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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판 산양유제품 내 젖소 유성분의 혼입에 대한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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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dulteration of caprine milk products by bovine milk using biomolecular 
techniques with bovine-specific primers for the mitochondrial cytochrome b gene.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and 
real-time PCR assays were applied to caprine milk products including infant formula, city milk, and fermented milk. The 
results indicated that six out of the eight caprine infant formula products tested contained bovine milk components. In 
addition, two of the three tested caprine city milk products and two caprine fermented milk products were shown to be 
adulterated with bovine milk. Conventional PCR results corroborated with results obtained by real-time PCR.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DNA-based species identification procedures would be useful and applicable in routine examinations of 
the dairy industry to ensure the quality and safety of dairy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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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양유는 단백질 구성 비율이 모유와 유사하게 αs1-casein
의 함량이 적고 β-casein의 함량이 높아 부드러운 커드를
형성하여소화흡수가용이하다(John and Ian, 1985; Haenlein, 
1995). 또한 우유에 비해 중간사슬지방산 함량이 높고, 지
방구의 크기가 작아 장기능이 미숙한 영유아들의 소화 흡

수에 유리하며, 비타민, 미네랄, 다양한 종류의 올리고당 및
기능성 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일반 식품으로서의

우수한 가치는 물론, 기능성 식품으로의 개발 가능성이 뛰
어난 식품 원료이다(Jenness, 1980; Hachelaf et al., 1993). 
국내의 경우, 계절 번식을 하는 산양의 특성 때문에 연중

원유 공급이 하절기에 집중되어 있고, 원유 대부분이 시유, 
발효유와 같이 저장성이 짧은 제품들 생산에 이용되고 있

다(Park, 2006). 산양유는 영유아에게 적합한 이화학적 특성
과웰빙식품으로서좋은기호성을갖고있지만, 국내생산량
이 전체소비량에비해미약한수준에 머물러있어산양분유

에대한수입의존도가매우높은실정이다(Lim et al., 2006). 
한편, 국내 식품 규격상 영유아용 산양 조제분유 내 산양

유성분의 함유량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우유에 비해 고가
인 산양유로 조제분유를 생산할 때 제조 회사별 제품 안에

포함된 산양 유성분의 함유량은 매우 다양하다. 심지어 국
내외적으로 산양유 만으로 제조해야 하는 액상 유제품에도

우유를 혼합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유래가 다른

원유의 혼합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검출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Calvo et al., 2002). 특히, 유제품 내 여러 품종의
원유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의도치 않게 특정 유성분이 일
부 민감한 사람들에게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신중한 검증이 요구된다(Bottero et al., 2003).
국내외적으로 산양유와 우유의 혼합 여부를 검출하고자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며, 적용된 연구 방법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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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영동법, 크로마토그래피법, 등전점 분리법, ELISA법 등
이 있지만, 방법의 정확도, 소요시간 및 노동력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있다(Addeo et al., 1990; Levieux and Venien, 1994; 
Mimmo and Pagani, 1998; Lee et al., 2004; Mayer et al., 
2005).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PCR 기법을 이용하여 각
종 낙농제품에 사용된 원유의 품종을 구별하는 다양한 방법

들이 보고되어 왔다(Meyer et al., 1995; Mafra et al., 2004). 
본 연구는 일반 PCR법과 real-time PCR법을 사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내 시판 중인 각종 산양유제품 내 우

유 성분의 함유 여부를 조사하고자 실시되었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시료
국내 시판 중인 4개사(A사, B사, C사 및 D사)의 산양조

제분유 4종(1단계, 2단계), 젖소 분유, 젖소 시유, 산양 시유
및 산양 발효유를 대형마트와 지역 대리점에서 각각 구매

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2. DNA의 추출
시료로부터 genomic DNA의 추출은 NucleoSpin®Food kit 

(Macherey-Nagel)를 사용하여 실시되었다. 간략하게, 200 
mg의 시료에 550μL lysis buffer와 10μL proteinase K를
첨가하여 65℃, 30분 동안 배양한 다음, 10,000×g, 10분 동안
원심분리하여상징액을회수하였다. 시료와동량의 buffer C4
와 에탄올을 첨가한 다음 제공된 column에 DNA를 흡착시
킨 후, 2종의 washing buffer로 세척한 다음 100μL elution 
buffer로 DNA를 회수하였다.

3. Polymerase Chain Reaction
시료내 genomic DNA의증폭은 10× TaKaRa EX Taq buffer 

5μL에 1.25 U Ex TaqTM, 4μL dNTP 혼합액(각 2.5 mM), 
4μL 시료 DNA, 2μL primer 쌍(각 10 pM)을 첨가한 후
증류수로 최종 50μL가 되도록 PCR 반응 용액을 제조한
다음, Verti®96-well thermal cycler(Applied Biosystems)를 사
용하여 실시되었다. Primer는 젖소 미토콘드리아 cytochrome 
b 유전자를 대상으로 약 274 bp의 DNA 단편이 증폭될 수
있도록 forward primer(5’ GACCTCCCAGCTCCATCAAAC 
ATCTCATCTTGATGAAA 3’)와 reverse primer(5’ CTAG 
AAAAGTGTAAGACCCGTAATATAAG 3’)를 사용하였다
(Matsunaga et al., 1999). 반응용액의 PCR 조건은 Bania 등
(2001)의방법을일부변형하여 94℃에서 3분처리이후, 94℃
에서 30초, 60℃에서 30초, 72℃에서 20초를 40회 반복한
다음 다시 72℃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증폭된 PCR 산물

은 1 kb DNA 마커와 함께 1.0% agarose gel에서 100 V, 30
분 동안 전기영동하였다.

4. Real-time PCR
SYBR®Green master mix(Applied Biosystems) 10μL에 4

μL 시료DNA와일반 PCR에사용된동일한 primer 쌍(각 10 pM)
을첨가한 후증류수로최종 20μL 부피가되도록혼합한다
음 StepOnePlusTM real-time PCR system(Applied Biosystems)
를 사용하여 증폭하였다. 반응 조건은 일반 PCR 조건의 첫
단계인 DNA 변성 반응시간을 10분으로 조정한 것 이외에
모두 동일하게 실시되었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조건이 젖소 유성분을 선택적

으로 검출할 수 있는지 그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우

선 산양 시유, 젖소 시유 및 젖소 분유를 대상으로 PCR 산
물 생성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40 cycles의 PCR 반
응 이후 산양 시유의 경우 어떠한 밴드도 검출되지 않았지

만, 젖소 시유와 젖소 분유에서는 약 300 bp의 선명한 밴드
가 생성되어 젖소 유성분을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1). 
그 다음, 판매량이 높은 국내 주요 4개 회사의 산양조제

분유 중 1, 2단계 제품을 대상으로 젖소유 성분 함유 여부
를 조사하였다. 국내에서 시판되는 영유아용 산양조제분유
는 대부분 외국에서 생산되어 완제품이 수입되거나 산양유

분말 형태로 수입한 후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제조, 판매되
고 있다. 실험 결과, B사에서 생산된 산양조제분유(산양유
성분 100% 함유 표기 제품) 이외에 다른 3개사(A사, C사, 
D사)의 제품 모두에서 젖소 유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1).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그 성분 함량의
높고 낮음의 차이는 알 수 없지만, 젖소 유성분의 혼입 여부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산양조제분유에 대해 식품

성분 규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국내 현실 속에

서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primer 쌍은 다양한 육제품에 사용된 고

기의 품종을 조사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젖소 미토콘드리
아의 cytochrome b의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증폭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Matsunaga et al., 1999). 일반적으로 미토콘
드리아 유전자는 염색체 유전자보다 점돌연변이 비율이 높

아종간차이를구분하는데널리이용되고있어(Unseld et al., 
1995), 물소, 젖소, 산양 및 염소 젖 등으로 제조된 치즈를
분별하고자할때 PCR-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분석법과 같은 분자생물학적 기법의 대상 유전자로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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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garose gel electrophoresis of PCR amplicons obtained with bovine-specific primers. lane 1, 1 kb marker; lane 2~9 
represent caprine infant formulas (step 1 and 2) of four companies(A, B, C and D), respectively; lane 10, caprine city milk; lane 
11, bovine city milk; lane 12, bovine infant formula.

사용되고 있다(Branciari et al., 2000). 
식품을 제조할 때 수반되는 열처리, 숙성 등의 과정을 거

치는 치즈와 같은 다양한 낙농 식품군들에 종간 구분을 위

해 사용될 수 있는 기법들에는 한계가 있다. 비록 PCR 기
법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식품 제조나 저장기간 중에도 보존성이 뛰어난 DNA를 바
탕으로수행되는종간구별법들이다양한방향으로시도되어

왔다(Bania et al., 2001; Maudet and Taberlet, 2001; López et 
al., 2004). PCR 기법을 바탕으로 한 검사방법 간에도 정확
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최근 보고에 따르면 산양유에 혼
입된 0.1%의 젖소 유성분까지도 검출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Maudet and Taberlet, 2001). 
일반 PCR을 실시할 경우, 전기영동을 통해 밴드를 확인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긴 소요시간을 보완하고자 동일한

primer 쌍을 사용하여 실시간 검출이 가능한 real-time PCR
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반 PCR법으로 검출된 결과와
유사하게 B사를 제외한 모든 산양 조제분유들에서 증폭곡
선(amplification curve)이 생성됨을 알 수 있었다(Fig. 2). 
대조구로 사용된 산양시유를 제외하고, 젖소시유에서도 증
폭곡선이 생성되었으며, 제품별 증폭곡선의 평균 Ct 값은
29~32 cycles 사이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인 분
석만을 실시하였지만,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정량 검사를

실시할 경우 각 제품 내 젖소 유래 DNA의 함량도 검출 가
능하다. 특히, real-time PCR법을 사용한 제품 내 종간 검출
방법은 많은 시료를 조사해야할 경우, 보다 용이하게 이용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국내 시판되는 다른 제조 기업들의 산

양 발효유 2종과 산양유 2종을 조사한 결과, 모두 젖소 유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data not shown). 식
품 규격상 산양조제분유와 달리 산양 시유와 산양 발효유

제품의 경우 타종의 원유가 함유되어서는 안 되는 품목이

므로, 본 연구와 같이 빠르게 종간 구별이 가능한 PCR 기
법은 부적합한 식품 성분의 혼입에 대한 검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 밖에도 특수 식품 내 식품 성분의 종류
와 함량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검사 방법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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