월에 담자색 꽃을 피우고 10월 무렵 노란색 과실을 맺는데 낙엽이 진
후에도 오랫동안 나무에 매달려 있다. 과실 핵은 긴 타원형으로 5∼6월에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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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개의 씨앗이 들어 있다. 멀구슬나무는 건축과 가구 재료로 사용되는 것 외에도
잎사귀가 비료, 살충제 또는 벌레퇴치에 사용되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는 백단(白檀)의 중국명 栴檀을 전단으로 부른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멀구슬나무와 다르다. 멀구슬나무는 백단만큼 진한 향기를
내지 않는다. 소, 양, 산양, 돼지, 개, 가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가축에서 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며 사람이 중독된 사례도 많다(1, 2).

유독 성분
리모노이드 테트라테르펜 구조를 지닌 멜리아톡신(meliatoxin) A1, A2, B1이 유독
성분으로 분리되어 있다(3). 과실 안의 유독물질의 양은 환경요인과 나무의 성장
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중독량을 결정하기는 어려우나 돼지, 양에 있어 체중의
약 5g/kg이라는 보고가 있다. 또 개의 경우 5∼6개, 어린 아이의 경우 6∼8개의
열매를 섭취하면 죽는다는 보고가 있다(1, 4).

임상 증상
먹구슬나무에 중독되면 진행속도가 빠르고 소화기계와 신경계 임상증상이 섭취 후
2∼4시간 만에 나타난다. 주된 증상에는 식욕부진, 구토, 설사, 변비, 산통, 흥분,
경련, 운동실조, 침울, 마비, 혼수가 있고 나아가 순환성 쇼크와 호흡곤란을 거쳐 죽음에
이룬다. 보통 치사량의 멀구슬나무 열매를 섭취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폐사한다.

병리 소견
해부소견에 특이성은 없으나 간장 및 신장의 중증 미만성 충혈과 경련에 의한 2차
근조직 점상출혈 등이 가장 많이 보인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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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Hare WR. 1998. Chinaberry (Melia azedarach) poisoning in animals. In toxic
plants and other natural toxicants. p514∼516.
2) Kwatra MS. 1974. Poisoning by Melia azedarach in pigs. Vet Rec. 95:421.
3) Oelrichs PB. et al. 1985. Toxic tetranortriterpenes of the fruit of Melia azedarach.
Phytochemistry. 22:531∼534.
4) Hare WR. et al. 1997. Chinaberry poisoning in two dogs. J Am Vet Med Assoc.
210:1638∼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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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메밀

학 명: Fagopyrum esculentum Moench.
영어명: Buckwheat

<출처: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메밀은 마디풀과 메밀속 일년초로 종자는 옛 부터 곡물로 이용되어 왔다. 원산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지만 중국 운남성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메밀은 냉랭한
기후에 적합하고 생육기간이 2∼3개월 정도로 짧기 때문에 구황작물로 이용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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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식물이다. 종자가 곡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줄기와 잎은 녹거름이나 풋바심해
사료로 쓰여 왔다.

유독 성분
메밀 종자와 잎줄기에는 파고피린(fagopyrin)이라는 광작용성 물질(photosensitizer
또는 photodynamic compounds)이 함유되어 있다. 파고피린은 히페리신(고추나물
내용 참조)이 두 개 있는 메틸을 기반으로 측쇄가 달린 구조이다(1). 히페리신과
마찬가지로 빛을 받으면 갖가지 라디칼을 생산하여 광선민감증을 일으킨다.
최근 식물에 함유된 유용성분을 건강증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메밀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도 항산화 작용이 있다고 하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추출법에
따라서는 광과민증상의 원인인 파고피린도 플라보노이드와 함께 추출되기 때문에
메밀의 플라보노이드를 추출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2).

임상 증상
고추나물의 의한 광과민 증상과 같은 증상을 나타낸다. 호주에서는 메밀 광과민
증상에 대한 보고가 있다(3).

【참고문헌】
1) Ebermann R. et al. 1996. Natural products derived from plants as potential
drugs for the photodynamic destruction of tumor cells. J Photochem Photobiol
B:Biol. 36:95∼97.
2) Hinneburg I and Neubert RH. 2005. Influence of extraction parameters on
the phytochemical characteristics of extracts from buckwheat (Fagopyrum

50

메밀

esculentum) herb. J Agric Food Chem. 53(1):3∼7.
3) Mulholland JG and Coombe JB. 1979. A comparison of forage value for sheep
of buckwheat and sorghum stubbles grown on the Southern Tablelands of
New South Wales. Aust J Exp Agric Anim Husb. 19:29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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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목화

학 명: Gossypium indicum Lam.
영어명: Cotton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지식시스템>

아욱과의 한해살이 또는 목본성 작물로, 높이 60∼150cm로 줄기는 열개의 가지로
나뉘고, 잎은 긴 잎자루를 가진 손바닥 모양이며, 잎의 반대쪽에 흰색 또는 노란색
꽃이 핀다. 일반적으로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홍색으로 변한다. 열매는
달걀 모양의 녹색 삭과로서 익으면 속이 3∼5개로 갈라지고, 수십 개의 종자가
나온다. 씨앗의 표피 세포가 순백색 털로 발달하는데, 이것을 솜으로 이용 하거나
실로 뽑아 옷감을 짠다. 목화는 종류에 따라 육지면･해도면･아시아면･인도면 등으로
구분된다.

유독 성분
유독성분인 고시폴(Gossypol)은 씨, 줄기, 잎에 있는 노란색 색소이며 페놀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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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 세포에 침투하여 탈수효소 활성을 억제한다. 주로 가축에게 면실박(목화
씨 깻묵)을 급여하면 중독이 발생한다.

임상 증상
단위동물(돼지, 말), 송아지, 조류에서 중독이 발생하는데 주로 돼지에서 중독이
발생한다(1). 젖소 성우에게 고시폴을 경구 투여하여 폐사가 발생하거나, 육성돈과
비육돈 300두 중 5%가 폐사하고 20%가 4∼6주간 아픈 사례가 있다(2). 주요 임상
증상은 식욕부진, 호흡장애, 복부팽만이다(2).

<고시폴에 중독되어 폐사되거나 아픈 돼지, 출처: 참고 2>

병리 소견
심근에 독성을 일으키는데 울혈성 심부전에 의한 전신부종이 나타나며 심장이 둥글고
창백하다(1, 2). 간에 울혈이 관찰된다. 조직학적으로 심근과 골격근 괴사, 간중심소엽성
괴사가 관찰된다(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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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수의내과학교수협의회. 1985. 수의내과학 대가축편(Ⅱ). 대영문화사. 167쪽
2) Haschek WM et al. 1989. Cottonseed meal (gossypol) toxicosis in a swine
herd. J Am Vet Med Assoc. 195(5):61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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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미국 흰독말풀

학 명: Datura meteloides DC. ex Dunal
영어명: Thornapple, sacred datura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지식시스템>

흰독말풀의 원산지는 아메리카의 열대지역이며 가지과 일년초이다. 줄기는 1m
이상으로 똑바로 선 채 많은 가지를 지니고 있다. 잎의 길이는 8∼15cm 정도로 양면
모두 털이 없다. 꽃이 피는 시기는 여름부터 가을까지로 옅은 자주색이나 흰색의
나팔모양 꽃을 피우는데 꽃이 흰색인데서 이름이 유래하였다. 과실은 광란형으로
길이 3cm 정도이며 가시가 많다. 이 식물의 Jimsonweed라는 별칭은 영국 통치 시절
미국 동부 마을 제임스타운(Jamestown, 현재의 버지니아주)에 주둔한 영국군 병사가
이 풀 때문에 집단중독을 일으킨 데서 유래한다. 털독말풀은 북미 원산으로 관상용
으로 널리 재배되고 있다. 줄기와 잎의 아래에는 미세한 털이 밀집되어 있다. 꽃은
흰독말풀보다 크고 꽃이 피면 직경 10cm 이상에 달한다. 일본에 가장 먼저 전해진
꽃은 털독말풀이다. 털독말풀은 아시아의 열대지역이 원산지로 에도시대에 중국을
경유하여 일본에 전해졌고 약초로 재배되었다. 하나오카 세이슈의 전신마취 수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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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일본에서는 재배하기 어려워 현재 약초원말고는 볼 수
없다.
그런데 목본인 나무 조선나팔꽃(Brugmansia suaveolens)과 천사의 나팔꽃(B.

candida)이 원예점에서 엔젤트럼펫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가정에서 재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Brugmansia속은 과거에는 Datura속에 포함되었으나 초본 Datura속에서
분리되었다. 아름다운 이름을 지니고 있지만 엔젤트럼펫도 초본 Datura속과 마찬
가지로 유독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유독 성분
흰독말풀 등의 Datura속 식물은 잎에 히오시아민(hyoscyamine)을 함유하고 있다.
히오시아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측쇄 트로픽산(tropic acid) 부분이 라세미화한 것이
아트로핀(atropine)이다. 흰독말풀 잎은 만다라 잎으로 불리며 유황 아트로핀 제조
원료이기도 하다. 한편 씨앗에는 스코폴라민(scopolamine)을 함유하고 있다. 이들
알칼로이드는 Datura속이 아니라 사리풀(Hyoscyamus niger), 벨라돈나(Atropa

belladonna), 미치광이풀(Scopolia japonica) 등의 가지과 식물에도 함유되어 있다.
히오스시아민, 스코폴라민 그리고 아트로핀 등은 트로판(tropane) 골격이 기본이므로
트로판 알칼로이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트로핀과 소코폴라민은 대표적인 무스카린 길항약으로 무스카린 수용체에 대한
아세틸콜린의 결합을 경쟁적으로 막음으로써 부교감신경 흥분차단 작용을 나타낸다.
아트로핀과 스코폴라민은 약효에 거의 차이가 없고 동물 종류에 따른 차이도 적다고
한다. 치료량에 있어서는 중추작용을 거의 보이지 않고 빈맥, 산동, 타액분비와 위운동
저하 등이 보인다. 대량 섭취하면 중추신경계가 흥분을 일으킨다. 동시에 근육 긴장
지배능력이 저하되므로 운동협조부전이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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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증상
중독증상에는 일반적으로 아트로핀 중독증상인 빈맥, 산동 타액분비와 위운동
저하 등이 있다. 중독에 의한 위 이완증에 의해 섭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동적
으로 털독말풀 섭취가 감소하여 중독으로 폐사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소의
경우 제1위액의 VFA농도가 상승한다고 한다(1). 돼지가 트로판 알칼로이드에 대한
감수성이 제일 높으며 소, 말, 닭 순서로 감수성이 낮아진다. 돼지는 사육 중 알칼
로이드 농도가 1.5mg/kg까지는 중독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되었는데, 닭은 사육 중
알칼로이드 농도가 75mg/kg까지도 이상이 없었다(2, 3).

병리 소견
육안으로는 폐의 충혈, 수종, 흉수 저류, 수막충혈 및 뇌실확장이 관찰된다. 또
뇌·위·소장 등에 질식의 특징소견인 점상출혈이 나타난다.

【참고문헌】
1) Mateus L. et al. 1998. Capillary electrophoresis for the analysis of tropane
alkaloids: pharmaceutical and phytochemical applications. J Pharm Biomed
Anal. 18:815∼25.
2) Nelson PD. et al. 1982. Jimson weed seed toxicity in cattle. Vet Hum
Toxicol. 24:321∼325.
3) Piva G and Piva A. 1995. Anti-nutritional factors of Datura in feed stuffs.
Nat Toxins. 3:23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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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자리공

학 명: Phytolacca americana L.
영어명: Pokeweed

<출처: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미국자리공은 북미원산 귀화식물로 자리공과의 다년초이다. 홍자색 줄기는 2m
정도이며 초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긴 꽃대에 여러 개의 꽃이 어긋나게 붙어서 자라며
홍자색 과실이 열린다. 재래종 자리공(Phytolacca acinosa)은 미국자리공보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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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줄기는 녹색이다. 뿌리가 두껍고 땅속 깊이 뻗은 점이 우엉과 닮았다고 해서
자리공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엉겅퀴의 뿌리가 자리공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미국자리공 뿌리를 먹을 수 있는 걸로 착각하여 가끔 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유독 성분
유독성분은 트리테르페노이드 사포닌인 피톨라 카톡신(phytolaccatoxin), 아글리콘은
피톨라카게닌(phytolaccagenin)이다. 이 물질은 풀 전체에 함유되어 있는데 뿌리에
많고 과실에는 적다. 또 뿌리에는 초산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뿌리와 열매에
질산칼슘의 독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미국자리공 뿌리줄기는 렉틴의 일종인 포크위
드미토겐(PWM)도 함유하고 있으며, 포크위드미토겐은 림프구 유약화, 적혈구 응집
활성 등을 지니고 있다.
자리공과의 다른 식물도 유독하며 남미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볼 수 있는 자리공과
목본(packalacca, Phytolacca dioica）과실에 의한 소와 닭의 중독사례, Phytolacca

decandra에 의한 양의 중독이 보고되고 있다(1, 2).

임상 증상
생즙이 피부에 닿으면 거대한 수포가 생기지만 큰 통증은 없다. 소의 경우, 유산,
혼수, 경련, 설사, 구토 등을 볼 수 있다. 미국의 실험에서는 두 마리 젖소에게
미국자리공을 옥수수 사일리지와 급여한 결과, 기호성이 매우 나빴고 혼합된 미국
자리공을 먹지 않았다. 12시간 동안 한 마리는 미국자리공 4파운드, 또 한 마리는
1파운드를 섭취했다. 4파운드 섭취한 소는 설사와 체온저하를 보였으나 목초를
먹으려고 했고 젖 분비량도 그대로였으며, 1파운드 섭취한 소는 가벼운 설사를 하는데
그쳤다(3).
칠면조의 갓 태어난 새끼에게 미국자리공 과실을 급여한 결과 폐사율이 증가했고

59

동물의 중독성 식물 도감

체중이 늘지 않았으며, 운동실조, 무릎 관절부의 종창, 배에 물이 차는 현상이 증가
하고 죽은 새끼의 담낭이 종대되어 갈색 액체가 고여 있었다(4).

【참고문헌】
1) Storie GJ. et al. 1992. Suspected packalacca (Phytolacca dioica) poisoning of
cattle and chickens. Aust Vet J 69:21∼22.
2) Peixoto PV. et al. 1997. Phytolacca decandra poisoning in sheep in southern
Brazil. Vet Human Toxicol. 39:302∼303.
3) Kingsbury JM and Hillman RB. 1965. Pokeweed (Phytolacca) poisoning in a
dairy herd. Cornell Veterinarian. 55:534∼538.
4) Barnet BD. 1975. Toxicity of pokeberries (fruit of Phytolacca americana
Large) for turkey poults. Poult Sci. 54:12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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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아재비

학 명: Ranunculus japonicus Thunb.
영어명: Buttercup, crowfoot

<출처: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미나리아재비는 우리나라 산이나 들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미나리와 비슷
하다고 하여 명칭의 뒤에 아재비(아저씨의 방언)라는 단어가 붙었다. 생육환경은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의 약간 건조한 땅에서 자란다. 키는 50∼70㎝이고, 잎은 길이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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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폭이 3∼10㎝로 뭉쳐서 나고, 잎자루는 길고 오각상 원심장형으로서 3개로
갈라지고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없다. 꽃은 짙은 노란색으로 줄기 끝에 여러 송이가
붙어서 핀다. 열매는 8∼9월경에 길이가 2∼2.5㎝ 정도로 달리고 약간 편평하며 끝에
짧은 돌기가 있다. 꽃은 노란색이 마치 “유화”에 사용하는 물감처럼 광택이 많이 나서
쉽게 알 수 있다. 관상용으로 쓰이며, 어린 잎과 줄기는 식용(유독성 식물임), 전초는
약용으로 쓰인다.

유독 성분
미나리아재비에는 배당체 라눈쿨린(ranunculin)이 함유되어 있으며 잎을 갈아 으깸
으로써 가수분해되어 프로토아네모닌을 발생시키고 이는 미나리아재비의 유독성분으로
생각된다(1). 프로토아네모닌은 담황색, 유성으로 휘발성이 높고 피부와 점막에
자극성이 강한 물질이다. 이 자극은 프로토아네모닌이 피부와 점막의 황화물과 결합
하여 일어난다고 생각된다. 프로토아네모닌은 건조와 자비에 의해 2분자가 중합하여
아네모닌(anemonin)이 되는데 이 물질에는 휘발성과 자극성이 없다.
프로토아네모닌은 킨보우게과 식물에 널리 존재하며 미나리아재비를 포함한

Ranunculus속을 비롯해 Anemone속(바람꽃 종류), Clematis속(사위질빵, 기타 원예용
클레메티스류), Helleborus속(크리스마스 로즈류) 등에 함유되어 있다.
킨부우케과 식물의 독성은 식물 안에 프로토아네모닌이 많을수록 강하지만 프로
토아네모닌 함량은 식물의 종류와 성장과정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프로토아네모닌을
가장 많이 함유하는 식물은 Ranunculus bulbosus와 Helleborus niger로 잎의 습중량
(濕重量)에 각각 0.78%, 0.58% 함유되어 있다(2, 3).

임상 증상
‘가축유독식물학’에 따르면 피부 및 점막에 자극이 강하고 주 증상은 입안의 종창,
위장염, 산통, 설사 등이다. 더욱이 중증인 경우에는 흑색의 악취가 나는 변이나 혈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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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설하고 구토, 신경증상, 호흡이 가라앉는 증상, 동공확대를 거쳐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과거 홋카이도에서는 풀이 적은 이른 봄에 방목한 소가 중독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상기 증상 외에 혈뇨나 적색의 쓴 우유를 배출했다는 기록이 있다.
외국에서는 애기미나리아재비(Ranunculus acris subsp. acris)을 섭취한 개에 심한
두드러기가 일어났다는 보고가 있다(3). 또 buttercup(Ranunculus bulbosus)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소의 중독 사례가 있으며 간독성과 2차적 광선민감증이 보고되었으나, 프로
토아네모닌의 간 독성에 대한 내용은 없어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4).

병리 소견
위점막이 확장되어 출혈반이 있고 위 내용물에 혈액이 섞여 있다. 또 간장에는
출혈성 간염이 보인다.

【참고문헌】
1) Hill R and van Heyningen R. 1951. Ranunculin: the precursor of the vesicant
substance of the buttercup. Biochem J. 49:332∼335.
2) Bonora, A. et al. 1985. Separation and quantitation of protoanemonin in
Ranunculacea by normal and reversed-phase HPLC. Planta Med. 51:346∼349
3) Winters JB. 1976. Severe urticarial reaction in a dog following ingestion of
tall field buttercup. Vet Med Small Anim Clin. 71:307.
4) Spoerke DG. 1990. Protoanemonin. In toxicity of house plant. (CRC press)
p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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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광이풀

학 명: Scopolia japonica Maxim.

<출처: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가지과의 다년초인 미치광이풀은 심산의 바위밑이나 음습한 나무밑에서 볼 수
있다. 뿌리줄기는 굵고 옆으로 뻗으며 줄기는 성기게 갈라지고 높이는 30∼60cm
정도이다. 잎은 도란상 광타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호생하며 밑은 좁고 끝이 뾰족하며
날카롭다. 꽃은 4∼5월에 피며 엽액에 1개씩 달려서 밑으로 쳐지고 꽃받침은 녹색
이며 5개로 불규칙하게 갈라진다. 화관은 종형이며 끝이 5개로 얕게 갈라지고 자줏
빛이 도는 황색이며 수술은 5개이다. 과실은 삭과로서 둥글고 숙존악에 싸여 있으며
종자는 구형이다.
미치광이풀은 환경부에서 희귀식물로 지정하고 있으며 전초에 알칼로이드 0.3% 이상,
scopolamine, dl-hyoscyamine, atropine, dl-hyodcysmine 등의 tropane 알칼로이드와
scopolemine 및 scopolin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성질은 차고 맛은 쓰며
독성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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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성분
전초에 유독 성분이 고루 분포하고, 특히 뿌리에 많으며, 봄철에 더욱 독성이
강하다. 트로판 알칼로이드 성분인 히오스시아민, 스코폴라민, 아트로핀을 함유하고
있어서 독성이 강하다(1).

임상 증상
대뇌피질의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면서 주로 항콜린성 증후군이 나타나는데, 신경계의
말초성 증상은 구강건조와 구역질, 구토, 장음감소, 산동, 시력장애, 눈부심, 피부홍조
등이 나타나며 중추성 증상은 의식장애, 환청, 환시, 발작, 구음장애, 행동장애 등이
나타난다.

【참고문헌】
1) 임경수 외 3명. 2013. 한국의 독초. 322∼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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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백합

학 명: Lilium longiflorum Thunb.
영어명: Lily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지식시스템>

백합과(Liliaceae)에 속하는 다년생초이다. 흔히 백합이라 하면 나리속(Lilium)
식물 전체를 가리키나 특히 이 종처럼 흰 꽃을 피우는 종류를 지칭하며 흰나리･나팔
백합 또는 철포백합이라고도 부른다. 키가 1m까지 자라고 비늘줄기는 약간 납작한
공처럼 생겼다. 잎은 잎자루 없이 줄기를 감싸며 어긋난다. 꽃은 5∼6월에 줄기
끝에서 2∼3송이씩 옆 또는 아래쪽을 향해 벌어져 피고 보통 향기를 지니지만 품종에
따라 향기가 없는 것도 있다.

유독 성분
발병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다(1). 널리 장식용으로 쓰이는 백합과의 Hemerocallis속
식물을 섭식한 고양이에서 독성작용이 나타났으며 신장독성이 강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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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증상
고양이는 2∼4시간 간격으로 구토를 보인다(2). 또한 구토와 동시에 침울하며 식욕
감퇴를 보인다. 12∼24시간이 지난 후 다뇨를 보이며 탈수에 의한 무뇨성 신장 부전이
나타난다. 구토가 36시간이 지난 후 다시 발생하며 쇠약이 동반된다. 3∼4일 후 횡와
자세를 보이며 4∼7일 후 폐사한다. 개는 많은 양을 섭식하더라도 미약한 위장관
장애만 보인다.

병리 소견
임상병리 소견으로 높은 백혈구 수치를 보이며 BUN, phosphate, K+이 매우 높아
진다. 또한 creatinine이 40㎎/㎗로 상승하며 AST, ALT가 증가한 후 ALP가 상승한다.
심한 단백뇨와 당뇨를 보이며 요비중이 낮고, 많은 수의 세뇨관 상피내 결정체를
보인다(2). 병리해부 소견으로 신장 종대와 신장 주위에 심한 부종이 나타나고 위장
관내 내용물이 없다. 병리조직 소견으로는 심한 급성 신세뇨관 괴사와 집합관에서의
많은 결정체가 관찰된다(2).

【참고문헌】
1) Langston CE. 2002. Acute renal failure caused by lily ingestion in six cats. J
Am Vet Med Assoc. 220(1):49∼52.
2) Rumbeiha WK et al. 2004. A comprehensive study of Easter lily poisoning in
cats. J Vet Diagn Invest. 16(6):5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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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복사나무

학 명: Prunus persica (L.) Batsch
영어명: Peach tree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지식시스템>

복숭아(Prunus persica)는 장미과 벚나무속에 속하는 복사나무의 열매이다. 원산지는
중국이다. 복사나무는 복숭아나무라고도 부르며, 갈잎 작은 키 나무이다. 대한민국
에서 사과나무, 귤나무, 감나무, 포도나무에 이어 많이 기르는 과일 나무이다. 동양
미술에서 복숭아는 이상 세계에서 자라는 나무의 과일로 묘사된다. 유사종으로 백색
꽃이 피는 백도(Prunus persica for. alba Schneider)와 붉은 꽃이 피는 홍도(Prunus

persica for. rubro-plena Schneider) 등이 있다.

유독 성분
복숭아씨에는 청산배당체인 아미그달딘(amygdalin)이 극소량 들어 있는데 이것이
유독성분이다. 아미그달린이 분해되면서 청산이온이 생기며 시안화칼륨(potas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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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anide, KCN)은 시안화수소와 칼륨의 화합물로써 흔히 청산칼륨 혹은 청산가리
라고도 한다. 청산가리 치사량은 0.15g으로 강력한 독극물이다.

임상 증상
일반적으로 급성형이며 중독된 동물은 1∼2시간 이상 생존하는 사례가 드물다(1).
섭취 후 10∼15분에 증상이 나타나고 호흡곤란, 불안, 신음, 횡와를 보이며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후궁반장과 간대성 경련을 보인다(1).

병리 소견
심급성형은 혈액이 선홍색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무산소혈증으로 인해 암적색을
띈다(1). 혈액응고가 지연되고 골격근은 흑색으로 변하고 기관과 폐는 충혈 및 출혈을
보인다(1). 제4위와 소장에도 점상 및 반상 출혈이 나타난다.

【참고문헌】
1) 수의내과학교수협의회. 1985. 수의내과학 대가축편(Ⅱ). 대영문화사. 5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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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복수초

학 명: Adonis amurensis Regel & Radde
영어명: Adonis

<출처: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복수초는 우리나라 전국의 숲속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늦겨울의 눈을 뚫고
이른 봄에 황금색의 꽃이 피는 형상이 복과 장수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뜻에서 명명
되었다. 생육환경은 햇볕이 잘 드는 양지와 습기가 약간 있는 곳에서 자란다. 키는
10∼15㎝이고, 잎은 3갈래로 갈라지며 끝이 둔하고 털이 없다. 꽃대가 올라와 꽃이
피면 꽃 뒤쪽으로 잎이 전개되기 시작한다. 꽃은 4∼6㎝이고 줄기 끝에 한 송이가
달리고 노란색이다. 열매는 6∼7월경에 별사탕처럼 울퉁불퉁하게 달린다.
우리나라에는 최근 3종류가 보고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자라는 “세복수초”,
“개복수초”와 “복수초”가 보고되었다. 여름이 되면 하고현상(고온이 되면 고사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품종이다. 관상용으로 쓰이며, 뿌리(복수초근)를 포함한 전초는 약용
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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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성분
복수초는 뿌리는 물론 꽃에도 독성이 있다. 그중 뿌리의 독성이 가장 강하다(1).
맹독성 식물로 알려져 있는데, 전초에는 시마린(cymarin)과 아도니톡신(adonitoxin),
아도니톨, digitoxigenin, adonilide 등의 카데놀라이드계(cardenolide) 강심배당체가
함유되어 있다(2). 동물실험 결과 심장을 수축시켜 활동을 느리게 하며 확장기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 증상
중독증상으로는 유연, 구토, 산통,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심장
작용이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맥박이 비정상적으로 강하거나 느리다. 점차 심장
이상흥분 때문에 맥박수가 늘어나고 불규칙, 쇠약해지며 호흡도 약해지고 사지가
차가워지고 경련이 일어나고 비틀거리고 마비, 호흡곤란을 일으킨다. 기타 증상으로
다뇨, 단백뇨, 빈뇨 등도 나타난다. 중증인 경우에는 혼수상태에 빠지고, 사지에
힘이 빠지고, 호흡이 마비되며 마비성 장폐색 증상을 보이고 마지막에는 경련을
일으키며 폐사한다(3).

병리 소견
위장염과 심근염이 주요 특징이며 심내막염, 이완성 심장마비, 폐의 충혈 및 출혈반을
보인다(4).

【참고문헌】
1) 김원학 외 2명. 2013. 독을 품은 식물이야기. 109∼116쪽.
2) 임경수 외 3명. 2013. 한국의 독초. 142∼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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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heung K. et al. 1989. Detection of poisoning by plant-origin cardiac
glycoside with the Abbott TDx analyzer. Clin Chem. (2):295∼297.
4) Spoerke DG. 1990. Cardiac glycosides. In toxicity of house plant. (CRC
press) p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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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붓순나무

학 명: Illicium religiosum
영어명: Japanese star anise, Japanese evergreen tree

<출처: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생하는 붓순나무과의 나무이다. 새싹이 돋아나는 모양이
붓처럼 생겨서 붓순나무라고 하며, 제주에서는 '팔각낭'이라고도 하는데 열매의 바람
개비 모양이 8개의 모서리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잎은 호생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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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 달리기 때문에 윤생한 것처럼 보인다. 혁질(革質)의 잎은 긴 타원형으로 끝이
뾰족하며, 길이는 5∼10㎝, 폭은 2∼4㎝이다. 양면에 털이 없고, 막질이며 거치가
없다. 표면에는 광택이 있고 측맥은 5∼8쌍으로 되어 있는데, 향기가 있다. 꽃은 4월에
녹색 빛을 띤 흰색으로 잎겨드랑이에 달리고, 꽃자루는 길이 1㎝정도 된다. 외화피
6장, 내화피 12장으로 선형이며, 길이는 10∼13㎜이다. 수술은 약 20개, 암술은 보통
8개가 윤생한다.
줄기는 가지에 털이 없고, 어린 가지는 평활하나 늙은 나무가 되면 세로로 얕게
갈라지고, 어린 가지는 녹색이며 털이 없다. 열매는 골돌(蓇葖)로서 바람개비 모양이며
지름은 2∼2.5㎝이다. 외과피는 다육질이고 내과피는 각질이며, 씨는 황색으로서 1개씩
들어 있다. 제주도와 전라남도 진도군, 완도군 등 남쪽의 해발 200m 이하의 계곡
및 산기슭 수풀 속의 습윤한 땅에서 자라는 상록 소교목으로 제주도에서는 해발
400m 이하에 드물게 분포하고 있다.

유독 성분
세스키테르핀 락톤 구조를 지닌 아니사틴(anisatin)은 유독한 성분으로 풀 전체에
함유되어 있는데 특히 열매에 많다. 아니사틴은 피크로톡신과 매우 비슷한 구조를
지닌 경련독으로 독빈도리의 코리아미르틴과 마찬가지로 신경전달물질 γ-아미노낙산
(GABA)의 작용에 대항함으로써 증상을 발현시킨다. 작용부위도 피크로톡신처럼 중뇌
및 연수이다(1, 2).
붓순나무에서는 식물체 안의 방향족화합물 합성경로(붓순나무산 경로)의 중요한
중간체 붓순나무산(shikimic acid)이 분리된 것으로 유명하나 이 물질은 무해하다.
더구나 미야마붓순나무(Skimia japonica Thunb.)는 귤과 식물로 붓순나무과와 유연
관계가 없지만 수피와 잎에는 쿠마린 배당체 스키민(skimmin)이 함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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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증상
과실추출액을 개에게 투여한 실험에서는 피코로톡신처럼 전간형 경련이 보였다고
한다. 사람의 경우 증상이 섭식 수시간 후에 나타나며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사지의 간대성 경련, 의식장애를 동반한 전신 강직경련에 이르게 된다(1).
최근 소의 중독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2, 3). 신경과민, 강직성 경련, 기립
불능 등이 관찰되고 있다.

병리 소견
상기 개의 실험에서는 폐의 출혈성 경색, 부종, 장막하 내 출혈, 위 유문부·신장·
간·뇌의 울혈 등이 보고되고 있다.
소의 중독사례로는 간장, 비장 내 세망내피 세포의 헤모시데린 탐식, 심근세포의
괴사 및 푸르키녜 섬유(Purkinge's fiber)의 종창, 소장 아우어바흐 신경절기(Auerbach
plexus)의 종대 등이 관찰되고 있다(3).

【참고문헌】
1) Kudo Y. et al. 1981. Anisatin, a potent GABA antagonist, isolated from Illicium

anisatum. Neurosci Lett. 25:83∼88.
2) 고바야시 히로아키(小林弘明) 일동. 2003. 흑모 일본종 번식 소의 붓순나무 중
독. 일수회지(日獣会誌). 56:15∼20.
3）후지이 마사유키(藤井眞行) 외 3명. 1999．일본임상 영역별증후군 시리즈. 682∼
684쪽.

75

동물의 중독성 식물 도감

29

사위질빵

학 명: Clematis apiifolia DC.
영어명: Clematis

<출처: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사위질빵은 우리나라 전국의 산기슭에서 자라는 낙엽 덩굴나무이다. 생육환경은
토양이 비옥하고 반그늘이나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에서 나무를 감고 올라가며 자란다.
크기는 약 3m이고, 잎은 길이가 4∼7㎝이며 작은 잎은 달걀 모양이고 가장자리에
거친 톱니가 있다. 참으아리(Clematis terniflora DC.)와 비슷하지만 사위질빵은
줄기가 목질화 되어 있고 잎이 톱니형이라 참으아리와 구별할 수 있다.
꽃은 흰색이며 우산 모양으로 펼쳐지듯 핀다. 꽃자루 길이가 약 5∼12㎝이며 지름이
약 2㎝가량으로 잎 사이에서 나온다. 열매는 9월에 달리고 길이가 1㎝ 정도의 백색
또는 연한 갈색 털이 있다. 관상용으로 쓰이며, 어린 잎은 식용, 줄기는 식용이나
약용으로 쓰인다.

76

사위질빵

유독 성분
성분으로는 anemonol, clematiscampher, clematin(1), labenzyme, saponin 등이
있는데, 이중 아네모놀(anemonol)이 주요 독성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임상 증상
주로 접촉성 피부질환인 피부염, 수포, 홍반 등을 유발한다(2).

【참고문헌】
1) Hui YH. et al. 2001. Foodborne disease handbook. volume 3: Plant toxicant.
Marcel Dekker, Inc.
2) 임경수 외 3명. 2013. 한국의 독초. 130∼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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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살구나무

학 명: Prunus spp, Prunus armeniaca
영어명: Apricot tree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살구나무의 속명 ‘Prunus’는 고대 라틴어의 ‘plum(자두)’에서 유래했다. 종소명
‘armeniaca’는 흑해 연안에 있는 ‘아르메니아의’라는 뜻이다. 영어 이름 ‘apricot’은
복숭아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리스어로 ‘빠르게 익는 복숭아’라는 뜻이 아라비아어로
변형된 다음 다시 프랑스어를 경유해 영어화된 것이다. 꽃말은 ‘처녀(아가씨)의
수줍음’이다.
살구씨는 행인(杏仁)이라고도 하는데, 동의보감에는 개고기를 먹고 체했을 때 살구를
먹으면 속이 풀릴 뿐만 아니라 개가 살구를 먹으면 죽는다는 기록이 있다. 본초
강목에도 개고기의 독을 풀어준다고 쓰여 있다. 이러한 효능 때문에 ‘살구’라는
이름이 개를 죽인다는 의미의 한자에서 유래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살구라는
단어는 순수 우리말이다.
높이는 5m에 달하고, 나무껍질은 붉은 빛이 돌며 어린 가지는 갈색을 띤 자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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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잎은 어긋나고 길이 6∼8cm의 넓은 타원 모양이거나 넓은 달걀 모양이며 털이
없고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가 있다. 꽃은 4월에 잎보다 먼저 피고 연한 붉은색
이며 지난해 가지에 달리고 꽃자루가 거의 없으며 지름이 25∼35mm이다. 꽃받침
조각은 5개이고 뒤로 젖혀지며, 꽃잎은 5개이고 둥근 모양이다. 수술은 많으며 암술은
1개이다. 열매는 핵과이고 둥글며 털이 많고 지름이 3cm이며 7월에 황색 또는
황색을 띤 붉은 색으로 익는다. 열매에는 비타민A와 천연당류가 풍부하다. 또한 말린
열매에서는 철분을 섭취할 수 있다. 날것으로 먹거나 통조림･잼･건살구･넥타 등으로
가공하기도 한다.
한방에서는 종자를 행인(杏仁)이라는 약재로 쓰는데, 해열･진해･거담･소종 등의
효능이 있어 기침･천식･기관지염･인후염･급성폐렴･변비에 사용한다. 민간에서는
개고기를 먹고 체했을 때 종자를 달여 마신다. 또한 종자는 여성의 피부 미용에도
사용한다. 한국･일본･중국･몽골･미국･유럽 등지에 분포한다.

유독 성분
살구씨에는 청산배당체인 아미그달린(amygdalin)이 극히 소량 존재하며, 이 성분이
분해되면서 시안화물(청산칼륨, 청산가리)이 생성된다. 이외에도 가수분해 효소인
에멀신(emulsin) 등이 함유되어 있는데, 덜 익은 열매나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분이 매우 많다(1). 시안화칼륨(potassium cyanide, KCN)은 흔히 청산칼륨 혹은
청산가리라고 불리기도 한다. 시안화칼륨은 ferricytochrome oxidase를 억제하여
세포의 산소결핍을 유발한다. 청산가리 치사량은 0.15g으로, 극소량을 섭취하여도
죽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독극물이다.

임상 증상
중추신경계 증상이 주요 증상이며, 심혈관계 증상, 급성 폐부종, 소화기계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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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김원학 외 2명. 2014. 독을 품은 식물 이야기. 문학동네. 76∼82쪽.
2) 임경수 외 3명. 2013. 한국의 독초. 군자출판사. 400∼4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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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양등골나무

학 명: Eupatorium rugosum
영어명: White snakeroot, ageratina altissima

<출처: 국립수목원>

서양등골나무 원산지는 북아메리카 원산의 귀화식물로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에
이우철씨에 의하여 처음으로 발견되어 ‘서양등골나물’로 명명, 발표되었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분포한다. 여러해살이풀에 속하며 높이는 39∼130cm이다.
잎은 마주나기잎차례이며, 2∼6cm의 잎자루가 있고, 잎몸은 달걀모양, 길이 2∼
10cm, 폭 1.5∼6cm(큰 것은 길이 15cm, 폭 9cm가 되는 것도 있음), 끝이 점첨두
이고 기부는 예저 또는 원저이다. 잎 가장자리에는 거칠게 예거치가 있다.
꽃은 8∼10월에 피며, 머리모양 꽃차례는 백색, 폭 7∼8mm, 15∼25개의 통상화로만
이루어지며 편평 꽃차례를 만든다. 총포는 원통형으로 길이 4∼5.5mm, 총포조각은
1열로 배열되고 10개 내외로 같은 크기이며, 좁은 긴타원형 모양이고 배면에 털이
있다. 통상화는 백색이고, 끝은 5열, 암술머리는 사상이며 2심열이 되고 꽃부리
밖으로 초출된다. 수과는 길이 2mm, 흑색이며 광택이 있다. 줄기의 높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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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cm, 거의 털이 없으며 상부에만 털이 있다. 뿌리는 짧은 근경이 있다.

유독 성분
식물체에는 트레마톨(trematol)이라는 성분이 있어 이 식물을 먹은 소의 유제품을
가공하지 않고 먹을 경우 구토와 변비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어 원산지에서도
유해식물로 지정되어 있다(1).

임상 증상
식물체를 먹은 소의 유제품을 가공하지 않고 섭취하면 구토, 변비 등의 증세를
수반하는 ‘milk sickness’라는 병이 생길 수 있다. 반그늘 상태에서 잘 자라 숲에서
다른 식물의 서식지를 잠식한다.

【참고문헌】
1) 환경부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 자료실.

82

석산

32

석산

학 명: Lycoris radiata Herb.
영어명: Spider lily

<출처: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꽃무릇(석산)은 꽃무릇과의 다년초로 도호쿠에서 오키나와에 걸쳐 널리 분포한다.
만주사화(曼珠沙華)라고 불리며 가을의 피안 시기에 선명하고 붉은 꽃을 피운다.
땅속의 비늘줄기에서 화경이 나와 꽃을 피우는데 화기에는 잎이 나지 않고 화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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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후에 뿌리잎이 나와 겨울을 넘긴다. 비늘줄기는 잘려서 금방 재생이 되며 경작지
주변에 자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산 꽃무릇은 씨앗이 열리지 않는다. 꽃이
하얀 제주상사화(L. albiflora Koidz.)는 꽃무릇과 개상사화(L. aurea)의 교잡종이라고
한다.
꽃무릇의 뿌리줄기는 전분이 많아 식용으로 이용되지만 유독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으깬 다음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한다.

유독 성분
꽃무릇과(Amaryllidaceae) 식물은 리코린(lycorine) 등의 노르벨라딘 알칼로이드
(norbelladine alkaloid)를 함유하고 있다. 이들 알칼로이드 중 갈란타민은 아세틸콜
린에스테라아제 활성을 저해하는 작용을 지니고 있다(1).

임상 증상
가축이 꽃무릇에 중독되었다는 보고는 없으나 사람이 잘못 먹어 중독을 일으키는
경우는 있다. 또 일본에서도 꽃무릇 비늘줄기를 식용으로 삼은 것처럼 보이며 독을
충분히 빼지 못하여 중독된 경우가 있다.

【참고문헌】
1) Lopez S. et al. 2002.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y activity of some Amaryllidaceae
alkaloids and Narcissus extracts. Life Science. 71:2521∼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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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철

학 명: Cycas revoluta Thunb.
영어명: Japanese sago palm

<출처: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소철은 중국 동남부와 일본 남부지방이 원산지인 귀화식물이다. 제주에서는 뜰에서
자라지만 기타 지역에서는 온실이나 집안에서 가꾸는 관상수이다. 줄기는 직경 30cm
정도로 오래된 잎자루 기부가 남아 마치 비늘처럼 보인다. 높이는 2m∼5m에 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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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싹을 틔워 가지를 치는 경우도 있다. 잎은 줄기 꼭대기에서 사방으로 펼쳐진
형태로 나 있다. 자웅이주로 수꽃, 암꽃 모두 줄기 꼭대기에 하나씩 피며 여름에
개화한다. 암꽃은 대포자엽이 많이 모인 것으로 각 대포자엽 아래쪽에 밑씨가 있다.
밑씨는 가을에서 겨울에 걸쳐 성숙하여 길이 4cm 정도의 붉은 씨앗이 된다. 씨앗과
줄기는 다량의 전분을 함유하고 있어 과거 식용으로 이용되었으나 유독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종종 중독이 발생했다(1).

유독 성분
소철의 유독성분은 사이카신(cycasin)이라는 배당체이다. 소화관미생물인 β-D-글루
코시다아제에 의해 당이 빠져 아글리콘(aglycon, 비당체)의 메틸아족시메탄올
(methylazoxymethanol)이 된다. 메틸아족시메탄올은 쉽게 포름알데히드로 변화하여
중독을 일으킨다. 소철을 식용으로 삼을 때는 물에 잘 담가 사카이신을 제거하거나
충분히 가열하여 사카이신을 분해해야 한다. 최근에도 일본 에히메현 중학교에서
요리시간에 소철 씨앗을 구워 먹어 학생이 중독되는 사고가 있었다. 씨앗을 충분이
굽지 못하여 중독이 일어났다고 추측하고 있다.
또 아글리콘의 메틸아족시메탄올은 발암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1). 게다가
메틸아족시메탄올은 포름알데히드를 발생할 때 디아조메탄으로 대사가 진행되는데
디아조메탄도 발암성을 지니고 있다.
소철과 식물을 장시간 급여한 소에서 척추 축삭변성에 의한 뒷다리 마비가 일어남이
보고되고 있다(2, 3). 또 괌 등의 서태평양 제도에서 소철과 식물에서 전분을 채취해
식용하는주민에게amyotrophic lateral sclerosis/Parkinsonism-dementia complex(ALS/PDC)가
자주 발생함이 알려져 있다(4). 사카이신과 메틸아족시메탄올은 이와 같은 장애를 일으
키지 않는다. 소철과 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비단백성 아미노산의 일종인 β-N-메틸아미노-L알라닌(β-N-methylamino-L-alanine)에 신경독성이 있어 인간의 장애와 관련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5). 소의 경우에도 사카이신 투여하면 야외에서 보인 것과 같은 후구
마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카이신 외의 어떤 물질이 중독에 관여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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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지지만 β-N-메틸아미노-L-알라닌과 소의 후구마비의 관련성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6).

임상 증상
중독은 초지에 풀이 적고 소철에서 싹이 돋는 4월에서 6월 무렵에 발생한다.
후구의 운동실조와 마비가 중독의 특징으로 발병한 소는 약해지고 허리가 마비되며
절뚝거리게 된다. 또 뿔이 빠지는 경우도 있다. 혈액생화학적 소견으로는 소철
잎 급여실험 개시 후 바로 GGT 활성이 상승했다고 보고되었으나 다른 항목의
변화는 없었다.

병리 소견
척수의 모든 부분에서 수초의 변성이 일어난다. 조직절편을 Marchi와 Guillery
방법으로 은색 염색을 하면 변성의 관찰이 용이해진다. 또 직경 10∼50μ의 커다란
호산성 스페로이드(구상체)가 척수와 연수에서 관찰된다.

【참고문헌】
1) Spatz M. 1969. Toxic and carcinogenic alkylating agents from cycads. Ann NY
Acad Sci. 163:848∼859.
2) Hooper P. et al. 1974. Axonal dystrophy in the spinal cord of cattle consuming
the cycad palm, Cycas media. Aust Vet J. 50:146∼149.
3) Shimizu T. et al. 1986. Hepatic and spinal lesions in goats chronically intoxicated
with cycasin. Jpn J Vet Med. 48:1291∼1295.
4) Spencer P. et al. 1987. Guam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parkinsonism-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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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to a plant excitant neurotoxin. Science. 237:517∼522.
5) Seawright AA. et al. 1990 Selective degeneration of cerebeller cortical neurons
caused by cycad neurotoxin, L-beta-methylaminoalanine (L-BMAA), in rats.
Neuropathol Appl Neurobiol. 16:153∼169.
6) Yasuda N and Shimizu T. 1998. Cycad poisoning in cattle in Japan-studies on
spontaneous and experimental cases. J Toxicol Sci. 23(suppl.):12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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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Hydrangea macrophylla Ser. f. macrophylla
영어명: Japanese hydrangea

<출처: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수국은 정원에서 널리 재배되는 범의귀과 낙염저목으로 장마 때 특징적인 꽃을
피운다. 물을 좋아하는 국화라는 뜻에서 명명되었다. 아주 오래 전에 중국에 전해
졌고 중국을 거쳐 유럽으로 전래되었다. 갈잎떨기나무로 달걀형인 잎은 마주나기를
하고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있으며 길이가 10∼15cm나 되며 잎 끝이 갑자기 뾰족해
진다.
꽃은 중성화로 6∼7월에 10∼15cm 정도의 크기로 피고 꽃받침 조각은 4∼5장
이며, 처음에는 연한 자주색이던 것이 하늘색으로 되었다가 다시 연한 홍색이 된다.
작은 꽃잎은 4∼5개이고, 수술은 10개 정도이며 암술은 퇴화하고 암술대는 3∼4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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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성분
유독식물에 관한 단행본에 수국 잎은 청산배당체를 함유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하기의 쓰쿠바시 중독을 계기로 ‘수국 잎에 함유된 청산배당체’에 관한 원저
논문을 검색했지만 현시점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최근에 잎과 줄기에서 새로운 청산배당체를 분리했다는 논문보고가 있었다(1).
새로이 명명한 hydracyanoside A, B 및 C 청산배당체가 수국 잎과 줄기에서 발견
되었다는 것이다. 잎에서 가장 많이 함유된 hydracyanoside A의 농도는 대략
0.09%라고 한다. 향후 이 농도에서 중독이 발생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임상 증상
1920년에 미국에서 말과 소의 수국 중독이 보고되었다. 이에 따르면 동물들이 설사,
체온저하, 호흡수와 심박수의 증가, 골격근의 강한 수축 등을 보이고 산양처럼 다리를
쭉 펴고 뛰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대증요법을 실시하자 죽지 않고 회복되었다(2).

【참고문헌】
1) Nakamura S. et al. 2009. The absolute sereostructures of cyanogenic glycosides,
hydracyanoside A, B, and C, from the leaves and stems of Hydrangea

macrophylla. Tetrahedron Letters. 50:4639∼4642.
2) Bruce EA. 1920. Hydrangea poisoning. J Am Vet Med Assoc. 58:3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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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Sorghum bicolor (L.) Moench
영어명: Sorghum, sorgo

<출처: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벼과의 수수속 일년초로 줄기가 똑바로 서 있으며 길이는 1m∼4m를 넘는 것까지
있다. 동북 아프리카가 원산지라고 하며 옛 부터 식량이나 사료로 이용되어 왔다.
축산 사료분야에서는 소검으로 불리며 여름에 재배되는 대표 사료작물이다.

유독 성분
수수와 수단그라스(Sorghum sudanense (Piper) Stapf) 등의 소검류는 줄기와 잎에
청산배당체 둘린(dhurrin)을 함유하고 있다. 청산배당체는 효소적으로 분해되어
청산을 유리한다. 청산배당체는 식물의 상피세포에 존재하는데 청산배당체를 가수분해
하는 효소는 표피세표 안쪽에 있는 옆육세포에 존재한다. 저작이나 위 안의 소화에
의해 양자가 접촉하면 청산배당체가 가수분해하여 청산이 유리된다. 발육초기의
소검에는 청산배당체가 대량 함유되어 있으나 성장과 함께 감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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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검은 소의 배 높이까지 성장할 때까지 급여하지 않도록 한다.
청산은 미토콘드리아의 호흡효소 시트크롬 옥시다아제를 저해하고 ATP를 고갈
시킴으로써 독성의 존재를 나타낸다. 무엇보다도 중추신경계에 장애가 생기기 쉽다.
청산은 간, 신장 등에 존재하는 티오황산과 반응하여 독성이 낮은 티오시아네이트가
되어 오줌으로 배출된다.

임상 증상
청산에 중독된 동물은 호흡의 촉박함, 흥분, 헐떡임, 비틀거리며 걷는 증상, 경련,
마비 등을 거쳐 위독한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급성인 경우에는 돌연사 한다.
혈액은 산소 헤모글로빈에 의해 선홍색을 띈다(1).

【참고문헌】
1) Cheeke PR. 1995. Endogenous toxins and mycotoxins in forage grasses and
their effects on livestock. J Anim Sci. 73:90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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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Robinia pseudoacacia L.
영어명: False acacia

<출처: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아까시나무는 콩아과(Faboideae)에 속하는 낙엽교목이다. 미국 남동부가 원산지이
며,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의 온화한 지역에 분포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침입종이
라 하여 부정적으로 여긴다.
다 자라면 높이는 15∼25m 정도, 줄기 단면의 지름은 80cm 정도가 된다. 예외적
으로 아주 오래된 아까시나무는 높이가 27m, 줄기 단면의 지름이 1.6m쯤 된다. 잎사귀
하나하나의 길이는 2∼5cm, 폭은 1.5∼3cm이고, 이런 작은 잎 9∼19개가 깃털 모양
으로 잎 대에 붙어 있는데, 그 길이가 10∼25cm이다. 각 잎의 아래 부분에 작은
가시 한 쌍이 있다.
아까시나무의 꽃은 흰색이고 강한 향기가 나며 먹을 수 있다. 꽃이 여러 개가 모여
꽃대에 주렁주렁 자라는데, 이 길이가 8∼20cm이다. 열매는 5∼10cm의 꼬투리와
꼬투리 안의 씨앗 4∼10개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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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시나무의 뿌리에는 질소 고정(nitrogen fixation) 박테리아가 있어 척박한
땅에서도 자랄 수 있다.

유독 성분
일본의 ‘가축 독성 식물학’에 따르면 1901년에 아까시나무의 유독 성분으로 껍질
에서 단백질 물질을 분리해서 로빈(robin)이라고 명명했다는 보고가 있다. 그 후,
일본의 타사키 박사 등이 나무껍질이나 잎에서 독성 물질을 분리하고 로비틴
(robitin)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 물질은 로빈과 동일한 물질이다. 그러나 이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아까시나무 꽃에는 향수를 가진
배당체 로비닌(robinin)이 있지만 로비닌에 독성은 없다.

임상 증상
가축의 아까시나무 중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나무껍질을 먹은 말의 중독
사례이다(1, 2). 사람에서도 아이가 껍질을 씹어 중독된 사례가 있다(3).
중독 증상은 소화기와 신경 증상이 있다. 소화기 증상으로는 복통, 장운동 저하,
변비 등이 있다. 신경 증상은 흥분과 침울의 반복, 동공 확장, 전신 근육의 경련,
빈맥, 혀 마비에 의한 삼킴 장애 등이 있다.

병리 소견
육안 병변은 소화기관의 점액성 염증, 때로는 더 심한 염증이 관찰된다. 정맥 울혈과
황달이 관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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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Hopper DW. 1999. False acacia poisoning in horses. Vet Rec. 145:115.
2) Landolt G. et al. Vergiftung bei Pferden durch die Rinde der Falschen Akazie
(Robinia pseudoacacia). 1997. Schweiz Arch Tierheil. 139:363∼366.
3) Sivera A. et al. 1989. Clinico-epidemiological study of accidental poisoning with

Robinia pseudoacaxia L. in school children. An Esp Pediatr. 30:19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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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아마

학 명: Linum usitatissimum L.
영어명: Flax

<출처: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아마과 일년초로 카프카스에서 중동에 걸친 지역이 원산지라고 한다. 한자로는
亜麻라고 쓴다. 여름에 청자색 또는 백색의 직경 1.5cm 정도 되는 5개의 꽃잎을
지닌 꽃을 피운다. 줄기에서 섬유를 얻고 씨앗에서 기름을 얻기 위해 재배한다.
아마 섬유는 부드럽고 광택이 있으며 물을 잘 흡수하고 물을 제거하기도 쉽기 때문에
아마로 짠 직물(리넨, 린네르, 캘리코)은 여름옷, 셔츠, 헝겊 등을 만드는데 이용
된다. 또 씨앗에서 짠 아마인유는 유화물감, 페인트, 인쇄용 잉크 등으로 이용된다.
우리나라 각처의 밭에서 재배되는 한해살이풀이다. 높이 30∼100cm로 잎은 어긋
나기하고 넣은 선형이며 길이 2∼3.5cm, 너비 2∼4mm로서 분녹색이고 끝이 뾰족
하며 밑 부분이 좁아져서 원줄기에 직접 붙는다. 꽃은 6∼7월에 피고 청자색 또는
백색이며 취산꽃차례로 달리고 꽃자루는 길이 2∼4cm이다. 꽃받침은 길이 5∼7mm
로서 난상 긴 타원형이며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선점이 없으며 끝이 뾰족하고 3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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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꽃잎은 거꿀달걀모양이고 길이 10mm로서 끝이 다소 파진다. 수술과 헛수술은
각 5개이며 암술대가 있고 암술머리가 앞술대 안쪽으로 흐른다. 열매는 삭과로
둥글며 지금 7mm 정도이고 종자는 편평한 긴 타원형이며 황갈색이다. 줄기는 곧게
서며, 위에 가지가 많이 갈라진다.

유독 성분
아마 씨앗에는 리나마린(linamarin)이라는 청산배당체가 함유되어 있다. 아마 씨앗
에서 기름을 채취한 아마 지게미는 사료로 이용되는데 청산배당체가 채유과정에서
가열로 거의 파괴되어 아마 지게미에는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또 아마 씨앗에 함유된 청산배당체 중 가장 많은 것은 linustatin으로 리나마린의
함량이 낮다는 보고도 있다(1).
어쨌든 청산배당체 함량은 품종과 서식지 조건에 따라 매우 다른 것처럼 보인다.
아마 씨앗에는 리나틴(linatine)이라는 항피리독신 작용이 있는 물질도 함유되어
있어 다량 섭취하면 피리독신(비타민 B6) 결핍이 된다고 한다(2).

임상 증상
청산에 중독된 동물은 호흡이 가빠지고 흥분하고 숨을 헐떡이며 비틀거리고 경련을
일으키며 마비 등을 거쳐 중증인 경우 죽음에 이르게 된다. 급성인 경우에는 돌연사
하게 된다. 혈액은 옥시헤모글로빈 때문에 선홍색을 띄게 된다(3).

【참고문헌】
1) Oomah BD. et al. 1992. Cyanogenic compounds in flaxseed. J Agric Food
Chem. 40:1346∼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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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losterman HJ. 1974. Vitamin B6 antagonist of natural origin. J Agric Food
Chem. 22:13∼16.
3) Cheeke PR. 1995. Endogenous toxins and mycotoxins in forage grasses and
their effects on livestock. J Anim Sci. 73:90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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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두나무

학 명: Prunus tomentosa
영어명: Cherry tree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앵두나무는 중국 원산의 낙엽 활엽관목으로서 한국에서는 중북부 지방에서 재배
하며 높이는 1∼3m 가량이다. 잎은 타원형 또는 달걀을 거꾸로 놓은 모양이다.
꽃은 분홍색 또는 흰색으로 4월경에 잎겨드랑이로부터 1∼2개씩이 피어난다. 열매는
공모양의 핵과로 6월 무렵 빨갛게 익는다. 열매를 먹으려고 마을 가까이에 많이
심어서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유독 성분
빨갛게 익은 앵두는 보기만 해도 탐스럽고 감칠맛 나며 군침이 돌게 한다. 그러나
앵두 씨와 앵두나무의 줄기, 잎에는 독소가 있다. 앵두를 먹을 때 주의하지 않아
씨를 삼키거나 깨물었다면 시안화수소라고 하는 독성물질에 중독될 위험이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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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물질 때문이다. 아미그달린은 청산배당체의 일종으로 우리
몸에서 분해되면 시안화수소로 바뀌는데 시안화수소는 속칭 ‘청산가리’로 다량 흡입
하면 폐사하거나 중태에 빠진다. 아미그달린은 앵두씨 외에도 살구씨, 복숭아씨,
아마씨, 포도씨, 사과씨 등에 있다. 이러한 독성물질은 씨눈에 많은데, 독을 만들어
발아 직전의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임상 증상
시안화수소가 함유되어 있는 씨나 줄기는 일단 체내에 들어가면 혈액의 산소공급
기능에 저해를 일으켜 가볍게는 두통, 구토와 초조감, 현기증, 시각이 흐려지는 등
중독증세가 나타나고 심하면 호흡이 가빠지고 혈압이 올라가며 심박수 이상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혼미, 경련 그리고 호흡기능쇠퇴 등으로 사망을 초래
한다. 그러나 먹을 때 씨는 꼭 뱉어버리고 잎과 줄기를 먹지 않으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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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Prunus avium L.
영어명: Sweet cherry, bird cherry, mazzard, gean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양벚나무는 장미과 벚나무속의 식물이며 낙엽활엽교목으로 높이는 10m 정도이다.
잎은 어극나기하며 달걀모양 또는 도란상 긴 타원형이고 예첨두이며 길이 8∼15cm,
폭 5∼7cm로써 불규칙하고 둔한 톱니가 있고 표면에 뚜렷한 주름이 있으며 뒷면
맥위에 퍼진 털이 있고 엽병은 길이 1.5∼5cm로서 1∼2개의 꿀샘이 있다. 꽃은 5월에
피며 지름 2.5∼3.5cm로서 백색이고 우상모양꽃차례에 3∼5개씩 달리며 꽃자루는 길이
4cm 정도로서 털이 없다. 꽃받침통은 윗부분이 좁고 꽃받침조각은 뒤로 젖혀지며
가장장리가 밋밋하고 털이 없으며 꽃잎은 거꿀달걀모양이고 원두이거나 약간 오므
라지며 길이 1.5cm 정도이다. 열매는 원형 또는 난상 원형이고 지름 2.5cm 정도로서
6∼7월에 익으면 검붉은 빛깔을 띠며 맛이 달다. 열매는 버찌의 일종으로 익으면
검붉은 빛깔을 띠는데, 한국 토종 벚나무(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의 버찌에
비해 알이 굵고 색이 짙어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양벚나무 버찌는 대한민국에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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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속칭 체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유독 성분
여러 가지 Prunus spp.는 아미그달린(amygdalin)이란 청산생성배당체를 함유한다.
배당체는 그 자체로는 독성이 없으나, emulsin과 같은 효소에 의하여 포도당,
benzaldehyde 및 청산으로 가수분해 된다. 식물이 손상을 입거나 부패하기 전에는
청산의 유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장이 방해되거나 시든 식물 또는 서리나
눈에 의하여 그리고 짓밟혀서 손상을 입은 식물은 그렇지 않은 식물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질소비료를 주거나 2·4-D와 같은 제초제를 살포하여도 청산의 함량을
증가시킨다. 청산생성배당체의 가수분해에는 특별한 효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제1위 미생물에 의하여 쉽게 청산이 유리된다. 청산 이온은 조직
호흡에 필요한 cytochrome 산화효소계를 불활성화하여 중추신경계의 급성 산소결핍
증을 일으킨다. 급성의 경우에는 수초 내에 죽게 된다. 유리 청산과 칼륨염의 경구
최소치사량은 2.0∼2.3mg/kg이다. 청산의 독성은 식물의 상태(어리고 활발히 자라고
있는 식물에서 높은 농도 함유)와 그 식물을 먹는 시기의 동물의 상태에 때라서 매우
다양하므로 청산생성배당체 형태에서 정확한 독성 용량을 결정하기는 불가능하다.
반추수에서의 청산 중독은 섭취한 식물의 양, 동물이 전에 섭취한 사료, 위 내용물의
pH, 식물에 유리상태로 존재하는 청산의 총비율로 식물 내에 존재하는 청산 유리
효소의 농도 및 식물의 청산 총함량에 의존한다. 실제로는 체중 kg당 4mg 정도의
청산을 아주 빨리 섭취한 동물에서 폐사가 발생한다. 100g당 20mg 이상의 청산을
함유한 사료는 가축에게 잠재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다. 반추수는 청산의 방출에 관여
하는 효소가 위 염산에 의해 파괴되므로 말과 돼지에 비하여 청산 생성 식물의 중독에
더욱 민감하다. 양은 소에 비하여 덜 민감하며, 소에서도 헤어포드와 같은 종은 다른
종에 비하여 감수성이 적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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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증상
청산은 강력하고 급속히 작용하는 독물로서 동물이 섭취 후 임상증상이 수분 동안
지속된 후 일반적으로 죽은 상태로 발견된다. 임상증상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빠르게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초기에 흥분과 전신성 근진전이 있으며, 심한 다호흡과 호흡
곤란이 뒤따른다. 유연, 유루, 배변 및 배뇨가 있으며, 동물은 넘어져서 숨을 헐떡
이고 산소결핍증으로 인한 간대성 경련을 일으킨다. 동공은 산대되고 점막이 선명
해진다. 혈색은 특징적인 선홍색(bright cherry red)을 띤다. 청산 중독의 진단에는
청산 생성 식물이나 청산염을 섭취한 동물은 항상 급속한 산소결핍증과 혈액이나
점막이 선명한 색깔을 나타낸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청산 중독의 화학적 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시료의 적절한 보존이 필수적이다. 모든
시료는 가능한 급속 동결하여 분석을 실시할 때까지 동결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1∼3%의 이염화수은(승홍)에 넣어두어도 좋다. 사료, 혈액, 제1위 내용물, 간장 및
근육 조직 등이 실험실적 진단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초기에 청산 중독과 혼동할
수 있는 질병은 소에서의 질산염 중독, 폐 선종 또는 기종 및 요소 중독증 등이다.
질산염 중독에서는 혈액이 초콜릿 색깔이며, 선종은 병변과 호흡음으로 구별된다.
요소 중독은 병력과 뚜렷한 신경증상 및 제1위의 암모니아 냄새에 의하여 구별된다(1).

병리 소견
청산에 중독된 동물에서 유일하게 일관된 사후 변화는 혈액의 산소포화와 관계가
있다. 점막은 분홍색으로 산소가 포화되어 있다. 혈액 자체는 선홍색이며 응고가
더디거나 안된다. 격렬한 죽음 말기의 산소결핍증과 관련 있는 심내막 및 심외막
출혈을 볼 수가 있다. 제4위와 장에 충혈과 점상출혈이 있으며, 폐와 기관의 충혈이
나타난다. 위 내용물에서 살구씨(bitter almond) 냄새가 난다. 개와 사람에서 치사량
이하의 양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에 변성 및 괴사소가 많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수의분야에서 발생하는 청산 중독은 심급성 내지는 급성으로서 육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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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조직 병변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1).

치료 및 예방
치료는 cytochrome-cyanide 결합을 분리시켜 청산 복합물을 신속히 제거하는
방법이다. Cyanide-cytochrome 복합물은 아질산소다(sodium nitrite)에 의해 파괴되어
methemoglobin을 형성하고 이 methemoglombin은 cytochrome oxidase와 경쟁적으로
청산 이온에 작용하여 cyanmethemoglobin을 형성한다. 티오황산염(thiosulfate)은
rhodanase의 영향 하에 청산과 작용하여 오줌 중으로 쉽게 배설되는 thiocyanate를
형성한다. 권장되는 치료법은 20% 아질산소다 1ml와 20% 티오황산염 3ml의 혼합액을
체중 45kg당 4ml를 정맥내로 투여하는 것이다. 청산 중독의 치료를 위한 제제가
상품화되어 있다. 청산 중독에 코발트염을 투여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나 아질
산염과 티오황산염이 가장 효과적이다(1).

【참고문헌】
1) 이창업. 1993. 수의독성학. 서울대학교출판부. 358∼3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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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Zea mays
영어명: Corn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옥수수는 벼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식물이며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이다. 한국은
강냉이, 강내미, 옥시기라 옛 부터 불려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고려 때 원나라
군사들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전해진다.
옥수수는 벼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초본으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재배된다. 높이는
2m, 꽃은 암꽃과 수꽃으로 나누어 있다. 열매는 10월에 익고, 옥수수 알이 박혀 있다.
6∼8월에 수꽃이삭은 원줄기 끝에, 암꽃이삭은 잎과 줄기 사이에서 수염을 달고 핀다.
같은 줄기에서 수꽃이 암꽃보다 일찍 피며 7∼9월 사이에 열매가 원기둥형으로
달린다.
옥수수도 생약명이 옥촉서예인 약용식물이다. 오래전부터 이뇨작용과 소화촉진에
약용으로 쓰이며 특히 수염(옥미수)은 소변을 배출하는 효능이 뛰어나 부종을 제거
하는 특효약으로 애용되어 왔다. 잎에는 항암작용을 하는 다당류를 함유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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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약대사전(藥大事典)’에 기록되어 있다.

유독 성분
옥수수는 질산염중독의 원인이 된다. 질산염 자체는 비교적 무독성이나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환원되었을 때 중독을 일으키게 된다. 아질산염은 소화관에서 쉽게
흡수되어 혈색소와 결합하여 methemoglobin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되면 혈액은
산소운반능력이 저하되므로 따라서 동물체는 저산소증으로 되어 결국 청산중독과
같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게 된다. 옥수수의 질산염 함량이 좌우되는 조건은 일조
량의 부족, 토양중 미량원소의 부족, 강우량 증가, 한발, 고온과 저온 등이고 토양에서
질산염의 흡수가 촉진될 수 있는 조건들은 토양 중 질소분의 과다 함유, 가축 분뇨의
다량 살포 등이다(1).

임상 증상
제1위내에 들어간 옥수수 중의 질산염은 그 일부가 아질산염으로 환원된 후 흡수
되어 혈액으로 들어가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에 함유돼 있는 Fe2+를 Fe3+로 산화해
메트헤모글로빈을 생성시킨다. 결국 혈액 중에 메트헤모글로빈이 증가해 헤모글로빈의
50∼80%를 차지하게 되면 헤모글로빈의 산소운반능력이 저해를 받아 조직에서 산소
결핍증이 일어나 중독증상을 나타낸다.
청색증, 근진전, 복통 등이 나타나며 고창증, 침흘림, 호흡곤란, 동공산대, 다뇨
등이 나타난다(1).
급성중독은 대체로 질산염이 많이 함유된 사료나 물을 섭취한 다음 1∼2시간 후에
발생한다. 보행이 불안정하고 유방과 유두가 창백해지며 잠시 후 눕게 되고 일어나지
못한다. 식욕과 반추가 극히 약화되고 침을 흘리며, 거품이 섞이고 이빨을 간다. 호흡은
분당 50회 정도, 심장박동수는 분당 160회이고, 결막, 혀, 입술, 코, 질 등의 가시점막이
청색으로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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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 소견
병리소견은 강한 신장 간질의 섬유화와 근위 세뇨관 변성이 특징이다.

【참고문헌】
1) 홀스타인 독우에 발생한 질산염 중독. 1978. 대한수의학회지. 제18권 제1호:9∼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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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

학 명: Brassica napus L.
영어명: Rape

<출처: 국립수목원>

유채는 중국 원산의 쌍떡잎식물로 양귀비목 십자화과의 두해살이풀이다. 일본, 중국,
한국에 분포하며 국내 어디서나 서식 가능하나 주로 남부에서 재배한다. 하루나
산동채 등으로 불리는 유채는 1643년에 발간된 산림경제에 ‘운대’라는 이름으로 기록
되어 있으며, 그 후 ‘평지’, ‘채종(菜種)’ 등으로 쓰여 왔으나 현재는 모두 ‘유채’로 통용
되고 있다. 십자화과에 속하는 1년생 식물로 유럽이 원산지이며 한국에 도입된 시기는
확실하진 않지만 잎이나 줄기를 식용하기 위해 중국 명나라 시대에 들여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름 생산을 위해 제주도나 남해안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재배된
것은 1960년대에 우장춘 박사가 일본 도입종을 보급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62년
부터 유료작물로서 본격적으로 재배하였다. 수확량이 많고 품질이 좋으며 빨리 자
라고 추위와 습기에 잘 견디는 것이 우량 품종이며, 대표적인 품종은 아사히･유달･목
포11호･용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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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1m 정도이며, 원줄기에서는 15개 안팎의 1차 곁가지가 나오고, 이 가지에서
다시 2∼4개의 2차 곁가지가 나온다. 줄기에 달린 잎은 잎자루가 있으며 다소 깃처럼
갈라진다. 잎자루의 가장자리에는 이 모양의 톱니가 있으며 표면은 진한 녹색, 뒷면은
흰빛이 돈다. 잎자루에 자줏빛이 도는 경우도 있다. 잎은 넓은 피침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갈라지지 않으며, 윗부분에 달린 잎은 밑부분이 귀처럼 처져서 원줄기를
감싼다. 줄기에는 보통 30∼50개의 잎이 붙는다.
꽃은 4월경에 총상꽃차례로 피며 가지 끝에 달린다. 꽃의 색은 노란색이며 길이는
6mm 가량이며 꽃받침은 피침상 배 모양 이다. 꽃잎은 끝이 둥근 도란형이며 길이
10mm 정도이다. 6개의 수술 중 4개는 길고 2개는 짧으며 암술은 1개이다. 열매는
끝에 긴 부리가 있는 원주형이며 중앙에는 봉합선이 있으며 익으면 봉합선이 갈라
지며 20개 암갈색의 씨앗이 나온다.
씨앗에서 짠 기름을 카놀라유라고 하는데, 서양요리에 많이 쓰이고 연료 및 윤활
유로도 이용되며 비누, 합성고무를 만드는 데도 쓰인다. 깻묵(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은
사료나 비료로 쓰인다.

유독 성분
유채는 씨앗에서 기름을 짜기 위해 재배했다. 유채에서 채취한 채종유는 옛 부터
호롱불을 켤 때 사용했으며 나중에는 먹을 수 있는 채종유 개발을 하였다. 그러나
닭에 채종유를 먹인 결과 간 출혈, 갑상선 비대, 체중 감소 또는 증가 등의 중독
증상이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 영국의 존 토머스는 1996년 그의 저서에서 영국과
유럽에서 유채가 가축 사료로 널리 사용되면서 소나 돼지, 양의 눈을 멀게 할 뿐만
아니라 광우병에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채종유에는 심장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독성물질인 에루스산이 들어있다. 에루스산은 마우스에 다량 투여할 경우
심근에 지방종이나 섬유종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이트린이라는
물질은 갑상선의 요오드 흡수를 저해하는 동시에 티록신의 분비를 억제해 갑상선
비대를 유발, 결국 갑상선종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단순히 요오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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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하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완화되지 않기 때문에 기름을 다 짜낸 뒤에 남아 있는
소량의 고이트린을 마저 제거하지 못하면 유채씨를 동물 사료 등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닭에 채종유를 먹인 결과 성분이 개량되지 않은 재래종 유채에는
글루코시노레이트라는 유독성분이 들어 있어 그 함량이 높은 유채 깻묵을 가축의
사료로 급여할 경우 갑상선 장애를 일으킨다.
국내에서 유채중독은 2011년 5월 7일 경주시에 소재한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 2두(암소 1두, 송아지 1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다. 유연증상과 함께 갑작스러운
전신경련 및 호흡곤란을 보인 암소 1두(38개월령)에 대하여 임상검사, 역학조사 및
사후조치 결과를 종합하여 급성형의 유채중독으로 진단하였다(1).

임상 증상
유채중독증은 증상에 따라 rape scald, rape blindness 등으로 불리며 유채 중의
유해 성분은 상피와 내피, 세포막, 혈액, 폐 그리고 간 등에 손상을 일으킨다. 또한
전신 장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다양한 임상증상이 발현된다. 일반적으로 증상이
발현된 소는 숨쉬기를 어려워하며 크고 빠른 호흡을 보이는 개구호흡을 하고 많은
양의 침을 흘린다.
유채중독 증상은 호흡기계, 소화기계, 신경계, 비뇨기계 증상까지 광범위하게 나타
나므로 임상증상만으로는 다른 중독과의 구분이 어려워 진단에 병력청취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1).

【참고문헌】
1) 도재철 외 5명. 2012. 한우 유채중독 증례. 한국가축위생학회지. 제35권 제1호:
53∼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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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은방울꽃

학 명: Convallaria keiskei Miq.
영어명: Lily of the valley

<출처: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은방울꽃은 외떡잎식물로 백합목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우리나라 섬 지방을
빼고 중부와 북부 지방의 산과 들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전국 각지의 산에 분포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은방울꽃이 집중적으로 많이 자라고 있는 곳은 광주의 무등산,
충북의 소백산, 강원도의 은두령 등으로 대개 군락을 이루고 있다.
높이는 18cm 정도이고 꽃줄기와 15∼25cm 가량의 잎으로 이루어져 있다. 털이
없으며 지하경이 옆으로 길게 벋어 나가고 그 뿌리의 마디에서 새순이 나온다.
은방울꽃이 잘 자라는 지역은 높은 산 정상 부근이나 낮은 지역이라도 바람이 사방
으로 통하면 대개 군집하여 잘 자란다. 관상용, 약용, 화장품 원료 등으로 쓰인다.
한방과 민간에서는 영란이라 하여 강심제 및 이뇨제 등으로 쓰인다(1).

111

동물의 중독성 식물 도감

유독 성분
은방울꽃에는 강심배당체인 콘발라톡신(convallatoxin), 콘발라마린(convallamarin)이
함유되어 있다(2). 풀 전체에 유독성분이 있는데 특히 꽃 부분에 많다. 또 은방울꽃을
꽂아 둔 꽃병의 물을 마셔도 중독을 일으킨다.

임상 증상
유연, 구토, 산통, 설사 등의 소화기 장애가 나타난다. 그리고 심장장애가 나타나
는데 처음에는 맥박이 비정상적으로 강해지거나 완만해지고 점차 심근의 이상 흥분
으로 맥박이 잦아지고 불규칙해지며 약해지고 호흡도 약해지고 사지가 차가워지며
경련, 비틀거림, 마비, 호흡곤란을 일으킨다. 기타 다뇨, 단백뇨, 빈뇨 등의 증상을
보이며, 중증인 경우에는 혼수상태에 빠지고 사지에서 힘이 빠지며, 호흡마비, 마비성
장폐색 증상을 보이고 마지막에 경련을 일으키다 죽게 된다.

병리 소견
위장염 및 심근염이 주된 특징이며 심근막염, 이완성 심장마비, 폐의 충혈 및 출혈이
관찰된다.

【참고문헌】
1) 김태정. 2010.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꽃 백가지. 현암사. 124∼127쪽.
2) Spoerke DG. 1990. In toxicity of house plant. Cardiac glycosides.(CRC press)
p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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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나무

학 명: Ginkgo biloba L.
영어명: Maidenhair tree, ginkgo

<출처: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은행나무는 은행나무과 은행나무속에 속하는 낙엽교목으로 중국이 원산지이다.
중국어로는 은행(銀杏), 공손수(公孫樹) 또는 압각수(鴨脚樹)라고 한다.
은행은 은빛 나는 살구씨 모양의 열매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되며, 행(杏)은 살구
나무를 뜻하기도 하나 은행나무를 뜻할 수도 있다고 ‘아언각비(雅言覺非)’에 기록
되어 있다. 튼튼하고 성장이 빨라 가로수, 신사, 사원의 경내 등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다. 또 인위적 이식으로 인해 전 세계의 온대지역에 분포한다. 자웅이주로 암그루
에만 열매가 열린다. 은행의 정자는 핵과 형으로 성숙하면 외종피가 노란색을 띄며
악취를 내뿜으며 내종피를 갈라서 안의 내용물을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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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성분
은행나무 씨앗(은행)은 4-O-메틸피리독신(4-O-methlpyridoxine, 이전에는
4’-methoxypyridoxine)을 함유하고 있다. 4-O-메틸피리독신은 항비타민 B6작용이
있으며(1), 비타민 B6 결핍에 의해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GABA 생성물이 저해되어
경련을 유발한다(2, 3). 은행의 외종피에는 은행산(ginkgolic acid), 비로볼(bilobol)
등이 함유되어 있어 악취가 난다고 한다. 이 물질들은 옻에 함유된 우루시올(urushiol)
구조와 닮은 화합물로 피부에 발진을 일으킨다(4, 5). 은행잎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
보노이드(케르세틴 등)과 테르페노이드(징코라이드 등)를 추출한 엑기스(은행잎
엑기스)는 뇌혈관순환 개선작용이 있다고 하여 건강식품에 첨가하여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은행잎에는 접촉성 피부염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은행산이 함유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임상 증상
증상은 유연, 구토, 산통, 설사 등의 소화기장애가 나타난다. 그리고 심장작용이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맥박이 비정상적으로 강해지거나 완만해지고 점차 심근 이상
흥분 때문에 맥박이 잦아지고 불규칙해지며 약해지고 호흡도 약해지고 사지가 차가워
지며 경련, 비틀거림, 마비, 호흡곤란을 일으킨다. 기타 다뇨, 단백뇨, 빈뇨 등의
증상을 보인다. 중증인 경우에는 혼수상태에 빠지며 사지에서 힘이 빠지고, 호흡마비,
마비성 장폐색 증상을 보이고 마지막에 경련을 일으키다 죽게 된다.

병리 소견
사람의 은행 중독증상은 강직성 경련 및 간대성 경련으로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다.
소아 중독사례가 많고 비교적 소량의 은행을 섭취한 경우에도 중독에 걸린다(6). 가축의
경우 미니돼지 중독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내에서 사육된 미니돼지 새끼가 껍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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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은 은행을 한 줌 먹고 경련을 일으켰다. 비타민 B6의 대량투여를 지시하자 큰 사고
없이 회복되었다고 한다.

【참고문헌】
1) Wada K. et al. 1985. An antivitamin B6, 4'-methoxypyri doxine from the seed
of Ginkgo biloba L. Chem Pharm Bull. 33:3555∼3557.
2) Minami M．et al. 1990．Convulsion induced by 4-O-methyl pyridoxine from the
seed of the Ginkgo biloba L. in guinea pigs and rats. Life Sci Adv. 9:107∼115.
3) 이시이 치구사(石井ちぐさ). 2001. 수액 중 4-O-methylpyridoxine가 높은 수치를
나타낸 은행 중독 일례. 소아과 임상. 54:431.
4) Adawadker PD and El Sohly MA. 1981. Isolation, purification and antimicrobial
activity of anacardic acid from Ginkgo biloba fruits. Fitoterapia. 52:129
∼135.
5) Becker LE and Skipworth BG. 1975. Ginkgo-tree dermatitis, stomatitis, and
proctitis. J Am Med Assoc. 231:1162∼1163.
6) Kajiyama Y. et al. 2002. Ginkgo seed poisoning. Pediatrics. 109:32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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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시나무

학 명: Quercus glauca
영어명: Ring-cupped oak

<출처: 국립수목원>

종가시나무는 히말라야(네팔, 부탄)에서 베트남, 대만, 일본 및 외나노도에 분포하고
제주도에서는 표고 600m이하의 산기슭과 계곡에 자생한다. 성상은 상록활엽교목,
수형은 원개형이며 높이는 15m이고, 잎은 어긋나기하며 넓은 타원형 또는 도란상

116

종가시나무

타원형이고 점첨두로서 끝이 둥글며 예저 또는 원저이고 길이 7∼12cm, 너비 2.5∼
3.5m로서 상반부에 안으로 꼬부라진 톱니가 있으며 표면은 윤채가 있고 털이 없으며
다갈색이고 뒷면은 회백색이며 복모가 있으나 거의 없어진다. 잎자루의 길이는 1∼
2.5cm이다.
꽃은 암수한그루로 4∼5월에 피고 수꽃차례는 새가지에서 밑으로 처지고 꽃대축에
백색 털이 있으며 암꽃차례는 새가지 중앙부의 잎겨드랑이에서 곧추서고 2∼3개의
꽃이 달린다. 수꽃은 3개의 화피열편과 15개 정도의 수술이 있으며 암꽃은 3개의
암술대가 있고 꽃은 다수이다.
열매는 깍정이은 반구형이고 지름 6∼9mm로서 5∼6개의 둥근 원이 있으며 견과는
달걀꼴 또는 타원형이고 이듬해 10월에 성숙한다. 높이가 15m에 달하고 줄기는 곧게
자라 둥근 수형을 이룬다. 나무껍질은 녹색이 도는 회색이며 터지지 않고 가지는
털이 없으며 일년생가지는 흑갈색이며 연한 황색털이 있다. 나무껍질은 녹색이 도는
회색이며 터지지 않는다. 가지는 털이 없으며 1년생가지는 흑갈색이며 연한 황색털이
있다. 2년지에는 털이 없고 껍질눈이 많다.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의 상록수림은 천연기념물 제 40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상록수림에서 자라는 수종으로는 종가시나무외에 잣밤나무류, 돈나무, 광나무,
누리장나무, 상동나무 새비나무, 붉나무, 청미래덩굴, 두릅나무, 담쟁이 덩굴, 보리밥
나무, 산초나무, 멀구슬나무 등이 있다. 난대림의 대표적인 수종으로 길고 반들반들한
상록성의 잎이 조밀하게 나 있어 아름다운 수형을 이루며, 가을에 도토리 같은 열매가
열려 야생미를 느끼게 한다.

유독 성분
참나무 가운데 대다수가 물질에서 중독증을 일으킬 수 있어 미국과 유럽 등지에
서는 이로 인한 소, 말 및 양을 비롯한 가축에서의 중독증의 자연발생 예가 많이
보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송아지, 염소, 기니픽 및 쥐 등에서 실험적으로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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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의 독성성분은 타닌으로서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작용이 있고, 참나무의 잎,
줄기 및 도토리에 다소 함유되어 있으며 실험결과 특히 신장독성이 강한 것으로 보고
되어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정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1).

병리 소견
소에서 종가시나무 중독시험 결과, 육안적으로 항문주변, 피하, 신장 주변 조직,
위장관, 장간막 등에서 부종이 관찰되었으며 흉수가 저류되어 있었다. 또한, 신장의
과사소, 장 점막의 충혈 및 출혈성 염증, 혈액성 물질을 함유한 장 내용물이 관찰
되었다. 조직소견에서는 신장에서 미만성 충혈과 국소적 출혈, 신세뇨관 상피의 공포
변성 또는 응고괴사, 신세뇨관 내강에 호산성 물질, 위와 소장의 점막하 부종, 소장의
충혈 및 출혈, 소장 융모 괴사 등이 관찰되었다.

【참고문헌】
1) 황의경 외 6명. 1991. 소의 종가시나무 중독실험. 농사시험연구논문집. 제33권
제2호: 35∼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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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학 명: Taxus cuspidata
영어명: Japanese yew

<출처: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주목은 주목과에 속하는 상록침엽교목으로 한국, 중국 북동부, 일본이 원산지이다.
여러 명칭이 있었으나, 줄기의 색깔이 붉은 나무라는 의미의 ‘주목’이라는 이름이 널리
쓰이고 있다. 다양한 재배 품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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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산에서 주로 자라며 암수 딴 그루 또는 암수 한 그루이다. 10∼18m 크기로
자라는데, 밑둥의 지름은 60cm가 된다. 나무껍질은 적갈색이고 얕게 갈라진다. 잎은
침엽형이며, 평평하고, 짙은 녹색이다. 뒷면은 엷은 황록색이고 2줄의 황색 줄이
있으며 잎은 2∼3년 만에 떨어진다. 잎의 길이는 1∼3cm, 너비는 2∼3mm 정도이고,
끝이 약간 뾰족하다. 잎은 가지로부터 나선 모양으로 달리지만, 옆으로 뻗은 가지
에서는 깃 모양으로 달린다. 4월에 꽃이 피며, 수꽃은 1개씩 달리며 6개의 비늘
조각으로 싸여 있고, 암꽃은 1∼2개씩 달리며 10개의 비늘조각으로 싸여 있다. 9월
∼10월에 붉은 열매가 달린다. 열매는 길이 5mm 정도의 둥근 달걀모양이며 빨간
가종피 안에 종자가 들어 있다. 주목과 상록침엽수로 큰 것은 길이 25m에 달하는
거목이다.
조선 초기의 성리학자 김종직의 시에 주목(朱木)이 등장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로
수명이 길고 보존이 잘 된다는 의미로 ‘천년 주목’,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다.

유독 성분
주목나무의 형태는 위쪽은 어두운 녹색이고 아래쪽은 더 밝은 색의 편평한 바늘
형태의 잎을 갖으며, aril이라고 불리는 붉은 열매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독성을 갖지
않지만 안에 포함된 씨앗은 독성을 갖는다. 주목나무의 잎, 씨앗 등에 함유된
taxine alkaloid에 의하여 주된 약리학적 작용은 심혈관계에 대한 선택적 작용이다.
탁신(taxine) 중독의 임상증례는 주로 가축에서 묘목의 가지치기 후 떨어진 가지를
먹고 발생하며 임상증상은 중독의 정도, 즉 중독물질의 섭취량에 따른 용량과 반응
의존적인 양식으로 나타난다. 급성중독의 경우 대부분 급사가 발생하고, 치사량에
부족한 양을 섭취한 경우 아급성의 증상으로 운동실조, 서맥, 호흡곤란, 근육 진전,
횡와, 경련이 있고, 이 후 허탈과 급사로 진행된다.
주목의 유독성분은 탁신이라는 알칼로이드로 그 이름은 주목을 그리스어로 읽은
데서 유래한다. 덧붙여서 말하면 영어의 톡신(toxin)도 탁신과 같은 유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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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신은 1856년에 보고되었는데 구조는 좀처럼 밝혀지지 않았다. 탁신은 적어도 11
종류의 디테르펜알칼로이드 집합체이며 이 중 탁신 A, B, C가 주요한 것으로 1956년에
보고되었는데 가장 많이 존재하는 탁신 B의 존재도 1991년에 밝혀졌다. 탁신의 쥐에
대한 경구적 반수치사량(LD50)은 유황산으로서 19.7mg/kg라고 보고되었다(1). 탁신의
약리작용에 대해서도 검토되어 있지 않지만 탁신 B는 클래스 I의 항부정맥 약으로
작용하여 심장의 흥분을 감소시킨다(2).
어린 시절 주목 열매를 먹었다는 사람도 있지만 탁신은 과육을 제외한 주목 전체에
함유되어 있다. 아이들은 실수로 씨앗까지 삼키는 경우가 있어 미국에서는 식물중독
위험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주목의 한 종류인 Taxus brevifolia(Pacific yew)에서 탁솔(taxol)이라는 알칼로이드가
분리되었다. 탁솔은 백혈병과 난치성 난소암에 매우 잘 듣는다고 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증례의 경우, 초기 발견은 전체 젖소 17두 중 1두에서 식욕부진, 탁음, 후구의 발작
증상을 나타내어, 축주로부터 진료의뢰를 받았다. 망진과 일반적인 검진 결과 대표
적인 증상으로 체온 37.7℃, 느린 심박동수, 제1위의 운동의 감소, 후구의 근육진전,
우울증이 나타났으며 일반적인 수액요법과 함께 소화와 간 기능항진을 위한 치료를
실시하였다. 이 개체는 초기 발견 12시간 후 횡와되어 호흡곤란 및 서맥이 점진적
으로 진행된 다음, 심장이 정지되어 급사하였으며, 나머지 젖소 중에서 같은 증세를
나타내는 젖소가 추가로 2두 발견되었으며 이들 역시 같은 경과를 나타내었다(3).
이후 처음 폐사한 개체의 부검을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제1위 내에서 주목나무 잎이 다량 발견되어 직접적인 사인을 주목나무 잎의 섭취에
따른 탁신 중독으로 추측하였다(4).

임상 증상
외국에서는 주목에 의한 중독이 다수 보고되었으나 대부분 급성 경과되어 사망한
후 깨닫는 경우가 많다(5, 6, 7, 8). 1981년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발생한 소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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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의 경우, 원기소실, 식욕이 떨어짐, 되새김 정지, 사지진전, 호흡이 얕고 빨라지는
증상, 불규칙한 심장박동, 심박수 감소, 체온저하 등의 임상증상이 관찰되었다(9).
혈액생화학적 소견에 관해서는 일본 아오모리현의 사례에서 중독된 소중 한 마리가
매우 높은 혈당치를 보였는데 특징적인 소견은 없었다. 또 실험투여 결과 AST,
LDH 및 CK 활성 상승이 보고되었다(10).

병리 소견
병리학적 변화는 간과 신장에 나타나는 것 같다. 육안으로는 신동 부분의 수종이
관찰된다. 조직학적으로는 간 실질세포의 공포, 괴사, 쿠퍼세포의 종대, 세뇨관 상피
세포의 변성,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관 내의 호산성물질 등이 관찰된다(9).

【참고문헌】
1) 이수한 외 2명. 2003. 젖소 17두의 주목나무 독성 중독. J Vet Clin. 20(3):406∼
409.
2) Tekol Y. 1991. Acute toxicity of taxine in mice and rats. Vet Hum Toxicol.
33:337∼338.
3) Alloatti G. 1996. et al. Effects of yew alkaloids and related compounds on
guinea-pig isolated perfused heart and papillary muscle. Life Sci. 58:845∼854.
4) Soo-Han Lee et al. 2003. 젖소 17두의 주목나무 독성 중독. J Vet Clin 20(3):
406∼409.
5) Lowe JE. et al. 1970. Taxus cuspidata (Japanese yew) poisoning in horses.
Cornell Vet. 60:36∼39.
6) Lang DG. 1997. et al. Detecting Taxus poisoning using GC/MS. Vet Human
Toxicol. 3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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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anter KE. et al. 1993. English yew poisoning in 43 cattle. J Am Vet Med Assoc.
202:1476-1477.
8) 다케베 지아키(武辺千秋) 일동. 1982. 젖소의 주목중독 발생예, 축산기술, 통권 327호,
7∼10쪽.
9) 가미시로 기요미(神代清美) 일동. 1991. 소의 실험적 주목 중독. 홋카이도 수의
사회지(北海道獣医師会誌). 35:329∼335.
10) 케베 지아키(武辺千秋) 일동. 1982. 젖소의 주목중독 발생예. 축산기술, 통권 327호,
7∼10쪽.

123

동물의 중독성 식물 도감

46

참나무(도토리)

학 명: Quercus spp.
영어명: Oaks

<출처: 국립수목원>

쌍떡잎식물 이판화군(離瓣花群) 참나무목 참나무과 참나무속의 총칭이다. 참나무
는 어느 한 종(種)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참나무과 참나무속에 속하는 여러 수종
(樹種)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쓰임새가 많아 유용한 나무라는 뜻이며, 이 속(屬)에
속하는 나무는 모두 도토리라고 불리는 견과(堅果)를 생산하므로 ‘도토리나무’라고도
불린다. 겨울에 잎이 떨어지는 낙엽활엽수와 일년내내 잎이 지지 않는 상록활엽수
가 있으며, 대부분 높이가 8m를 넘는 교목이나, 때로는 높이가 2m 이내인 관목도
있다. 북반구의 온대에서 열대에 걸쳐 200∼250종이 자라며, 잎이 어긋나고 대부분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꽃은 양성화이며 4∼5월에 핀다. 수꽃 이삭은 새 가지의
잎겨드랑이에서 밑으로 처지고, 암꽃 이삭은 잎겨드랑이 윗부분에 곧게 선다. 도토리
라고 불리는 견과(堅果)는 접시 같은 각두(殼斗) 안에 들어 있으며 타원형 또는
공 모양이다. 각두는 총포이며 겉에 포린(苞鱗)이 덮고 있다. 포린은 종에 따라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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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고 배열도 다르다.
참나무과 낙엽활엽수는 참나무아속(Lepidobalanus)에 속하며, 여기에 속하는 수목
으로 상수리나무･굴참나무･떡갈나무･신갈나무･갈참나무･졸참나무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중 떡갈나무･신갈나무･갈참나무･졸참나무는 꽃이 핀 해에 열매가 성숙하지만
상수리나무와 굴참나무는 다음해에 성숙한다. 참나무과 상록활엽수는 가시나무아속
(Cyclobalanopsis)에 속하며 여기에 속하는 수목으로 가시나무･종가시나무･붉가시나무･
졸가시나무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주로 난대 지역 및 해안가에 서식하며, 각 두에
5∼9개의 둥근 고리가 있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다(1).

유독 성분
도토리의 주성분은 녹말로 전체의 60∼80% 정도이며, 탄닌이 3∼9% 정도로 많이
들어 있다.
제주도 북제주군 지역 공동 방목장에서 봄철에 방목을 시작한 번식우들이 10여일 만에
집단적으로 폐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의 폐사원인은 참나무과의 종가시나무에
의한 탄닌 중독으로 진단되었다(2).

임상 증상
식욕 단절, 위장관 운동의 소실, 배뇨 빈도의 증가, 무색뇨로 비중 저하, 흉수, 하복부
혹은 회음부의 부종 등이 있다(2).

병리 소견
흉수, 복수, 위점막의 출혈반, 신장 세뇨관의 심한 괴사 등으로 치사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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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수의내과학교수협의회. 1985. 수의내과학 대가축편(Ⅱ). 대영문화사. 51∼55쪽.
2) 양기천 외 3명. 1985. 제주지역의 번식우에서 발생된 참나무 중독증에 대하여.
대한수의학회 학술발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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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리쟁이

학 명: Rumex japonicus Houtt.
영어명: Curly dock

<출처: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잎이 주름져 있어 바람이 불면 ‘쏴아∼’하는 소리가 나고, 늦여름에 열매가 익으면
바람이 불 때 요란한 소리가 난다고 하며, 줄기가 서로 부딪힐 때 소리가 난다고 하여
소리를 내는 소리꾼이라는 뜻으로 ‘소리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양제,
참송구지라고도 불리우며 마디풀과에 분류된다. 들에 분포하며, 6월에서 7월 초여름에
약 1m의 줄기를 뻗고 개화한다. 메밀 비슷한 꽃을 주렁주렁 피운다. 이와 비슷한 식물에
수영(Rumex acetosa)가 있으나 수영 잎은 기부가 화살촉 모양인 것에 비해 참소리쟁이
잎은 기부가 둥근 것이 특징이다. 둘 다 풀 자체에 옥살산을 함유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무늬소리쟁이에 의한 소의 중독, Rumex venosus에 의한 소의 중독 등이 보고되고 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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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성분
식물에 함유된 옥살산에는 가용성과 불용성이 있다. 불용성 옥살산을 함유하는
대표적인 식물로 토란과 식물(곤약감자, 앉은 부채, 물 파초)이 있으나 침상결정
옥살산(옥살산칼슘; CaC2O4)때문에 입에 넣었을 때 자극이 강하여 대량 섭취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가축이 중독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가용성 옥살산을
함유한 식물로 괭이밥과 Oxalis속, 벼들여뀌 Rumex속 식물은 풀 전체에 산성 옥살산
칼륨(옥살산수소칼륨; KHC2O4)을 10% 정도 혹은 그 이상 함유하고 있다. 기타
명아주과 식물에도 가용성 옥살산(옥살산나트륨; Na2C2O4)이 10% 이상 함유되어
있다(3).
옥살산을 대량 섭취하면 소화기점막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킨다. 또 대량의
옥살산이 체내에 흡수되면 체액, 조직의 칼슘과 부용성 염분을 만들기 때문에 저칼슘
혈증을 일으킨다. 신장에서는 옥살산 칼슘 결정 때문에 세뇨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으며 결정이 뇌 조직에 미치면 마비와 중추신경계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옥살산 중독은 대부분의 경우 건조물에 10% 이상 옥살산을 함유하는 식물을
섭취하여 일어난다. 그러나 섭취 옥살산량과 중독 정도는 반드시 관계있는 것은
아니다(3). 이는 사료 중의 칼슘 함량, 제1위 내의 옥살산 분해능력 등의 요인 때문
으로 생각된다. 옥살산은 제1위 내 세균 Oxalobacter formigenes에 의해 분해된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옥살산을 함유한 식물을 조금씩 섭취함으로써 제1위 내의 옥살산
분해 능력이 높아지며 동물의 옥살산 흡수량이 줄어들어 중독에 걸리지 않게 된다(4).

임상 증상
중독의 주요 특징은 유연, 위장염, 중증 설사, 근육진전, 동공확대, 강직성 경련, 발한,
허탈감, 체온저하 등이 있다. 혈액생화학적 소견으로는 저칼슘혈증, 고질소혈증이 급속
중독의 좋은 지표이다. 그러나 아급성의 경우에는 이들 변화가 분명하지 않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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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 소견
위장염이 주요 병변이며 신장염을 동반한다. 이들 장기에는 출혈성 변화가 보인다.
특징적 소견으로서 신세뇨관 강 내에 무색 다각형 결정(옥살산 칼슘)이 관찰된다.

【참고문헌】
1) Panciera RJ. et al. 1990. Acute oxalate poisoning attributable to ingestion of
curly dock (Rumex crispus) in sheep. J Am Vet Med Assoc. 196:1981∼1984.
2) Dickie CW. et al. 1978. Oxalate (Rumex venosus) poisoning in cattle. J Am
Vet Med Assoc. 173:73∼74.
3) Spoerke DG. 1990. Oxalate. In toxicity of house plant (CRC press) p29∼32.
4) Allison MJ. 1977. Changes in ruminal oxalate degradation rates associated with
adaptation to oxalate ingestion. J Anim Sci. 45:1173∼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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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쭉

학 명: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Maxim.
영어명: Royal azalea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지식시스템>

철쭉은 한국 원산의 진달래과에 속하는 낙엽관목이다. 한국･중국･일본 등에 분포
한다. 걸음을 머뭇거리게 한다는 뜻의 ‘척촉(擲燭)’이 변해서 된 이름이다. 개꽃나무
라고도 한다. 키는 2∼5m쯤 되며 산에서 흔히 자란다. 나무껍질은 회색 또는 회백색
이고 세로로 불규칙하게 갈라진다. 어린 가지와 꽃자루는 끈끈하다. 어린 가지에
선모가 있으나 점점 없어진다. 잎은 거꿀달걀모양이거나 넓은 타원 모양이고 털이
있다. 길이는 4∼7cm 정도이고, 너비는 1.5∼2.5cm 정도이며 보통 어긋나지만, 가지
끝에서는 4∼5개씩 모여 난다. 꽃은 4∼5월에 연한 분홍색으로 잎이 나면서 피며
산형꽃차례를 이룬다. 꽃부리는 지름 5∼8㎝의 깔때기 모양이며 5개로 갈라지는데,
위쪽 3개의 열편에 적갈색 반점이 있다. 수술은 10개이며 길이가 서로 다르고 암술은
1개이다. 열매는 삭과이며 길이 1.5㎝ 정도의 긴타원형 달걀꼴로 10월에 익는다.
철쭉을 먹이식물로 하는 곤충으로는 극동등에잎벌의 애벌레가 있는데, 철쭉 잎 속에
알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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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성분
철쭉 꽃과 잎에는 안드로메도톡신(andromedotoxin)이란 독성분이 들어있다. 이중
주된 독성분은 그라야노톡신(Grayanotoxin)이다. 그라야노톡신은 신경독성과 심장
독성이 특징이다. 작용기전은 세포막의 나트륨에 대한 투과성을 증가시켜서 심근세포의
재분극을 억제하며 탈분극 상태를 유지한다. 따라서 심혈관계 이상으로 서맥, 저혈압이
발생하여 고농도인 경우 부정맥이 발생한다.

임상 증상
철쭉 중독은 철쭉 꽃이나 잎을 동물에 급여시 발생한다(1). 국내에서 2∼4세의 면양
4두와 1∼3세의 재래 산양 5두가 정원수를 가지치기한 후 던져 준 철쭉을 섭취하고
중독된 사례가 있다(1). 임상증상으로는 식욕 감퇴, 구토, 연하 반복, 과도한 침흘림,
호흡곤란, 서맥, 복통, 허약, 비틀거림, 허탈을 보이며 수일 후 폐사한다(1, 2).

병리 소견
특이 소견이 없다(1). 구토에 따른 오연성 폐렴과 내장 울혈 및 신장염이 관찰되기도
한다. 국내 발생 사례에서는 위 내에서 다량의 철쭉 잎이 관찰되었다(1). 따라서 진단을
위해서는 폐사축의 위 내에서 철쭉 꽃과 잎 등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1) Kyung-Yeon Eo & Oh-Deog Kwon. 2009. Rhododendron poisoning in sheep
and goats. J Vet Clin. 26(4):344∼347.
2) Puschner B1 et al. 2001. Grayanotoxin poisoning in three goats. J Am Vet
Med Assoc. 218(4):57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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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큰도꼬마리

학 명: Xanthium canadense Mill.
영어명: Cocklebur

<출처: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도꼬마리속 식물은 세계에 널리 분포하는 일년초이다. 우리나라 각지에서도 볼
수 있으며 어린 시절 가시가 난 열매를 친구 옷에 붙이며 놀던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 도꼬마리의 가시는 동물의 몸에 붙어 씨앗을 멀리 운반하는데 도움이
된다. 도꼬마리는 한방에서 해열, 발한, 두통제로 이용되어 왔다. 또 잎을 비벼서
바르면 벌레 물린 데에 효과적이라 ‘나모미(생으로 문지른다)’는 별명이 붙었다고 한다.
멕시코가 원산지인 귀화식물 큰도꼬마리는 도꼬마리보다 큰 종이다. 현재는 일본
각지에 자생하고 있으며 도시 주변에는 오히려 큰도꼬마리가 흔하다. 일본에서 볼
수 있는 도꼬마리속 식물에는 가시도꼬마리(X. italicum, X. spinosum)가 있으며 둘 다
귀화식물이다.
외국에서는 도꼬마리(X. strumarium)에 의한 소, 돼지의 중독, X. cavanIllesii에
의한 소, 양의 중독이 보고되고 있다(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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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성분
도꼬마리의 유독성분으로 카르복시 아트락틸로사이드(carboxy atractyloside)가
동정되어 있으며 반수치사량(LD50)은 13.5mg/kg 체중(실험용 생쥐 복아투여)으로
보고되고 있다(6). 카르복시 아트락틸로사이드는 세포 내의 산화인산화와 미토콘드
리아막의 ATP 이동을 방해한다. 도꼬마리 중독 특징 중의 하나인 저혈당은 이산화
인화화의 연합 해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7).
도꼬마리에 의한 가축 중독은 대부분 다 자란 식물이 아니라 땅 위에 떨어져 발아한
열매(자엽기; cotyledon stage, dicotyledonary stage)를 먹어 발생한다. 따라서 중독은
많은 경우 이른 봄에 발생한다. 중독량은 어린 소의 경우 체중당 cotyledon 7.5∼
10g/kg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또 돼지의 경우에는 cotyledon을 체중의 0.75∼3% 또는
가시가 달린 열매를 사료의 20∼30%로 급여하자 중독이 일어났다고 보고되었다(3).

임상 증상
중독증상은 섭취 후 몇 시간 지나 나타난다. 비틀거림, 침울, 근수축, 경련, 횡와가
나타나며 호흡 및 심박수가 증가하고, 중증인 경우에는 12∼24시간 만에 폐사한다.
도꼬마리(X. strumarium)에서 추출한 카르복시 아트락틸로사이드를 돼지에 투여한
시험에서는 야외에서 발생한 중독과 마찬가지로 급성 간괴사가 일어나고 현저한 저혈당,
혈정 AST, ICDH(이소구연산탈수소효소)의 상승이 관찰된다(3).

병리 소견
해부소견, 조직소견은 어떤 동물이든 거의 공통적이며, 간의 종대, 간 단면의 점상·
반상 출혈, 흉강과 복강에 황색 액체가 고이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기타 장막의 점상·
반상 출혈, 방광벽의 부종도 보고되고 있다. 조직소견으로는 간 중심소엽의 충출혈을
동반한 변성과 괴사가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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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Martin T. et al. 1986. Cocklebur poisoning in cattle. J Am Vet Med Assoc.
189:562∼563.
2) Witte ST. 1990. Cocklebur toxicosis in cattle associated with the consumption of mature

Xanthium strumarium. J Vet Diagn Invest. 2:263∼267.
3) Stuart BP. 1981. Cockle bur (Xanthium strumarium, L. var. strumarium) in toxication
in swine: review and redefinition of the toxic principle. Vet Pathol. 18:368∼383.
4) Mendez MC. et al. 1998. Intoxication by Xanthium cavanillesii in cattle and
sheep in southern Brazil. Vet Hum Toxicol. 40:144∼147.
5) Riet-Correa F. et al. 1998. Recent encountered poisonous plants of Rio Grande
do Sul and Uruguay. In toxic plants and other natural toxicants. p1∼5.
6) Hatch RC. 1982. Toxicologic study of carboxyatractyloside (active principle in
cocklebur-Xanthium strumarium) in rats treated with enzyme inducer sand
inhibitor sand glutathione precursor and depletor. Am J Vet Res. 43:111∼116.
7) Luciani S. et al. 1971. Effects of carboxyatractyloside, a structual analogue of
atractyloside, on mitochondorial oxidation phosphorylation. Life Sci. 10:961∼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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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비름

학 명: Amaranthus retroflexus L.
영어명: Pigweed, redroot, green amaranth, wild beet

<출처: 국립수목원>

한국, 중국, 일본, 몽고, 아프리카, 유럽, 러시아, 중앙아시아, 북미, 남미 등에 분포
한다. 열대 아메리카가 원산지로 우리나라에 귀화한 식물로 집 근처 빈터나 길가에서
흔히 자라는 한해살이풀이다. 어린순을 나물로 먹는다. 우리나라 중부 이남에 주로
분포한다. 높이 1∼2m이다. 줄기는 능선이 있고 잔털이 나며 가을에 붉어지는 것이
있고 가지가 굵다. 잎은 어긋나고 사각 모양 달걀꼴로서 길이 5∼10cm, 나비 3∼
6cm이다. 밑은 쐐기 모양이고 뒷면에 부드러운 털이 나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잎
자루는 길이 3∼8cm이다. 꽃은 잡성화로서 7∼8월에 녹색으로 피는데, 잎겨드랑이와
원줄기 끝에 수상꽃차례로 빽빽이 달린다. 포는 꽃받침 길이의 2배 정도이고, 꽃받
침은 5개로 갈라지며 끝은 뾰족하다. 수술은 5개, 암술은 1개이며 암술대는 3개로
갈라진다. 열매는 포과로서 꽃받침보다 약간 짧고 옆으로 갈라져서 검은 종자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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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성분
털비름은 1∼1.5m의 크기의 윗부분에 크고 거친 꽃을 갖고 있는 식물로서 건조
중량을 기준으로 30% 정도의 수산염(oxalic acid)을 함유하고 있다. 저칼슘혈증과
신세뇨관 내에 수산염 결정이 빈번히 발생하나 수산염이 독성물질의 본체라고 실증할
수는 없다. 털비름이 질산염을 축적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털비름에 의해 나타나는
신주성 부종(perirenal edema)은 질산염 또는 아질산염 중독증과는 유사하지 않다.
털비름의 독소성분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신세뇨관에 특이성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초기에 혼탁 종창과 초자양 변성이 일어나고 이어서 호산성 과립성 원주를 형성하는
괴사 세포괴가 생긴다. 중독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뇨관 기저막이 파열되어 사구체
여과가 신장표면으로 이동하여 이것이 신주성 부종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부전이 심하게 되면 그 결과로 혈청 내 BUN, creatinine 및 K+이 증가한다. 중독된
동물은 과칼륨혈증에 인한 심부전이 유발되어 서맥과 넓고 불확실한 QRS가 있으며
T wave가 커지고 길어진다. 과칼륨혈증으로 인한 심부전이 죽음의 원인으로 추측
된다(1).

임상 증상
돼지와 때로는 소에서 여름과 초가을에 걸쳐 신주성 부종이라고 불리는 뚜렷한
증상을 가진 질병이 발생하는데 이는 털비름이 서식하고 있는 목장에 접근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 질병의 전형적 증상은 유독식물을 섭취한 후 5∼10일에 나타나며,
쇠약, 전율, 운동실조 그리고 발목관절 만곡과 뒷다리 마비가 특징이다. 중독된 돼지는
흉골횡자세를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급성인 경우에는 운동실조, 호흡곤란, 청색증
및 부동이 특징이며 생존하는 동물은 요독증, 다음, 다뇨, 부종 및 신장주위 출혈 등을
나타낸다. 7∼9월에 체중이 15∼60kg이 되는 돼지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임상
증상은 보통 방목 후 5∼10일경에 나타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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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 소견
신장은 창백한 갈색으로 신장피막하에 점상 또는 반상 출혈이 보인다. 신장피막은
비후되고 부종을 나타내며 많은 양의 혈액성 삼출물의 저류로 저혈성 신장(ischemic
kidney)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1).

【참고문헌】
1) 이창업. 1993. 수의독성학. 서울대학교출판부. 380∼3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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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톨페스큐

학 명: Festuca arundinacea
영어명: Tall fescue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지식시스템>

톨페스큐는 화본과의 다년생으로 깊은 뿌리와 지하경으로 뻗은 방석을 이루는 목초
이다. 유럽 원산이며, 한국기후 적응성이 우수하여 우리나라 여름철 같은 무더운 기후
에서 방목 초지로 여러 해 동안 이용하기에 가장 알맞은 목초이다. 전 세계적으로
초지 조성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목초이다.
뿌리는 깊게 뻗으며 짧은 땅속줄기가 있고 다발을 이룬다. 겉모양은 매도우 페스큐와
비슷하나 키가 더 크고 밑동의 잎 수가 많고, 잎은 다른 여러해살이 화본과 목초에
비하여 더 거칠고 진한 녹색을 띠며 광택이 난다. 한 쌍의 짧은 가지에서 몇 개의
작은 이삭이 나오며, 화본과 식물의 꽃을 감싸는 포 중 바깥쪽에 있는 외영이 거칠고
까끄라기가 있다. 종자는 크기와 모양이 라이그라스와 비슷하나 겉이 좀 더 검은
빛깔을 띤다.
평균기온 4.4℃이상, 연강우량 350∼1,500mm에서 유기질이 많이 들어 있고 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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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토양이 적합하다. 풋베기･건초･방목용 등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잎이 거칠기
때문에 가축이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세계의 냉대･온대 지방에 널리 분포한다.
이 초지에서 영구적으로 방목된 소는 감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다른 종류의
초지에서 이 초지로 옮겨 방목하게 되면 10∼14일내에 부지병(fescue-foot)의 증상이
나타난다.

유독 성분
톨페스큐에는 알칼로이드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알칼로이드 중독을 일으킨다(1).

임상 증상
임상증상은 위장장애와 지각마비 증상을 초래한다(2).

병리 소견
육안 병변은 처음에 파행을 보이다가 2주일 이상이 지나면 사지에 건조한 괴저가
생긴다(2).

【참고문헌】
1) 이방환 외 17명. 1999. 대동물내과학. 교육문화원. 684쪽.
2) 수의내과학교수혐의회. 1985. 수의내과학 대가축편(II). 대영문화사. 6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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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포도

학 명: Vitis vinifera L.
영어명: Grape, raisin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포도는 포도속(Vitis) 식물의 총칭, 또는 그 열매를 말한다. 포도의 품종에는 미국종
(Vitis labrusca), 유럽종(Vitis vinifera), 교배종이 있다. 유럽종은 전파 과정에 따라
남유럽계, 중앙아시아계, 동아시아계 등의 재배형으로 분화하였으며, 오늘날까지 총
15만 여 품종이 만들어졌다. 미국종 또는 남유럽계와의 잡종은 유럽종보다 품질은
못하지만 추위나 병충해에 비교적 강하다. 그 가운데 델라웨어(Delaware)는 지베렐린
(Gibberellin)으로 처리하여 씨 없는 포도로서, 널리 보급되었다. 유럽종은 전통적으로
와인 생산에 사용된다. 포도 열매는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도 먹을 수 있는 과일이며,
포도주, 주스, 젤리 등을 만드는 곳에도 사용된다. 건포도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흔히 볼 수 있는 보라색의 포도 외에도 빨강색, 보라색, 흰색, 녹색 등 다양한 색의
종이 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종은 캠벨얼리이다. 껍질은 매우
진한 갈색을 띠며 매우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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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성분
정확한 병인론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포도는 근위세뇨관 손상을 유발하는 듯하다.
포도 또는 건포도를 먹은 개는 섭취 72시간 내에 무뇨증을 동반한 신부전을 보인다.
정확한 독성 용량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포도 4∼5알을 먹고 8.2kg 개가 죽은 사례가
있다. 건포도의 독성량이 3g/kg이라는 보고도 있다(1).

임상 증상
대부분의 개들이 포도나 건포도를 먹은 후 6∼12시간 내에 구토 또는 설사 증상을
보인다. 다른 증상은 무기력, 식욕부진, 복통, 쇠약, 탈수, 다갈증, 근육진전 등이다.
혈청 creatinine 수치가 초기에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요량감소 또는 무뇨증은
섭취 후 24∼72시간 내에 일어나며 무뇨증을 나타내면 대부분의 개는 죽거나 안락사
시켜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혈청 내 당·간 효소·췌장 효소·칼슘·인 수치가 일시적
으로 증가하기도 한다.

병리 소견
가장 흔한 병리소견은 근위세뇨관의 괴사이다(1). 어떤 경우에는 신장 상피세포에
황갈색 색소 침착이 관찰되기도 한다(2).

치료 및 예방
3% 과산화수소와 활성탄으로 구토를 유발하고 구토와 설사를 시작하면 최소 48시간
이상 수액 치료로 이뇨를 유발시켜야 한다. 요량감소를 보이면 도파민, 프로세마이드
처치를 해서 요 생산을 유도해야 하며 무뇨증을 보이는 개는 복강 또는 혈액 투석을
받지 않으면 살기 어렵다. 요량감소, 무뇨, 쇠약, 보행장애, 혈액 내 심각한 칼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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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상승을 나타내면 예후가 좋지 않다(2).

【참고문헌】
http://www.merckmanuals.com/vet/toxicology/food_hazards/raisins_or_grapes.html
1) Morrow C et al. 2005. Canine renal pathology associated with grape or raisin
ingestion: 10 cases. J Vet Diagn Invest. 17(3):223∼231.
2) Eubig P et al. 2005. Acute renal failure in dogs after the ingestion of grapes
or raisins: a retrospective evaluation of 43 dogs (1992–2002). J Vet Int Med.
19(5):66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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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피마자

학 명: Ricinus communis L.
영어명: Caster bean, castor-oil plant

<출처: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피마자는 아주까리를 나타내는 피에 잎의 모양이 삼(삼베, 대마, 마)의 잎을 닮았
다고 하여 마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말이다. 히마라고도 불리는 등대풀과 피마자속
목질초본(木質草本)으로 열대 동아프리카 원산이다. 열대 지역에서는 몇 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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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지만 일본 같은 온대 지역에서는 겨울이 되면 시들기 때문에 일년초로 취급
된다. 일본에서는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많은 가지에 꽃을 피운다. 열매는 길이
2cm 정도로 안에 타원형 종자를 3개 지니고 있다. 종자에서 얻은 피마자유는 설사제
외에 도료 등의 공업원료로 쓰인다.

유독 성분
피마자 씨앗에는 유독단백질 리신(ricin)과 알칼로이드 리시닌(ricinine)이 함유되어
있다.
리신은 분자량 32000의 A사슬과 34000의 B사슬로 구성된 당단백질로 A사슬 리보솜
불활성화 작용(RNA N-글리코시다아제) 작용에 의해 단백질 합성을 저해한다(1, 2,
3). 이 작용은 장관출혈성 대장균의 베로 독소 작용과 같다. 단백질이므로 경구독성
보다 비경구독성이 강하며 에어로졸화한 리신이 화학무기로 이용된 적도 있다. B사슬은
렉틴으로 세포표면의 당쇄와 결합하는데 관여한다(4).
리시닌도 씨앗에 함유된 알칼로이드로 구역질, 경련, 혈압저하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5).
씨앗에서 피마자유를 채취한 아주까리 박은 사료로 이용되지만 오토클레이브 처리로
독성은 소실된다.
피마자 씨앗을 먹어 리신을 경구 섭취한 경우에는 구토, 설사와 같은 소화기증상을
일으킨다. 이로 인해 탈수증상이 일어나고 혈압이 저하된다. 또 환각과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섭취량이 많으면 수일 후 간장, 비장,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죽음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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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Osborne tr. et al. 1905. A study of the proteins of the cavtorbean, with special
reperence to the isolation of ricin. Am J Physiol. 14:259∼286.
2) Ishiguro M. et al. 1964. Biochemical studies on ricin. I purification of ricin. J

Biochem. 55:587∼592.
3) Sperti S. et al. 1973. Inhibition by ricin of protein Synthesis in vitro: 60S
ribosomal subunit as the target of the toxin. Biochem J 136:813∼815.
4) Baenziger JU and Fiete D. 1979. Structural determination of Ricinus communis
agglutinin and toxin specificity for oligosaccharides. J Biol Chem. 254:9795∼
9799.
5) Ferraz AC. et al. 2002. Amino acid and monoamine alterations in the cerebral
cortex and hippocampus of mice submitted to ricinine-induced seizures.
Pharmacol Biochem Behav. 72(2):779∼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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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헤어리베치

학 명: Vivia villosa Roth
영어명: Hairy vetch

<출처: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헤어리베치는 콩과 잠두속 일년초로 잎은 살갈퀴와 닮았다. 원산지는 서남아시아
에서 지중해 동부라고 하지만 토양에 민감하지 않고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세계 각지
에서 재배되고 야생화되었다. 헤어리베치는 내한성이 강하여 윈터베치(winter vetch)
라고도 하며, 모래땅에서도 잘 자라므로 샌드베치(sand vetch)라고도 한다. 보통 베치
라고 부른다. 줄기는 가늘고 길며 2m 정도 되지만 덩굴성이므로 버틸 곳이 없을
때의 길이는 50cm정도이다. 잎은 어긋나고 7쌍 내외의 작은 잎으로 되며 끝의 작은
잎은 갈라진 덩굴손으로 되어 있다. 작은 잎은 긴 타원형이며 끝이 뾰족하다. 꽃은
적자색이며 20∼30개가 총상꽃차례로 달린다. 꼬투리는 긴 타원형이고 길이 2∼3cm로
2∼8개의 검은색 또는 갈색 종자가 들어 있다. 목초 또는 녹비식물로 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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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성분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헤어리베치를 섭취한 소, 말
에게 전신성 육아종성 병변이 특징인 이상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으나 원인물질과
병리기전은 대부분 해명되지 않았다. 최근에 시안아미드라는 화학물질이 소에게
전신성 육아종성 병변이 주된 증상인 이상을 유발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외양간의
처치용품을 소독하는데 석회질소(주성분은 칼슘 시안아미드)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물과 반응으로 분해되어 시안아미드가 된다.

임상 증상
헤어리베치를 섭취한 소가 중독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있다. 보고된 중독은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뉜다(1, 2). 첫 번째는 베치를 먹었을 때 발생하는 장애로 급성 신경
증상을 보이고 사망한다. 이는 어느 종류의 베치 종자에 함유된 청산배당체가 원인
으로 추정한다. 두 번째는 헤어리베치풀을 먹은 소에서 보이는 증상으로 두부, 경부,
체간의 피하부종, 구강점막의 헤르페스 발진, 진한 콧물, 거친호흡,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인다. 세 번째는 헤어리베치 풀을 먹은 소 및 말에게서 보이는 증상으로(3, 4, 5,
6, 7, 8, 9, 10, 11) 발열, 피부염, 결막염, 설사 등의 임상증상이 나타나고 병리학적
으로는 뒤의 기술처럼 전신성 육아종성 변성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세 가지
타입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타입에 대한 보고는 적고 헤어리베치에 의한 중독증상은
대부분 세 번째 타입이다.
전신성 육아종성 변성이 주요 특징인 세 번째 타입은 헤어리베치풀과 밀, 귀리,
호밀 등의 곡물을 함께 먹였을 때 또는 헤어리베치과 버뮤다 그래스를 섞어 뿌린
초지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헤어리베치 건초나 사일로에 저장한 사료의 경우에는
중독이 일어나지 않는다. 헤어리베치를 급여한 지 수주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베치
초지에서 동물을 이동시킨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3세 이상의
소에게서 나타나며 중증이고 감수성에 종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홀스타인이나 앵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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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많이 중독되었으며 헤리퍼드나 기타 품종이 중독된 경우는 거의 없다. 또 특정
계통(군)의 소에게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또 보고된 바는 적지만 말에 발생한 경우도
있다(12, 13). 이처럼 헤어리베치 뿐만 아니라 다른 Vicia속 식물을 섭취해도 발생
한다.

병리 소견
병리소견으로는 육안으로 병변부 피부의 비후, 추곡, 부분적 탈모가 관찰된다. 사망한
경우에는 심근, 신장, 부신, 임파절 및 갑상선에 새집형 또는 융합성의 회백색 염증성
병소가 보인다. 병소는 대개 중간 정도로 견고하고 인접조직과는 명료하게 구획되어
있다. 병리조직학적 병변은 실질적인 괴사와 대식구, 다핵거대세포, 호산구 및 림프구
침윤으로 이루어지며 4형 과민성반응이 생체반응의 중심이다(14). 심근섬유는 괴사성
으로 때때로 석회화가 보이며 핵과 다핵거대세포가 잔존한다. 세뇨관의 괴사도 관찰
되며 세뇨관 상피의 재생, 림프구를 주체로 한 백혈구의 고도 침윤 및 사구체 기저막의
비후를 동반한다.

【참고문헌】
1) Fighera, R.A et al. 2004. Systemic granuromatous disease in Brazilian cattle grazing
pasuture containing vetch (Vicia spp). Vet Hum Toxicol. 46:62∼66.
2) Panciera RJ. et al. 1992. Hairy vetch (Vicia villosa Roth) poisong in cattle: update and
experimental induction of disease. J Vet Diagn Invest. 4:318∼325.
3) Anderson CA. et al. 1983. Systemic granuloma to us inflammation in a horse
grazing hairy vetch. J Am Vet Med Assoc. 183:569∼570.
4) Burroughs GW. et al. 1983. Suspected hybrid vetch (Vicia virosa crossed
with Vicia dasycarpa) poisonin gof cattle in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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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죽도

학 명: Nerium indicum Mill.
영어명: Oleander

<출처: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협죽도는 협죽도과의 상록활엽관목이다. 재래종은 인도 원산으로, 종명 indicum은
인도에서 유래했다. 일본과 대만에도 분포한다. 1920년경에 우리 나라에 도입되어
제주도에서는 야외에 식재하고 내륙지방에서는 분에 식재하여 관상한다. 밑에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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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가 올라와 울타리 같은 수형을 이룬다. 협죽도(夾竹桃)는 잎의 형상이 대나무와
비슷하고 꽃이 복수화와 닮은 데서 유래했다. 겹꽃무늬 협죽도의 꽃에는 방향성분이
있고 서양 협죽도에는 방향성분이 없는 점으로 구별한다. 그러나 씨앗에서부터 많은
개체를 키우면 구별하기 어려운 중간체가 출현하는 점에서 다른 종보다 변종이라고
생각하는 쪽이 합리적이다. 잎은 두껍고 긴 타원형이며 질감은 다르지만 모양은
대나무 잎과 비슷하다. 꽃은 가지 끝에 무리 지어 피며 초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개화
한다. 많은 원예품종이 있으며 흰색, 핑크색, 노란색 등 색상이 다양하고 꽃잎이 여러
겹으로 포개어 나는 종도 있다. 정원수는 물론 대기오염에 강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에도 심는다.

유독 성분
스테로이드를 아글리콘(aglycon, 비당체)으로 삼는 배당체 중 심근에 작용하여
울혈성 심부전에 효과가 있는 것을 강심배당체(cardiac glycosides)라고 부른다.
협죽도에는 여러 종류의 강심배당체가 함유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은 올레안드린
이다. 아글리콘은 올레안드리게닌(oleandrigenin)으로 이것과 올레안드로스(oleandrose)
라고 불리는 당이 O-글리코시드 결합한 것이 올레안드린이다. 협죽도의 잎사귀에는
올레안드린이 겐티오비오스(gentiobiose, 글루코오스 2분자가 β1→6 결합단 이당류)와
결합한 올레안드린 겐티오비오사이드로 존재한다. 이 물질은 올레안드린보다 독성이
약간 낮다고 한다. 식물 내와 동물의 소화관 내에서 이분자 글루코오스가 효소로
절단되면 올레안드린이 된다. 협죽도의 유독물질 양은 식물의 성숙시기에 따라 다르며
개화시기가 가장 독성이 강하다고 한다. 또 소의 경구적 치사량은 건조잎 50mg/kg
라고 한다(1).
1785년에 영국인 의사 Withering은 디기탈리스(Digitalis purpurea)잎 추출물을 적당량
이용함으로써 심부전에 동반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1869년에 디기
탈리스 약효성분으로 강심배당체, 디기톡신(digitoxin)이 분리되었다. 그 뒤 미국에서
화살독의 원료로 사용된 협죽도과 식물 Strophanthus hispidus에서 H-스트로파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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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trophanthin)이 Strophanthus gratus에서는 G-스토파틴(G-strophanthin, 와베인
ouabain)이 분리되었고 이들 물질의 작용기서가 연구되고 있다. 강심배당체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Na+・K+・ATPase 세포외 부분과 결합하고 효소활성을 저해한다. 이 때문에
세포 안에 들은 Na+가 유출되지 않고 유출된 Na+의 유입에 기여하는 Ca2+ 유출도
저해되어 결과적으로 세포 내에 Ca2+가 축적된다. 심근은 골격근에 비해 Ca2+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Ca2+가 축적되면 심근수축이 보강된다. 이것이 강심배당체가 심근에
작용하게 하는 기전이라고 생각된다.
본서에 실린 식물 중에서 강심배당체를 함유한 것은 은방울꽃, 복수초 등이다(각
내용 참조). 또한 백합과의 해총(Urginea(Scilla) maritima), 긴보우게과의 동의나물
(Caltha palustris), 크리스마스 로즈(Hellebourus niger), 화살나무과 Euonymus속
(화살나무, 사철나무 종류) 등도 강심배당체를 함유하고 있다(2). 또 가축 중독으로 복수초
종류인 pheasant's eye（Adonis microcarpa）종자에 의한 돼지의 중독, 독일 은방울
꽃에 의한 개의 중독, 크리스마스 로즈의 한 종류인 Helleborus foetidus에 의한 소의
중독 등이 보고되었다(3, 4, 5).

임상 증상
중독증상으로는 산통, 설사, 빈맥, 운동실조, 식욕부진 등이 보고되었으나 모두 특징적
이지는 않으며 동물이 급사하여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6).

병리 소견
주요 병변은 중증 카타르성 또는 출혈성 위장염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후에 염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심장, 장막 및 점막에서는 점상 또는 반상출혈이 보인다. 출혈은
방광과 수막에도 보이며 피색이거나 투명한 흉수, 복수가 종종 보인다. 말의 경우에는
혈뇨와 신피질의 점상출혈, 가벼운 중독성 간염 및 중독성 세뇨관신증이 보인다.
피질세뇨관이 심하게 괴사하고 관강 내에서 헤모글로빈 결정체가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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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밀풀

학 명: Lolium perenne L.
영어명: Perennial ryegrass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유럽 원산으로 '가는 보리풀'이라고도 한다. 줄기는 총생하고 비스듬히 자라다가
곧게 서서 높이가 30∼60m에 달하며 전체에 털이 없다. 잎은 짙은 녹색이고 광택이
있으며 길이 10∼25m로서 작은 이삭이 어긋나게 달린다. 작은 이삭은 밑에 달린
포영은 가시처럼 길게 자란다. 첫째 포영은 끝에 달린 작은 이삭 이외는 없으며 둘째
포영은 길이 9.5mm로 5맥이 있다. 호영에 5맥이 있고 수술은 3개이며 시방에 털이
있다. 볕이 잘 드는 풀밭이나 길가에서 자란다. 전국 각처에 분포한다. 북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시베리아를 포함한 아시아 등지에 귀화해서 자란다.

유독 성분
라이그라스에 Neotyphodium lolii라는 곰팡이가 감염되면 indole-diterpenoid 곰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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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인 lolitrem B와 ergot alkaloid를 생산해서 중독을 일으킨다(1). lolitrem B는
신경근육 수용체가 작용해서 근육 운동을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다(2). ergot alkaloid는
소와 양에서 프로락틴 분비를 방해해서 유량 생산을 감소시키고 여름에 양에서 고열을
일으킨다(3).

임상 증상
처음에는 근진전이 나타나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흥분을 보일 수 있다. 나중에 심한
근진전, 강직으로 인한 보행실조, 충혈, 서 있을 때 휘청거리는 소뇌 보행실조를 보이게
된다. 식욕은 정상이나 체중 감소가 일어나고 소음에 과민하게 반응한다. 증상이 심해
지면 기립불능, 전신적인 근진전, 후궁반장, 안구진탕증, 유연을 보인다(1).

병리 소견
특별한 병리 육안소견과 조직소견은 없다. 장기간 임상증상이 지속되었을 경우에는
소뇌 Purkinje 세포의 변성과 소실, 소뇌 분자층에 axonal spheroid가 관찰될 수도
있다(1).

치료 및 예방
치료 방법은 없다. 예방은 건기에 방목을 피해서 라이그라스의 아랫부분을 먹게
하는 것이다. 최소 30cm 길이의 라이그라스는 독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1).

【참고문헌】
1) Riet-Correa F et al. 2013. Mycotoxicoses of ruminants and horses. J Vet Diag
Invest. 25(6):69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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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driozola E et al. 2005. Diplodia maydis: a cause of death of cattle in
Argentina. N Z Vet J. 53:161∼163.
3) di Menna ME et al. 2012. A review of the Neotyphodium lolii/Lolium perenne
symbiosis and its associated effects on animal and plant health, with particular
emphasis on ryegrass staggers. N Z Vet J. 60: 31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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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독말풀

학 명: Datura stramonium L. var. stramonium
영어명: Thornapple, jimsonweed

<출처: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열대 아시아 원산이다. 꽃이 흰색이고 독이 많은 풀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
흰독말풀이다. 줄기는 곧게 서며 높이 1m정도 자라고 가지가 갈라진다. 잎은 어긋
나지만 마주달린 것 같이 되고 달걀 모양이며, 가장자리는 밋밋하거나 깊이 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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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간 모양의 톱니가 있다. 꽃은 백색으로 6∼7월에 피고 잎겨드랑이에 1개씩 달
리며 나팔 비슷한 모양이다. 꽃받침은 길이 4.5cm로 긴 통형이며 끝이 5개로 얕게
갈라져서 퍼진다. 화관(花冠)은 깔때기 모양이고 통부가 길며 가장자리가 얕게 갈라
져서 끝이 거북꼬리같이 뾰족하다. 수술은 5개, 암술은 1개이다. 열매는 삭과(殼果)로
둥글고 지름 2.5cm이며, 가시 같은 돌기가 밀생하고 불규칙하게 터져서 깨 같은 흰
종자가 나온다.

유독 성분
전초에 alkaloid 독이 있는데 줄기보다는 잎, 꽃, 뿌리에 트로판 알칼로이드 계통인
atropine, hyoscyamine, hyoscine, meteloidine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Alkaloid
중에서 hyoscyamine 성분이 주요 독성분이며, 독말풀은 아트로핀의 제조 원료로 이용
되기도 한다(1).

임상 증상
트로판 알칼로이드는 가장 강력한 항콜린제이며, 신경전달체인 아세틸콜린의 신경
신호를 차단한다. 통증의 완화를 위한 민간요법으로 독말풀을 섭취하다가 중독되기도
한다. 섭취 후 30∼60분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다. 고혈압, 저혈압, 빈맥, 부정맥, 체온
상승 등이 발현할 수 있다. 항콜린성 증후군이 주로 나타나는데, 신경계의 말초성
증상과 중추성 증상이 나타나며 이외에도 근 효소치 증가 및 횡문근 융해증이 발생
할 수 있다. 독말풀의 수액이 눈에 들어가도 시력장애, 실명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병리 소견
육안으로는 폐 충혈과 부종, 흉수, 수막의 충혈, 그리고 뇌실 확장이 관찰된다.
또한, 뇌, 위 및 소장 등에 질식의 특징 소견인 점상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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