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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을 이용한 품종동정 및 시유와 낙농제품의 진위판별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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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uthentication and implications of misleading labeling in milk and dairy products is important to protect against 
cheating consumers from adulteration and to alert sensitive consumers to any undeclared potential allergens. This need to 
support milk and dairy products labeling has led to the development of specific analytical techniques for the analysis of 
milk and dairy products ingredients. Recently, several methods based on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including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PCR-RFLP), multiplex PCR, species-specific PCR, and real-time PCR, have been 
proposed as useful means for identifying species of origin in milk and dairy products, as well as quantifying and detecting 
any adulteration. These methods have particular advantages owing to their high specificity and sensitivity, as well as rapid 
processing time. In this review, we provide an updated and extensive overview of the PCR-based methods used for milk 
and dairy products authentication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application of PCR methods to detect adult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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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값싼 식품원료를 사용하거나, 표시사항을 허위로 기
재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가짜식품의 제조유통으로 인하여

식품에대한막연한불안감이높아지고있다. 가짜식품 (EMA, 
economically Motivated Adulteration)이란 경제적 이득을 취하
기 위하여 제조된 식품을 일반적으로 말한다. 가짜식품은 우
리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를 어
지럽히는 주범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처럼 이들 식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미국 식품의

약품청(FDA), 영국 식품기준청(FAS)에서도 최근에 늘어나는
가짜식품, 가짜 의약품, 가짜 화장품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가짜원료가 혼입되어 있는 식품으
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과 이력추적제도

에 관련된 European Union regulation을 설정하였다(Park et 
al., 2012).
식품 제조 시 가격이 비싼 품종의 젖 대신에 가격이 낮은

품종의 젖으로 일부 또는 전부가 혼입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품종이 잘못 표시된 제품은 알러지 가능성
이 있는 민감한 소비자의 경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다. 선진국에서는식품알러지문제가공공건강문제로대
두되고 있다. 최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FAO 및 세계보건기구가 잠제적인 알러지를 일으키는 성분
으로 우유, 계란, 어류, 갑각류, 땅콩, 콩, 호두, 유청 및 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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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을 함유한 곡류들을 제시하고 있다(Mafra et al., 2008). 식
품에 표시된 라벨은 소비자들이 어떤 식품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정보이며, 식품 선택은 채식주의 또는 종교적 습
관과 같은 생활스타일이 반영된다. 최근 식품 사고의 발생으
로 부터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의 안전을 위해 식품
라벨표시의 입법화를 강조하고 있다(Cheftel, 2005). 따라서
식품에 대한 정확한 라벨표시는 소비자, 식품 산업 및 국가의
식품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식품에 대한 라벨 표시와 진
위 판별에 대한 검사는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엄격한 품질
관리 차원에서 적합한 분석방법이 필요하다(Dennis, 1998). 비
록 한국에서는 우유와 유제품의 변조에 대한 보고는 비록 없

을지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변조유제품에 대한 보고를 보면
Di-Pinto 등(2004)은 30개의 버펄로유 모짜렐라 치즈 중에 22
개 시료에서 우유가 탐지되었고, Mafra 등(2007)은 17개 상업
용 산양유 치즈제품 시료 중에 15개에 우유가 혼입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루마니아에서는양젖과산양유로만든치즈중
에 67.3%에서 우유가 검출되고(Stanciuc and Rapeanu, 2010), 
Zelenakova 등(2009)에 의하면 슬로바키아에서는 20개 양젖
시료 중 8개 시료에서 우유가 검출되었으며, 30개 양젖 치즈
시료 중 12개 시료에서 우유가 혼입된 것이 발견하였다고 보
고하고 있다.
식품의 진위를 보증하기 위해서, 정부와 생산업자가 제품

이 정확하게 라벨이 표시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분석

기술의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Santos et al., 2003). 낙농제품
시장에 있어서 계절번식에 의한 생산량의 차질, 낮은 양젖의
수율 및 상대적으로 낮은 우유 가격으로 인해 양젖 또는 산

양젖대신에우유로대치하는것은속이는행위가된다(Mafra 
et al., 2004). 비록 우유가 낙농제품시장에서 많은 비중을 차
지할지라도 알러지(Halken, 2003; Sampson, 2003) 또는 유당불
내증, 종교적, 문화적인차이로우유를기피하게된다(Shatenstein 
and Ghadirian, 1998). 식품에 사용된 원료의 진위 판별이나
젖의 품종을 동정하는 분석방법으로 면역적인방법(Xue et al., 
2010; Zelenakova et al., 2008; Hurley et al., 2004), 전기영동
방법(Mayer, 2005), 면역크로마토그라피방법(Colak et al., 2006), 
크로마토그라피방법(Enne et al., 2005) 및특정단백질이나펩
타이드를 정량하는 방법인 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sation time-of-flight mass spectrometry(Nicolaou et al., 2011) 
방법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Polymerase Chain Reaction(PCR)을 이용한분자생

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양젖 또는 산양젖에 우유를 혼합하

여 만든 생치즈 및 숙성치즈에서도 첨가된 우유의 양을 민감

하고정확하게 측정할(Plath et al., 1997; Lockley and Bardsley, 
2000; Woolfe and Primrose, 2004) 뿐만 아니라, 육제품, 생선
및 시유와 낙농제품에 있는 품종을 동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

용되고있다(Herrero-Martínez et al., 2000; Branciari et al., 2000; 
Bania et al., 2001; Maudet and Taberlet, 2001; Veloso et al., 
2002; Darwish et al., 2009). 
본 총설논문은 시유 및 낙농제품의 진위 판별 및 품종 동

정에 사용된 PCR 방법을 알아보고자 이미 발표된 다양한 문
헌 등을 정리하여 서술하였다.

본 론

1. 품종동정을 위한 PCR 방법
최근 대부분의 생물학적 조직에 존재하는 DNA 분자는 식

품제조 공정 중 처리되는 압력, 고열 등에 대하여 단백질보다
안정성이 우수하며, 품종을 동정하는 목표물질로 사용할 수
있고, 식품 내에 있는 성분의 동정 및 구별을 위해 DNA 분자
를 선택할 수 있어 단백질분석을 대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Gachet et al., 1999; Lockey and Bardsley, 2000). 식품에 사
용된 성분의 품종을 동정하기 위한 DNA를 기초로 하는 방법
은 PCR 방법을 이용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DNA 단편을
높은 특이성으로 증폭시킬 수 있고, 이 방법은 신속성, 간편
성, 민감도 및 특이성 등이 우수하여 최근에는 식품원료 동정
을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Fabrice et al., 2005; 
Folmer et al., 1994; Wang et al., 2000; Kocher et al., 1989; 
Paul et al., 2003; Tomoaki et al., 2009). 
품종 판별을 위한 유전자 증폭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일반 프라이머(universal primer)를 이용하여
증폭 후 염기서열을 결정하고, 유전자은행(www.ncbi.nlm.nih. 
gov/blast.cgi 등)에 등록되어 있는 염기서열과 비교하여 종을
판별하는 방법(Fabrice et al., 2005; Folmer et al., 1994; Paul  
et al., 2003; Michael et al., 2005), 두 번째, 종 특이 프라이머
(species-specific primer)를개발하여유전자증폭유무로종을판
별하는방법(Kocher et al., 1989; Tomoaki et al., 2009)이있다. 
특히, 품종을구분하기위한 PCR 방법에 mitochondria DNA 

(mt DNA) 유전자는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어 프라이머
제작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Bottero and Dalmasso, 2011). mt 
DNA 유전자는 첫 번째로 모계 유전방식으로 다음 세대로 전
달되어 핵 내 DNA보다 세포당 수천 개의 copy number가 있
어 열변성에 의해 야기된 DNA 단편으로부터 적절한 크기로
증폭될 수 있다. 두번째로 다양한 축종에서 보고된 염기서열
의 유용성뿐만 아니라, 동물 mt DNA 유전자 구성에 관한 방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PCR 증폭을 위한 축종별 특이 프라이
머를 쉽게 설계할 수 있다. 세번째로 mt DNA의 큰변이성 때
문에 혼합물에서 신뢰성 있는 축종감별이 가능하다. DNA에
기반을 둔 PCR 방법에 널리 이용된 유전자는 12S rRNA, 16S 
rRNA 및 cytochrome b(cyt b)와 같은 mt DNA 유전자로 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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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소, 면양, 산양 및 사슴), 가금류(닭, 칠면조, 오리 및 거위), 
개, 고양이, 그리고 돼지와 같은 축종을 구별하는데 사용되었
다(Ha et al., 2006; Martín et al., 2007a; Martín et al., 2007b; 
Tanabe et al., 2007). 

mt DNA 내에두개의다른 12S rRNA와 16S rRNA는변화
하는 지역과 변하하지 않는 지역을 갖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

점을 프라이머를 설계하는데 이용할 수 있고, 다른 크기의 특
이성 있는 증폭된 DNA 절편을 만들기 위해 각 품종에 맞는
프라이머 결합 위치를 잘 선택해야 한다(Bottero et al., 2003).

PCR 증폭 방법은 특이성이 있는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를
하이브리다이져이션에 근거로 하며, in vitro 상에서 프라이머
에 의해 수 백만 개로 DNA 단편을 증폭시키는 것이다(Saiki 
et al., 1985). 단편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아가로즈 전기영동
에 의해 한 개의 단편의 특이적 증폭하는 것은 품종의 판별

을 평가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PCR 전략이다.
PCR 방법을 살펴보면 mt DNA 유전자에서 일정한 보존부

위의염기서열에존재하는돌연변이를분석하는 PCR-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RFLP) 방법은 여러 개의 품종
을 구별하는데 사용되었다(Girish et al., 2007; Lanzilao et al., 
2005; Montiel-Sosa et al., 2000; Pfeiffer et al., 2004; Wolf et 
al., 1999). 근연종 구별이나 다양한 동물 품종을 동시에 감별
하는데 여러 개의 제한효소가종종필요하므로, RFLP 방법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식품의 품종을 구별하는데 적합하지 않

다(Bottero and Dalmasso, 2011). Random amplified polymorphic 
DNA (RAPD) 방법은 일련의 PCR 증폭산물을 만들 수 있는
genomic DNA의 여러 부위와 상보적인 짧은 임의의 프라이
머를 사용한다(Calvo et al., 2001; Rastogi et al., 2007). RAPD
는 DNA 염기서열 정보가 거의 없어도 표준물질과 비교를 할
수 있다면 매우 효과적인 기술로 이 방법은 DNA 서열 정보
가 사전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축과 희귀 동물 품종 구
별에는적합하다(Ballin, 2010). 하지만 이기술은재현성이떨
어지고 광범위하게 핵산이 붕괴한 가열 처리된 가공식품에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Fajardo et al., 2010), 염기서열 분
석법은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는 방법이지만, 두 가지 이상의
축종이 혼합된 시료에는 적용할 수 없어서 일상적인 진단실

험에는 적절하지 않다(Bottero and Dalmasso, 2011). 
2개 또는 그 이상의 프라이머를 가지고 DNA 단편을 동시

에 신속 간편하게 증폭하는 방법인 multiplex PCR의 경우, 단
일 step으로 혼합물에 들어 있는 각 품종의 특이성 프라이머
에 의해 증폭된 DNA 단편을 아가로즈 겔 전기영동으로 쉽게
분리하여 각 DNA 절편길이 차이를 탐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 방법은 잘 알려지지 않는 품종이 제품 내에 들어
있는 경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Dalmasso et al., 2004; 
Matsunaga et al., 1999; Tobe and Linacre, 2008). 하지만 낙농

제품의경우, 일반적으로잘알려진소, 산양, 양및버펄로젖
으로 제품을 만들므로 multiplex PCR을 이용하면 이들 젖을
동정하는데매우유용하게사용할수있다(Bottero et al., 2002; 
Bottero et al., 2003). 한편, single strand conformation polymor-
phisms(PCR-SSCP) 방법은 증폭된 단일가닥 형태로 다양성
분석을 할 수 있고(Lockey and Bardsley, 2000), 또한 품종을
동정하는데 마이크로 세털라이트로 알려진 single sequence 
repeats(SSR)를 분석하는 방법도 있다(Taylor et al., 1998). 
알러젠의 경우와 같이 식품분석에서 어려운 면은 법적으

로 요구하는 식품 성분의 양을 정확히 정량화하는 것이다.  
증폭 사이클에 따라 불규칙성으로 인하여 PCR이 끝날 때마
다 얻어진 정량적 정보가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식품 내에

2가지성분의양을정량하는탐지방법인 quantitative competitive 
PCR(QC-PCR)과 real-time PCR이 개발되었다. 특히, real-time 
PCR은 특이성 probe 또는 표시된 프라이머의 사용은 DNA 
단편을 동시에 탐지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반응 후 증폭 산
물을 전기영동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결과를얻을수있으며, 교차오염의위험도낮다. 또한, mtDNA 
유전자가 아닌 핵 내 DNA를 이용하므로 소, 돼지 및 닭 등의
가축을 감별하고 정량할 수 있어 식품 분석 시 이 기술의 신

뢰성을 증가시키므로 많이 응용될 수 있으나, 단점은 고가의
시약과장비그리고특이성높은 probe를설계하기위해서는염
기서열부위를선정하는데여러가지제약조건이따른다(Laube 
et al., 2003; Levin, 2004; García-Cañas et al., 2004). 하지만
낙농식품에서는 Lopparelli 등(2007)은 모짜렐라치즈, Mininni 
등(2009)은이탈리안 치즈에들어있는우유를 정량하거나탐
지하였고, Lopez-Calleja 등(2007b)은 양젖에서 산양젖을 검
출 및 정량하였으며, Lopez-Calleja 등(2007a)은 양젖에서 혼
입된 우유를 검출하는데 Real-time PCR 방법이 적용될 수 있
다고 보고하고 있다. 
식품내의품종을동정하는데정확하고신뢰하는방법의필

요성은 과거 수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Teletchea et al., 
2005). 그런 가운데 PCR 기술은 식품 중에 동물에서 유래한
구성 성분을 검출하는 데 있어서 편리성, 신속성 그리고 높은
민감도와특이성을지닌분석방법으로(Fajardo et al., 2010), 식
육제품(Pascoal et al., 2004), 낙농제품(De La Fuente and 
Juárez, 2005) 및 어류제품(Comi et al., 2005)에 사용된 동물
성분의 품종기원을 탐지하는데 성공적으로 응용되어 왔으며, 
식물의 경우, GMO 탐지를 비롯하여 농산식품에 PCR 기술이
폭넓게사용되고있다(Gachet et al., 1999; Lockey et al., 2000; 
Miraglia et al., 2004; Wiseman 2002; García-Cañas et al., 2004; 
Anklam et al., 2002). 

2. PCR 방법에의한시유와낙농제품의정량및진위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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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제품의 진위평가는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식품 알
러지 또는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매

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일반적으로 고부가가치의 낙농제품
에 혼입된 젖을 보면 상표로 등록된 품종의 젖을 넣지 않거

나 또는 등록하지 않은 젖소 젖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든다. 
따라서 젖의 품종을 조사하는 것은 치즈를 만드는데 매우 중

요하며, 특히, 순수한 하나의 양젖이나 순수한 하나의 산양젖
으로 만든 치즈만이 치즈의 순수성을 보장 받을 수가 있으나, 
일부치즈는다른품종의젖을혼합하여제조한다(Maudet and 
Taberlet, 2001; Bottero et al., 2002; Bottero et al., 2003; Ulberth, 
2003).
단백질 분석을 기초로 하는 방법이 젖 품종을 동정하는데

사용되는데, 이 분석방법은 어떤 점에서는 상당히 가치가 있
으나, 품종을 동정하기 위해 단백질을 측정하는 방법은 단백
질을 분해하는 효소 또는 열처리에 따라 단백질이 변성되거

나, 숙성된 치즈의 경우 단백질 측정이 방해를 받을 수가 있
다(Plath et al., 1997). 또한, 이단백질측정방법의다른단점은노
동집약적이고, 시간이많이소요될뿐만아니라, 분석에영양을
미치는 전처리 과정이 복잡한 것이다(Karoui and Baerdemaeker, 
2007). 식품의 진위 판별에 대한 최근 분석 경향은 DNA를 기
초로 하는 방법으로 전반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우유나치즈제품에내에존재하는동물품종을탐지하는데 PCR 
방법의 사용이 증가하며, 특히, 백혈구는 우유에 존재하는 대
표적인 체세포로 치즈를 제조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존재하

므로 백혈구 내의 DNA를 추출하여 증폭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Diaz et al., 2007). 체세포에 있는 염색체 DNA는 우유
또는 숙성된 치즈 안에 존재하므로 체세포로부터 DNA를 추
출하여 정확히 종 특이성에 차이가 나는 프라이머를 이용하

여 PCR을 실시하면 낙농제품내의 혼입된 젖의 품종을 검출
할 수 있다(Plath et al., 1997; Bania et al., 2001; Klotz and 
Einspanier, 2001; Maudet and Taberlet, 2001; Rea et al., 2001; 
Bottero et al., 2002, 2003). 품종을 구별하는데 목표로 하는
유전자를 보면 미토콘드리아 내에 포유동물에서 매우 특이

성이있는 cytochrome b 유전자를비롯하여 12S rRNA 및 16S 
rRNA가폭넓게사용되고있다(Maskova and Paulickova, 2006; 
Mafra et al., 2007; Bottero et al., 2003). 특히, cytochrome b 
유전자를 이용하면 뉴클레오타이드 차이를 통해 매우 가까

운 종의 품종을 구별할 수 있다(Herman, 2001; Bottero et al., 
2003).

Lipkin 등(1993)은 젖에 들어 있는 체세포는 DNA를 측정
하는 시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생물학적 계통의 차이(젖소, 
산양, 양 및 버펄로)를 근거로 품종마다 생산되는 젖의 차이
를 이용하여 몇 가지 PCR에 근거한 방법들이 낙농제품의 진
위 판별을 위해 개발되어 왔다(Bania et al., 2001; Branciari et 

al., 2000; Mayer, 2005; Plath et al., 1997). DNA 증폭하는 방
법은 저온살균, 초고온살균, 분유 및 우유 카제인 등과 같은
열처리한 젖에서도 이용되며, 상표로 표시되지 않은 젖의 일
부 또는 전부가 혼입된 치즈는 PCR 방법에 의해 쉽게 탐색
될 수 있고, PCR에 근거한 낙농제품의 진위 판별에 적용된
방법을 Table 1에 나타냈다. 
라벨에 원료표시가 확인된 전형적인 이탈리안 모짜렐라

치즈의 경우, 버펄로 젖으로만 만들어지는데, 이 모짜렐라 치
즈에 우유의 혼입은 위조치즈가 되므로 몇 가지 PCR 방법들
이 위조치즈를 검출하는 방법으로 개발되었다. Plath 등(1997)
은 소, 버펄로, 산양 및 양의 β-카제인 gene의 차이를 이용하
여 PCR-SSCP보다 높은 민감도를 가진 PCR-RFLP 방법을 개
발하여양젖과산양젖으로만든치즈안에혼입된우유를 0.5% 
(w/w)까지 탐지하였다. Lanzilo 등(2005)은 낙농산업에서 제
일 관심이 있는 소, 양, 산양 및 버펄로의 cytochrome b 유전
자 중에 92염기 DNA 순서를 비교 분석하여 만든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275 bp의 공통 밴드를 찾은 후 3종류의 제한 효소
를 사용하여 각 종마다 차이가 나는 DNA 단편 패턴으로 소, 
양, 산양 및 버펄로를 동시에 동정하는 PCR-RFLP 방법을 개
발하였다.  
산양유 치즈에 우유를 넣어 만든 위조치즈를 검출하기 위

해 Maudet와 Taberlet(2001)은 미토콘드리아에 위치하는 12S 
rRNA유전자를 이용하여 species-specific PCR을 개발하여 모
델로 만든 산양유 치즈 속에 우유가 0.1%까지 들어 있는 것
을 탐지하였다. Di Pinto 등(2004)은 cytochrome b를 이용한
species- specific PCR 방법을 사용하면 1.5%까지 우유의 혼입
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을 이용하여 30개 모짜렐라 치
즈 제품 중 우유가 혼입된 22개 제품을 탐지할 수 있다고 보
고하였다. Feligini 등(2005)과 López-Calleja 등(2005)에 의하
면 더 민감도가 좋은 species-specific PCR 분석법으로 버펄로
젖으로만든치즈에혼입된우유를각각 0.5%(W/W)와 0.1%(w/w)
까지탐지할수있다고보고하였다. 미토콘드리아의 12S rRNA 
유전자를이용한 species-specific PCR(López-Calleja et al., 2005) 
방법으로 Días 등(2007)은 양젖 치즈에 산양유 젖이 혼입된
것을 0.1%(w/w)까지 측정할 수 있었다. Mayer(2005)는 species- 
specific PCR 방법은 우유를 탐지하는 매우 민감한 방법으로
심지어우유가혼합되어만든오래숙성된치즈에서도우유를

탐지할수있고, 더욱이가열된우유와가짜치즈에사용된카
제인도 검출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Maskova와 Paulickova 
(2006)은 산양젖과 양젖으로 만든 치즈 안에 들어 있는 우유
를 검출하기 위해 사용한 PCR 방법은 Invitek 회사에서 만든
Invisorb Spin Food I Kit을 이용하여 치즈에서 DNA를 분리
하고, 포유동물특이성을갖는미토콘드리아에있는 cytochrome 
b 유전자 염기서열을 이용하여 만든 species-specific 프라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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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PCR을 실시한 결과, 소는 274 bp 크기의 단편, 산양은 157 
bp 크기의 단편 및 양은 331 bp 크기의 단편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순수한 산양젖에 우유를 넣어
만든모델시료에서우유의측정한계는 1%(w/w)로측정되었
다. 이방법의유효성을검증하기위해체코, 슬로바키아, 프랑
스, 독일 및 이태리의 소매점에서 구입된 17개 종류 산양치즈
제품과 7개 종류의 양치즈 제품을 조사한 결과, 산양치즈 중
에서는 3종류 제품, 양치즈 중에서는 1개의 제품에서 우유가
검출되었다. 

Duplex PCR 방법은 모짜렐라 치즈 안에 우유와 버펄로 젖
을 동시에 탐지하는 방법으로 cytochrome b 유전자를 이용하
여 버펄로 젖으로 만든 치즈에 우유의 혼입을 1%(w/w) 수준
까지 검출이 가능하며(Bottero et al., 2002; Rea et al., 2001), 
또한이방법은 RFLP 방법으로확인된상업적으로위조된치
즈를 검출하는데도 적용되었다(Rea et al., 2001). Bottero 등
(2003)은 미토콘드리아의 12S와 16S rRNA 유전자를 이용하
여개발된 mutiplex PCR 방법으로치즈속에들어있는소, 산양
및양의젖은동시에탐지할수있었고, 참고방법인 PCR-RFLP 
방법을 통해 19개의 상업용 치즈제품 중 3개만이 양젖으로
만들어졌고, 이 중 1개의 시료에는 양젖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Duplex PCR을 이용하는 경우 양젖
(Mafra et al., 2004)과 산양젖(Mafra et al., 2007)으로 만든 치
즈에서우유의혼입을 0.1%(w/w)까지검출할수있었다. Mafra 
등(2004)에 의하면 순수한 산양젖으로 만든 상표가 붙은 상
업용 치즈 9개 중에 3개가 우유가 혼입되고, 혼입된 우유의
양은 9~13%(w/w)로 검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Mafra 등
(2007)은 미토콘드리아의 12S rRNA 유전자를 이용하여 만든
프라이머을 사용하여 양젖과 산양젖으로 만든 치즈에서 우유

을 검출하는 duplex PCR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으로 30-cycle 
duplex PCR을 하면 1~60% 사이의 우유를 정량할 수 있으며, 
35-cycle duplex PCR을 하면 우유를 0.1%(w/w)까지 성공적으
로 검출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Bobkova 등(2009)은
양젖에 우유가 혼입되는 것을 탐지하기 위해 PCR 방법을 사
용하여 우유가 혼입된 양젖 시료 8개를 분석한 결과, 우유의
검출 한계는 0.01%로 나타났다. Zelenakova 등(2009)은 70개
시유와 치즈제품을 PCR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20개 양젖 시
료 중 8개 시료에서 우유가 검출되었고, 30개의 양젖 치즈 중
에서는 12개 시료에서 우유가 검출되었다. 
혼입된 우유의 양을 정량하기 위해 real-time PCR 방법을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만든 모짜렐라 치즈에서 혼입된 우유

양을검출할수있었다(Lopparelli et al., 2007). 또한 López-Calleja 
등(2007)은 real-time PCR 방법을 이용하여 양젖에 혼입된 산
양젖을 0.6~1%(w/w)까지정량할수있다고보고하였으며, Lopez- 
Calleja 등(2007b)은 TapMan probe가 적용된 real-time PCR을

개발하여양젖속에우유가혼입된경우, 우유를 0.5~10%(w/w)
까지 정량 할 수 있었다.
최근 Rodrigues 등(2012)에 의하면 브라질의 경우, duplex 

PCR을 이용하여 산양유 내에 우유를 검출한계는 0.5%까지
이며, 66개의 산양유를 측정한 결과, 41.2%에서 우유가 검출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고, Golinelli 등(2014)에 의하면 미토콘
드리아 12S rRNA 유전자를 목표로 만든 duplex PCR을 이용
하여 산양유 치즈에 들어있는 우유를 0.5%(vol/vol)까지 측정
이 가능하며, 지방에서 생산된 산양유 치즈 4종류 상표 20개
시료를 검사한 결과, 모두 우유가 혼입되어 있었고 심지어 라
벨에는 우유가 혼입되었다고 표시되지 않은 실정이나, 브라
질에서는 산양유 제품에 혼입된 우유를 검출하는 공식적인

방법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Lee와 Choi(2009)는 시유와 유제품에 들어 있

는우유와산양유를측정하기위해미토콘드리아의 12S rRNA 
유전자를 이용하여 만든 프라이머을 사용하여 duplex PCR을
실시한 결과, 4개 시유, 3개 요구르트는 표시된 라벨과 제품
성분이 일치하였으나, 산양유 조제분유제품 3개 중 1개, 우유
조제전지분유 4개중 1개가 라벨에 표시된 것과 일치하지 않
았으며, duplex PCR 방법으로 산양유에 들어 있는 우유의 검
출 한계는 0.1%까지로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Jung
등(2011)은 Real Time-PCR을 이용하여 우유와 산양유 혼합
물과 산양유 제품에서 우유의 양을 정량한 결과, 1개의 산양
유 시유에서는 1.8% 우유가 검출되었고, 3개의 산양유 분유
에서 2개의 제품에서 각각 9.6%와 11.6%의 우유가 검출되었
다. 이 RT-PCR 방법의 우유의 검출 한계는 0.1%로 나타났다.
유럽의 경우, 낙농제품 특히, 양젖과 산양젖 치즈에 우유

가 혼입되거나, 우유로 만들어진 가짜 치즈가 많이 유통하므
로 이들식품에서우유의검출및정량을측정하는데 PCR 방
법을적용하는연구가많이되고있는반면, 국내에서는 duplex 
PCR과 real-time PCR을 이용해서 산양 제품에 우유의 혼입을
검출하는 연구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입
되는 외국 낙농제품과 국내 제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에서 민감도와 반복성이 좋은 PCR 방법을 낙
농제품의 진위 판별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

각된다.

결 론

시유와 유제품에 표시된 라벨이 아닌 다른 젖으로 제조하

거나, 혼입된 가짜 제품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알러지에 민감
한 소비자의 경우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므로 제품의 진위를

판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품종을 구별하는데 목표로 하
는 프라이머 유전자를 보면 미토콘드리아 내에 포유동물에서 



Journal� of�Milk� Science�&� Biotechnology�제33권�제4호(2015)258

Table� 1. Summary of PCR-based methods applied in the authentication of dairy products 

Food product Species Technique Target gene Limit of 
detection(%)* Author

Milks, mixture and 
pure species cheese

Cow, sheep, goat, buffalo PCR-RFLP β-casein 0.5 Path et al. (1997)

Cow, sheep, goat Multiplex PCR/
PCR-RFLP 12S rRNA/16S rRNA 0.5 Bottero et al. (2003) 

Meat, milk and 
milk derivative

Cow, sheep, goat, buffalo PCR-RFLP Cytochrome b NR Lanzilao et al. (2005)

Cow, goat Duplex PCR D-loop 1 Kotowicz et al. (2007)

Mozzarella cheese Cow, buffalo

Duplex PCR Cytochrome b 1 Bottero et al. (2002) 

Duplex PCR/
PCR-RFLP Cytochrome b 1.5 Rea et al. (2001), 

Di Pinto et al. (2004)
Species-specific PCR Cytochrome oxidase I 0.5 Feligini et al. (2005)

Species-specific PCR 12S rRNA 0.1 Lopez-Calleja et al. (2005) 

Real-time PCR Cytochrome b/
growth hormone 0.1 Lopparelli et al. (2007) 

Goat’s and mixture 
cheese

Cow Species-specific PCR D-loop 0.1 Maudt and Taberlet(2001)
Cow, goat Duplex PCR 12S rRNA 0.1 Mafra et al. (2007)
Cow, goat Duplex PCR 12S rRNA 0.5 Golinelli et al. (2014)

Sheep’s and 
mixture cheese

Cow, sheep Duplex PCR 12S rRNA/16S rRNA 0.1 Mafra et al. (2004)

Goat, sheep Species-specific PCR 12S rRNA 1 Diaz et al. (2007)

Raw and heat 
treated milk

Cow Species-specific PCR 12S rRNA 0.1 Lopez-Calleja et al. (2004) 
Goat, sheep Species-specific 12S rRNA 0.1 Lopez-Calleja et al. (2005b) 
Goat, sheep Real-time PCR 12S rRNA 0.5 Lopez-Calleja et al. (2007b)

Cow, sheep Real-time PCR 12S rRNA 0.5 Lopez-Calleja et al. (2007a)

Camember and 
Feta cheese Cow Species-specific PCR

Cytochrome oxidase II/
D-loop/cytochrome b/

12S rRNA
0.5 Mayer(2005)

NR: not reported 
* Values in percentage are expressed on a weight by weight basis.
Source: Mafra et al. (2008)

매우특이성이있는 cytochrome b 유전자를비롯하여 12S rRNA 
및 16S rRNA가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시유와 낙농제품의
진위 판별과 정량뿐만 아니라, 품종의 기원을 동정하는데 많
이사용되는 PCR 방법(ri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s 
(PCR-RFLP), multiplex PCR, species-specific PCR 및 real-time 
PCR)은 높은 특이성과 민감도를 갖고 신속히 측정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어 시유 및 낙농제품에 많은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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