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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된 동물 단백질의 측정 방법

이 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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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ung-Ki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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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품과 사료 개발에서 영양 가치 증진을 위

하여 동물유래 물질을 식품 및 사료배합성분으

로 사용하여 왔다. 특히 사료에서 이런 방법은

육식 동물(예, 털가죽 생산을 위한 동물) 또는

잡식성 동물(예, 돼지)의 자연적 급식 형태에 기

초를 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전략으로 초식성

동물에게도 사용하고 있다. 동물 부산물은 대두

겨(탈곡 콩깍지)에 비견될 수 있지만, 보다 높

은 에너지원으로서 지방의 함량 증가, 단백질원

과 미네랄원(Ca, P)으로서 함량 증가 및 필수

비타민 공급원으로서 고려되었고 소, 양, 돼지,

가금류의 사료에 많은 양이 사용되었다(Fig. 1).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이 90년대에 새로운 질병으로서 대두되었고 낮

은 양의 동물 단백질의 급여에 의하여 광우병

을 가진 소가 나타나는 질병 route로 인정되고

있다. 사료에 의한 전염 외에 모계에 의한 전

염이 또 다른 점염경로로 나타났지만 모든 BSE

현상의 약 0.1 정도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

난다고 평가되었다. 더군다나 뼈유래 사료 급여

없이 모계 전염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사료 및 food chain의 감염 위험성을

줄이고자 포유류 동물 가공 단백질의 반추위

동물에서 사용이 European Council(EC 1994)에

서 금지(intra-species recycling ban) 되었고, 부

산물을 동종에 사용하는 것(species-to-species

ban)이 European Union(EU 2002)의 동물 부산

물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었다. 비록 이것이 채

택되어진 규정이나 확장된 동물유래 사료 첨가

물 금지에 의한 잠정적으로 과도하게 규정된

것이므로 강압적이지는 않다. 확장된 사료 첨가

물 금지는 동물에 따른 검출 방법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축산동물로부터 유래된 모든 단백질

을 농장의 동물에게 다시 급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EU, 2003b)이며, 부산물 사용량이 특별히

규정으로 제안되지 않았으므로 zero toleranc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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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해야한다. 그러나 EFPRA(European Fat

Processors and Renderers Association 2006)는

반추위의 가공물을 비반추위에 급여하는 것을

2% 한계로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규정(EU, 2005)에서는 혈액 단

백질과 가수분해 단백질은 보다 낮게 제공되어

야 하고 우유, 유청, 알과 알 생산물 등은 축산

동물에 급여가 허용된다.

어류 유래 물질의 어류 급여는 현재는 양식

어류물질을 동종의 양식어류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허용되고 있다. 모든 분석 방법의 검

출수준은 어류 유래 물질이 있건 없건 간에 가

공된 육지동물단백질 1g/kg PAP(processed

animal proteins)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런 사료 및 food에서 감염 위험성

을 줄이고자 종에 따른 특이 동정(species-

specific identification)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광학현미경은 현재 인정되고 있는 유일한 공

식 방법(Commission Directive 2003/EC)으로

meat & bone meal(MBM)과 다른 가공부산물

(fish, feather meal)을 검출한다. Key step은 최

소 100g을 2mm의 mesh size로 갈고 분획 체

질을 하여 근육, 털, 깃털 등의 거친 부분과 고

운 부분을 나눈다. 동시에 tetrachloroethylene

(TCE)에 침전시킨다. 보다 치밀한 부분 미네랄,

뼈, 어류의 비늘은 바닥에 가라 않는다. 그 침

전물을 말리고 다시 체질하여 거친 부분과 고

운 부분으로 나눈다. 현미경으로 검경하여 bone

fragment, 근섬유, 깃털, 비늘 등을 조사한다(Fig.

2). 현미경 슬라이드를 제작시에는 뼈, 깃털, 물

고기 비늘 등을 구별하기 용이하게 alizarin이나

cystine으로 염색할 수 있으며 검경시에는 글리세

롤이나 파라핀 오일을 사용할 수 있다(Fig. 3). 

기존의 현미경 방법은 척추 동물류(포유류 대

조류)의 수준에서는 구별이 쉽지 않다. 그러나 육

지 동물대 어류 구별에는 문제가 없고 반추위와

비반추위의 구별은 어렵다. 이 방법은 0.2g PAPs/

kg 수준까지 MBM을 검출할 수 있다. Table 1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숙달됨으로서 검출 기술이

점점 정밀하여 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DNA detection method

DNA 방법은 MBM의 EU 규정에 의한 열처

리 과정에서도 남아 있어서 MBM 시료의 동물

Fig. 1. Heterogeneity of material of animal origin that should be detected analytically to control the ban on animal
proteins in feed Classical microscopy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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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w diagram of the procedure for microscopic examination of animal proteins

Fig. 3. Feather fragment after staining with cystine reagent (40x)

Table 1. Synthesis of performance and comparison between 3 collaborative studies organized between 2006 and 2008
according to the Directive 2006/123/EC guidelines(in brackets the number of participants)

CRL-AP ILS 2006(22) CRL-AP ILS 2007(25) CRL-AP ILS 2008(43)

Able to detect:

 terrestrial animal material 82% 84% 93%

 fish material 100% 100%

Able to detect:

 terrestrial animal material 18% 16% 7%

 fish material 23% 4% 26%

Faultless answering 55% 68% 70%

The figures express the percentage of participants giving the corresponding type of results

(출처: Veys et al., 2007a, 2007b, van Raams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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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동정 및 분류를 할 수 있다. Polymeri-

zation chain reaction(PCR)은 DNA 방법 중에

가장 뛰어난 검출 방법이다. 그러나 PCR을 위

한 목표 염기서열이 충분히 작아야 하고(100 bp

보다 작게) cell 당 복제수가 충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폭될 염기 서열에 맞는 species-specific

primer(예, 소, 양, 돼지, 닭 등의 primer)가 필

요하다. 이 방법은 실험자 마다 검출량의 차이

가 많은데 그것은 공장의 멸균 방법의 차이, 시

료의 품질 균일화의 차이 등으로 DNA 분해 또

는 함량정도가 달리 나타난 차이에 따른다. 시

료 가공시에 133~145oC의 열처리를 하면 증폭

을 위한 약 2승의 copy number의 감소가 나타

난다. 또 다른 문제는 금지하는 부분의 DNA와

우유 같은 낙농제품 유래 DNA를 구별할 수 없

다. 이 경우에는 현미경 분석방법으로 결과를

보완할 수 있다. 반면에, 조직특성의 차이인 같

은 유전자 서열이라도 어떤 조직에서는 methy-

Fig. 4. Sensitivity of conventional PCR amplifications, analysed by agarose gel electrophoresis, using specific primers
for bovine, ovine, swine and chicken to detect species-species DNA sequence in contaminated eedstuff containing 1%,
0.5% and 0.2% of each MBM. Lane F: not contaminated feedstuff DNA, Lane M: 100 bp ladder, Lane B: negative control

Table 2. Species-specific primer, LG probe sequences and amplification conditions

Specie Primers

(5'-3')

Probes

(5'-3')

Amealing 

temperature

Target Size

(bp)

Bos

taurus f-CTTGAACTAGACCTAGCCCAAAGATACGTTTTATTCTATCTTGGTTGTTTAGTCGAAG 58oC/6s 16S rRNA 112

r-ATAGCGCCGTACTTAGATTTCTATCTCC

Sus f-ATGACCAACATCCGAAAATCAC GCGTTGTTGATAATTTTTATTAGTGGG 52%oC/8s Cytocrhom b 114

scrofa r-TGCCTAAGAGGGAACCGAAG

Ovis f-CTTGAACTATACCTAGCCCAAAAT AATTAAAATAAAACATTTACCCTAATTAAAGTATAGG 57%oC/8s 16S rRNA 104

aries r-ATAGCGCCGTGTTTAGAATTTCTATC

Gallus f-AGAGCTCGGCAAATGCAAA GAACCTCTGGATAAAGGGCTTAAGCC 50oC/8s ATPase 8 99

gallus r-GGCAGGGTCATGTCCG

Plant f-TGCAGTTAAAAAGCTCGTAG CCCGAAGCCGGACCTAGAAAC 50oC/6s 18S rRNA 159

r-GAAACTTCTTTAATCTCACG (Zea m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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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d 형태가 차이지게 나타나 구별할 수 있는

점이다. Table 2는 개발된 primer이고 Fig. 4는

증폭되어 나타난 전기영동 결과이다.

Immunochemistry method

이 방법은 사료내의 특정 단백질에 따라서 분

류학적 수준에서 목적된 단백질을 검출 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specific antibody-

antigen interaction을 사용하는 면역분석 방법이

다. 이 방법의 양성반응은 PCR 등의 방법의 보

완으로 확정된다. 이 분야에서 면역학적 분석

방법은 사료 구성물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을

때에 특히 중요하다. 현미경 방법에서 동물체

조각물이 발견되었을 때에 특별히 반추위 동물

의 조각물을 구별할 수 없으므로 본 방법을 사

용하면 구별이 용이하다. 

Troponin I은 뼈 근육으로부터 유래된 myofi-

brillar protein으로 이것으로 monoclonal antibody

를 만들어 ELISA 방법으로 MNM 검출한다. 이

단백질은 열에 안정하고 분자구조가 차이지고

근육의 주요 구성성분으로 분류학적 수준에서

검출이 가능하며, 검출한계는 1g PAPs/kg이다.

h-Carderone은 근육 단백질이 아닌 민무늬 근

육(smooth muscle)에 나타나며 90~130oC, 10~

20min로 열처리하면 면역 분석 반응이 증가한

다. 검출한계는 0.5g PAPs/kg, 그러나 동물종에

Fig. 5. General scheme of a dipstick

Table 3. Immunoassays: important characteristics and requirements from European legislation

Characteristic/requirement Comment

Target animals (1) Ruminants; (2a) pigs; (2b) poultry Highest priority for ruminant-specific test

Target tissue Sensitivity towards heat stable proteins 

present in specific animal tissues

Tissue specificity allows for differentiation between 

anthorised and banned proteins but poses problems if not 

all banned tissues are covered by the test

Design ELISA or dip stick Using dip sticks does not require the availability of a 

fully equipped chemical laboratory (possibility of on-site 

application

Limit of detection

(LOD)

Required LOD: 1g PAPs(as mass fraction)/kg 

compound feed

Required LOD taken from the LOD achievable with the 

EU official microscopic method. Recent studies 

confirmed that some of the immunoassays reach this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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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감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깃털 및 물

고기 유래 gelatin에서 교차반응이 나타나 다른

검출 방법의 보조로 사용한다. Table 3은 면역

분석 방법과 특성을 Fig. 5는 dipstick 검출 모

식도이다.

Near-infrared identification 

근적외선(NIR) 분석은 전자기적 spectrum의

mid-infra 영역에서 식품에 따른 vibration band

로 분석한다. 이것은 빠르고 용매 사용없고 방

법이 쉽고 비파괴적이고 반복성이 뛰어나며 값

이 싸다. 단점은 특수 분자나 단백질 등의

single target을 측정할 수 없고 간접적인 방법

으로 측정한다. 따라서, 측정모델을 개발하기 위

해서는 많은 참고 시료의 측정값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육지동물과 어류유래 산물은 효과적

으로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근적외선

(NIR) spectrophotometer에 현미경을 조합하여

확대된 조각물에 따라 조사된 빛의 투과 또는

반사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0.1% 보다 낮은 농

도를 검출할 수 있다. 

Other method

High-pressure liquid chromatography(HPLC)

를 사용하여 식물과 동물 단백질에서 차이가

나는 histidine peptide(carnosine, anserine, bale-

nine)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동물단백질에서

이들의 함량비는 어류, 가금류, 포유류에 따라

Fig. 6. Global analytical to determine if presence of animal constituents in feed is conform of not to the European
legislation. Options set in the black diamonds marked with an asterisk are not existent in the present-day European
regulatory framework. *Presence of fish meal in pig and poultry feed is however autho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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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르다.

보통, 포유류 단백질은 anserine 함량보다는

carnosine 함량이 높고 가금류는 반대이며 1g

PAPs/kg 분석 가능하다.

Olfactometry technique는 휘발성물질을 검출

하는 방법으로서 물질을 분쇄하지 않고 빠르게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고 5g PAPs/kg 분석 가

능하다.

Combination method

각 방법은 장점 및 단점이 있으므로 보다 정

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상호 조합된 방법으

로 시료검출이 시도되고 있다. PCR 방법이 유

럽 규정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인식이 되었

으나 지방이나, 유청 분말 등에서 미흡한 결과

를 얻었다. 반면에 근적외선 현미경에 의한 방

법(NIRM)은 시료에서 육류와 뼈를 검출하였지

만 동물의 종을 구별할 수 없었다. Fig. 6은 현

미경과 근적외선 그리고 PCR을 조합하여 시료

를 조사하기 위한 모식도이다.

내용요약

소의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의 점염 경로가 가공된 동물 단백질

(processed animal proteins, PAPs)을 동물 사료

에 포함되어 공급함으로서 나타나는 것으로 받

아들여지고 있다. 초기에는 반추위에만 해당하

는 점염경로로 여겨졌지만 나중에는 모든 가축

사료로 확장되었다. 특정 동물의 특수 단백질을

같은 종에게 공급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서 차단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species-to-species

에 따른 종 특이 동정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유럽에서는 동물사료에서 현미경 분석방법만

이 가공된 동물단백질 분석 방법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고 1g/kg의 검출 요구 수준에서 사용되

고 있다. 이 방법은 근섬유나 특정 동물로 여

겨질 수 있는 상황적인 증거에 우선하여 뼈의

조각물의 특성과 존재 여부로서 중점적으로 구

분하기 위한 검출방법이다. 최근에 개발된 방법

들은 뼈의 특성의 image 분석에 의하여 동물종

에 따른 검출수준에서 뼈 조각물을 동정하는

것이다. 

특수단백질과 DNA의 검출은 사료에서 가공

된 동물단백질의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부가

적인 방법이다. DNA는 동물종과 품종에 따라

매우 특이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마찬가지로

단백질은 특성적 동물조직의 종류를 알려줄 수

있으므로 금지된 동물 단백질의 공급원을 구별

할 수 있다. 최근에 개선된 방법으로 두 방법

이 주목받고 있다. 이 방법 중에 polymerase

chain reaction(PCR)은 DNA의 특수 서열을 검

출하는 것으로 100 nucleotide 보다 짧은 서열을

증폭하는 것으로 발달되어 왔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특이 항체 방법이 반추위 동물 및 소의

단백질 검출에 사용되어 왔다. 이 두 방법은

1g/kg의 검출 감도까지 분석할 수 있음이 최근

여러 결과에서 보고되어 왔으나 아직은 더 많

은 여러 실증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다른 방법으로 근적외선 현미경(near-infrared

microscopy, NIRM), 근적외선 분광기(near-

infrared spectroscopy, NIRS), near-infrared

imaging, liquid chromatography, olfactometry

technique 등이 가공된 동물단백질의 분석에

사용할 수 있다. 근적외선 분광기는 사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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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시료들을 파괴하지 않고 on-line으로 분석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검출

한계량이 너무 높다. 그러나 산업적인 면에서

는 사용할 만하고 현미경과 병행으로 분석함

으로서 검출수준을 높일 수 있다. LC는 포유

류에 보다 많이 존재하는 carnosine, 조류에 보

다 많이 존재하는 anserine 등과 같이 차이진

polypeptide 들의 비를 검출 비교함으로서 사

용될 수 있다. Olfactometry technique는 휘발

성물질을 검출하는 방법으로서 물질을 분쇄하

지 않고 빠르게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LC

와 olfactometry 방법은 육지 동물 단백질에 어

류 단백질이 섞여 있을 경우에 5g/kg 수준에

서 효과적이다. 

그리고 각 방법은 장점 및 단점이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상호 조합된

방법으로 시료검출이 시도되고 있다.

이용분야

지금까지 제시된 가공된 동물 단백질의 추적

방법은 광우병 등의 질병위해요소를 줄 수 있

는 성분을 분석하여 사전예방 하기 위함으로

주로 가축사료에 혼입된 성분을 분석하고자 개

발되었다. 우리가 먹는 식품에도 그런 위해요

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상품의 질을

오도하기 위하여 고의로 저가품 또는 가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원료성분을 추적할 수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곰탕에서 뼈

와 내장으로 진한 맛을 우려내는 데, 사용된

재료의 돼지, 소 등의 동물종 및 한우, 육우 등

의 품종의 구별이 필요하며 곰국색을 나타내는

유사색의 우유나 크림 첨가여부 등의 분석이

필요하다. 김치에는 다양한 젓갈이 사용되고 있

고 이들의 구별도 필요할 것이다. 장류에서도

아미노산 및 단백질원을 동물 유래 소재를 사

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라면의 스프도 쇠고기

분말 등을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 햄버거, 고

기만두, 갈비탕, 스테이크, 갈비, 냉면, 육개장,

장조림, 피자, 육포, 비빔밥, 샤브샤브 등에도

다양한 육류가 사용되므로 품질관리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하여 가공된 동물 단백질 분석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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