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velopment of a Multiplex PCR Assay for Rapid Identification of Larimichthys 
polyactis, L. crocea, Atrobucca nibe, and Pseudotolithus elongates

Eun Soo Noh
1
, Mi-Nan Lee

1
, Eun-Mi Kim

1
, Jung Youn Park

1
, Jae Koo Noh

1
, Cheul Min An

2
 

and Jung-Ha Kang1*

1Biotechnology Research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Busan 46083, Korea 
2
Jeju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Jeju 63068, Korea

Received March 13, 2017 /Revised April 20, 2017 /Accepted April 21, 2017

In order to rapidly identify four drums species, Larimichthys polyactis, L. crocea, Atrobucca nibe, and 
Pseudotolithus elongates, a highly efficient and quick method has been developed using multiplex poly-
merase chain reaction (PCR) with species-specific primers. Around 1.4 kbp of the mitochondrial COI 
gene sequences from the four drums species were aligned, and species-specific forward primers were 
designed, based on the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 The optimal conditions for PCR ampli-
fication were selected through cross-reactivity, using a gradient PCR method. The PCR results demon-
strated species-specific amplification for each species at annealing temperatures between 50 and 62℃. 
Multiplex species-specific PCR (MSS-PCR) amplification reactions with four pairs of primers were per-
formed for sixteen specimens of each species. MSS-PCR lead to a species-specific amplification of a 
1,540 bp fragment in L. polyactis, 1,013 bp in A. nibe, 474 bp in L. crocea, and 182 bp in P. elongates, 
respectively. The four different sizes of each PCR product can be quickly and easily detected by single 
gel electrophoresis. The sensitivity of the MSS-PCR of the DNA was up to 0.01 ng/μl as a starting 
concentration for the four different species test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MSS-PCR, with spe-
cies-specific primers based on SNP, can be a powerful tool in the rapid identification of the four 
drums species, L. polyactis, L. crocea, A. nibe, and P. elong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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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민어과(Sciaenidae) 어류는 농어목(Perciformes)에 속하며 

전세계적으로 약 70속 270종이 분포하고 있다[5]. 일반적으로 

민어과 어류는 온대 또는 열대해역의 얕은 해안 및 기수지역

에 서식하는 육식성 어류이며 상당수의 종들이 어업 자원으로

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5]. 특히, 참조기(Larimichthys 

polyactis)는 우리나라의 서남해안, 동중국해 그리고, 일본 남부 

지역 등의 수심 40~200 m의 바닥이 모래나 펄인 해역에 서식

하며[27], 영양학적으로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여 원기 회복 

및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은 생선으로 수요가 많아 상업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은 어종이다. 또한, 생태학적으로도 동중국해

에 서식하다 산란기에 우리나라 연안으로 올라오는 회유성 

어종으로 수산자원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17, 28]. 

참조기의 전 세계적 어획량은 2000년 32만톤 이었으나, 최

근에는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18]. 해양수

산부 해양수산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참조기의 어획량은 

최근 5년 동안 5만9천톤에서 2만8천톤으로 감소하였다[15]. 주

요 원인으로는 온수대 형성으로 인한 참조기 어군 형성의 어

려움과 중국 어선의 싹쓸이 어획에 따른 주요 어장의 자원 

고갈을 들 수 있다[22, 26]. 또한, 이러한 참조기 자원의 감소는 

참조기의 생태적 특성에서의 변화를 가져왔다. 회유성 어종인 

참조기는 산란 장소에 도착하기 전 어획이 되기 때문에 미성

숙 단계에서 알을 품는 조숙 현상과 그로 인한 소형화가 이루

어져 생태적으로도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19]. 

최근 다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다양한 수산물

이 국내로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다. 참조기 역시 안정적인 공

급이 어려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당부분이 중국, 베트남

과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 하고 있는 실정이

다[10].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간한 ‘수입 어종 분류 기술서’에 

따르면 국내 수입되는 민어과 어류는 총 12종으로 참조기(L. 

polyactis), 부세(L. crocea), 흑조기(Atrobucca nibe), 긴가이석태

(Pseudotolithus elongatus), 영상가이석태(P. typus), 민어

(Miichthys miiuy), 홍민어(Sciaenops ocellatus) 등이 주로 수입

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수입되는 민어과 어류는 형태학

적 분류가 어렵기 때문에 수입명과 유전학적으로 동정된 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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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formation of samples used in this study

Scientific name Sample location Collection dates

Larimichthys polyactis

Larimichthys crocea

Pseudotolithus elongatus

Atrobucca nibe

Korea

China

Guinea

Indonesia

2010.09.09

2013.10.02

2013.08.20

2014.06.20

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이러한 수입수산물의 형태

학적 판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부세, 흑조기 그리고 긴가

이석태를 참조기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가짜 식품(EMA, Econ-

omically Motivated Adulteration)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12].

수산물의 종 분류는 생물자원 관리를 위한 기본 단위로써, 

생태계 연구 및 생물 종의 허위 표시 방지를 위한 식품의 안전

성 확보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종의 판별법은 각 종이 나타내는 

특이적인 단백질 및 DNA 다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단백질을 이용한 종의 판별법은 일반적으로 등전점 전기

영동(isoelectric focusing, IEF), 모세관 전기영동(capillary 

electrophoresis, CE),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

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그리고 면역분석법

(immunoassay)를 이용한다[4, 14, 20, 21]. 하지만 이러한 단백

질 분석방법은 분석 대상 시료의 상태에 따른 신뢰성의 문제

가 발생한다. 따라서, 신선한 시료나 냉동 시료의 사용은 일반

적으로 신뢰 할 수 있지만, 일부 제품의 제조과정에서의 고열

처리 및 건조에 의한 물리화학적 조성의 변화와 단백질 구조

의 파괴로 인해 분석결과의 신뢰성이 낮아지게 된다[8, 20].

반면에 DNA 기반의 종의 판별법의 사용은 단백질 기반의 

판별법에 비해 분석 특이성 및 감도가 높으며, 단백질보다 내

열성이 우수하여 가공 처리된 시료에서도 보다 안정적인 결과

를 얻을 수 있다[3, 8]. 이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현재 대구[1], 

참치[8] 등 일부 수산물의 종의 판별을 위해 PCR을 이용한 

제한효소 단편 다형성(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

morphism, RFLP)과 유전자 증폭산물 길이 다형성(amplified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AFLP) 방법이 연구되었다[7, 

19, 25]. 하지만 이러한 RFLP와 AFLP 분석법은 대상 종의 수

가 늘어남에 따라 유사한 지문(fingerprint)을 나타내거나 종

내 변이에 의한 동일 종간에 서로 다른 지문을 나타내는 경우

가 있기 때문에 종간의 고유한 지문을 확립하여 분석에 사용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25]. 

MSS-PCR (multiplex species specific polymerase chain re-

action) 분석법은 제한효소의 처리 없이 PCR 증폭만으로 결과

를 확인할 수 있어 RFLP 분석법에 비하여 간편하며, 서열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종내 다형성을 분석하여 primer를 제작

하고, 그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후천적

인 유전자 변이에 의한 오차로 위양성 및 위음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AFLP 분석법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다[3]. 

MSS-PCR 분석법은 최소 하나의 염기서열 차이에 의한 결과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종의 지리적 격리에 따른 유

전자 변이를 바탕으로 하는 원산지 분석 연구에도 활용 되고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가짜 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형태학적으로 

구별이 어려운 참조기(L. polyactis) 와 형태학적 유사 어종인 

부세, 흑조기, 긴가이석태의 정확한 분류 기술의 확립하고자, 

국제생물바코드컨소시엄(Consortium for the Barcode of 

Life)에서 제안된 종 판별 바코드 영역인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서열의 cytochrome c oxidase I (COI) 유전자 영역에서 

종 특이 primer를 설계하여 한번의 PCR 반응으로 4종에 대한 

다중 판별이 가능한 MSS-PCR 조건을 확립하고자 하였다[27].

재료  방법

시료 선정  genomic DNA 추출

참조기, 흑조기, 부세, 그리고 긴가이석태 시료는 국립수산

과학원 수산생명자원 수장고에 보존 되어 있는 표준시료 각 

16개체를 사용하였다(Table 1). 시료로부터 genomic DNA는 

magnetic bead 방식의 MagExtractor genome DNA purifica-

tion Kit (Toyobo, Japan)와 자동 핵산 추출 장비인 MFX-6100 

(Toyobo, Japan)를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추출을 위한 시료 

전 처리는 근육조직 20 mg을 1.5 ml 원심분리튜브에 넣은 후, 

90 μl의 proteinase K buffer (100 mM NaCl, 10 mM Tris-HCl, 

25 mM EDTA, 0.1% SDS)와 10 μl의 proteinase K (30 U/mg) 

를 첨가하고 vortexing하여 잘 섞은 후 근육조직이 완전히 분

해될 때까지 56°C에서 반응시켰다. 이후 10,000 rpm에서 5분

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새로운 1.5 ml 원심분리튜브에 옮

긴 후 lysis & binding buffer 750 μl를 첨가하고 vortexing 하여 

완전히 섞은 후 자동 핵산 추출 장비를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염기서열분석

미토콘드리아 DNA의 COI 유전자 내의 종간·종내 변이 및 

보존된 영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NCBI GenBank에 등록된 민

어과에 속하는 참조기(L. polyactis, GU586227), 부세(L. crocea, 

EU339149), 민어(Miichthys miiuy, HM447240), 홍민어(Sciae-

nops ocellatus, NC016867)의 미토콘드리아 DNA 완전유전체 

정보를 Bioedit program (http://mbio.ncsu.edu/BioEdit/bi-

oedit.html)을 이용하여 정렬하였다. 이후 보전적인 유전자를 

기준으로 이들 어종의 COI 유전자를 증폭할 수 있는 특이 for-

ward primer (Sci-F, 5’-GCCTACTTCTTCAGATTTGCAA-3')

와 reverse primer (Sci-R, 5’-AAGTGGCAGAGCGGTTATG- 

3’)를 제작하였다(Fig. 1). PCR 증폭을 위한 반응액 조성은 각 

시료에서 추출한 genomic DNA 1 μl, 10x Ex Taq buffer 2 

μl, 2.5 mM dNTP mixture 1.6 μl, 10 pmol forward primer 

1 μl, 10 pmol reverse primer 1 μl, Ex Taq polym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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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imer information for COI region designed from com-

plete mitochondrial sequences of L. polyactis (Accession 

No. GU586227), L. crocea (Accession No. EU339149), 

M. miiuy (Accession No. HM447240), and S. ocellatus 

(Accession No. NC016867).

Table 2. Species specific forward primer for multiplex PCR and PCR product lengths expected for the four species

Primers Sequence (5'-3') Product size (bp) Specific species

Lp-F

An-F

Lc-F

Pe-F

ACCGGCCTAAGTCTCATT

GCTGGCATTACAATGCTTC

GAGCGGTATTCGCCATC

GGAAGTACTAGATGTACGCC

1,540

1,013

  474

  182

L. polyactis

A. nibe

L. crocea

P. elogatus

(Takara, Japan) 5 unit으로 총 20 μl로, PCR 반응은 ABI verity 

fast thermal cyclers (Applied Biosystems, USA)를 사용하였

다. PCR cycling의 조건은 94°C에서 7분 동안 pre-denatura-

tion 후 94°C에서 30초간 denaturation, 52°C에서 30초간 an-

nealing 및 72°C에서 1분간 extension의 조건으로 35cycle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72°C에서 7분 동안 final extension을 

수행하였다. 증폭된 PCR 산물은 자동염기서열 분석기인 ABI 

3730XL (Applied Biosystems, USA)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

하였다.  

Species specific primer 제작

염기서열분석으로 통해 얻어진 민어과 4종에 대한 양방향 

서열은 SeqMan program (DNASTAR Inc, USA)을 사용하여 

각각 assemble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410 bp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얻어진 COI 영역 염기서열은 point mutation에 

의해 나타나는 종내 변이 유전자를 제외하고, 종간 특이성을 

나타내는 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유전자를 탐

색하였다. 종 특이 primer는 전기영동 분석 시 각종에 대한 

PCR 산물의 크기에 따른 종 구별을 명확히 하기 위해, PCR 

산물의 크기를 고려하여 SNP 유전자를 선택하였다(Fig. 2). 

종 특이 primer의 제작은 SNP 유전자가 3’ 말단에 위치하도록 

하여 서로 다른 4개의 forward primer를 제작하였으며, 제작

된 종 특이 forward primer는 서로 비슷한 Tm값을 가지며 

30% 이상의 GC 비율과 self-dimer을 고려하여 제작 하였다

(Table 2).  

Multiplex species specific PCR 분석

MSS-PCR 증폭을 위한 primer mixture로는 4개의 종 특이 

forward primer와, 1개의 Sci-R reverse primer를 사용하였다. 

반응액의 조성은 genomic DNA 0.5 μl, 10x Ex Taq buffer 1 

μl, 2,5 mM dNTP mixture 0.8 μl, 10 pmol forward primer 

mixture 1 μl, reverse primer 0.5 μl, Ex Taq polymerase 

(Takara, Japan) 2.5 unit으로 총 10 μl로, PCR 반응은 ABI veri-

ty fast thermal (Applied Biosystems, USA)를 사용하였다. 

PCR cycling은 전술한 바와 동일하나, annealing 온도 조건을 

56℃로 진행하였다. 이후 증폭된 PCR 산물은 1% agarose gel

에서 30분 동안 전기영동을 이용하여 분리하였으며, 1x red-

safe (iNtRON, Korea)로 염색하여 Gel Doc image analysis 

system (ATTO corporation, Japan)으로 확인하였다.

결   과

민어과 4종의 COI 역 염기서열분석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얻어진 1,410 bp를 DNA Sequence 

Polymorphism (DnaSP, ver. 5.10.0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

석한 결과 각 16개체의 시료에서 참조기와 부세는 각각 2개의 

haplotype이 나타났으며, 흑조기와 긴가이석태는 각각 동일

한 haplotype이 나타났다. 종내 유전적 변이를 제외하고, 종 

특이성을 나타내는 SNP 유전자는 참조기 79개, 부세 62개, 흑

조기 63개, 그리고 긴가이석태 97개로 확인되었다(Fig. 2).

Singleplex species specific PCR 특이성 검사 

제작된 종 특이 forward primer는 gradient PCR을 통해 

교차반응 여부 검사를 진행하였다. 참조기(Lp-F/Sci-R)의 경

우 46~62℃에서, 부세(Lc-F/Sci-R)는 46~66℃, 흑조기(An-F/ 

Sci-R)는 50~66℃, 그리고 긴가이석태(Pe-F/Sci-R)는 46~66°C

에서 종 특이적 증폭 반응이 일어났다. 따라서, 모든 primer가 

종 특이적 결합을 나타내는 온도인 50~62℃ 중 56℃를 MSS- 

PCR을 위한 적정 온도로 설정하였다.

Multiplex species specific PCR 특이성 검사

동일한 양의 forward primer를 넣은 MSS-PCR 산물을 아가

로스 겔 전기영동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각각의 종은 선명한 

DNA 증폭을 나타냈으며, 증폭된 산물의 크기에 따라 참조기



Fig. 2. Position of four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for species specific primer design on the COI 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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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Continued.

는 약 1,500 bp, 흑조기는 약 1,000 bp, 부세는 약 470 bp, 그리

고 긴가이석태는 약 180 bp의 크기로 명확하게 판별이 가능하

였다. Primer dimer 및 비-특이적인 산물의 증폭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4종의 DNA 혼합물에서도 교차반응 없이 종 특이적

인 증폭이 확인 되었다(Fig. 3).

Multiplex species specific PCR 분석 감도

MSS-PCR 분석 감도 검사를 위해 어류 4종의 DNA를 10 

ng/μl, 1 ng/μl, 0.1 ng/μl, 그리고 0.01 ng/μl 으로 정량하여 

실험하였다. 각 종별 PCR 분석 감도는 4종 모두에서 0.1 ng/μl 

의 DNA 농도까지 검출이 가능하였다(Fig. 4).

 

Fig. 3. Identificaiton of species by multiplex PCR using species 

specific primers. The order of the samples is as follows: 

lane 1, Template mixture; lane 2, L. polyactis; lane 3, A. 

nibe; lane 4, L. crocea; lane 5, P. elogatus; lane M, 100 bp 

ladder (iNtRO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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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tection limits of the species specific PCR method by using genomic DNA of four species with a 10-fold serial diluted 

form 10 ng/μl to 0.01 ng/μl. The order of the semples is as follows: lane 1, 10 ng/μl; lane 2, 1 ng/μl; lane 3, 0.1 ng/μl; 

lane 4, 0.01 ng/μl; lane M, 100 bp ladder (iNtRON, South Korea).

고   찰

생물 종 판별을 위한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은 핵 DNA 

분석 보다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많은 

양의 복제 수를 가지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양의 시료에서도 

많은 양의 DNA를 얻을 수가 있다[3, 25]. 미토콘드리아 DNA

는 반수체로 모계를 통해서만 유전 되어 일반적으로 하나의 

대립 유전자만을 보유하므로 이형 접합 유전자형에 의한 유전

자 서열의 모호성을 피할 수 있다[24]. 또한, 핵 DN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돌연변이율이 높기 때문에 유사 종간의 종 판별 

및 분자계통학적 연구에 사용된다. 미토콘드리아 DNA의 높

은 돌연변이는 종내 유전적 변이를 나타내기도 하므로 SNP에 

기초한 유사 종간의 종 판별 연구를 진행할 때에는 다수의 

개체 분석을 통해 분석법의 오류를 최소화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종 특이

적 PCR 분석법을 이용한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 판별 지침서’

를 발간하여 지방자치단체, 검사기관 그리고 산업체 등에 배

포하여 활용하고 있다. 축산물, 수산물 그리고 식물성 식품원

료 총 164종에 대한 종 판별법이 수록되어 있으며, 참조기를 

비롯하여 유사 어종인 부세와 긴가이석태에 대한 판별법이 

제시 되어 있다. 하지만, 분석에 사용된 방법은 단일 PCR 방법

으로 다수의 시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어려움이 있다. 

MSS-PCR 분석법은 다른 DNA 기반의 분석법에 비하여 시

간, 노력 및 비용 측면에서 이점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종의 

판별이 명백하고 반복 가능한 결과 제공할 수 있는 분석법이

다[11, 24]. 최근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MSS-PCR 분석법을 

활용한 다양한 수산물(새우젓, 뱀장어, 서대, 볼락) 및 축산물

(혼합육)을 대상으로 한 종 분석법이 개발되었다[2, 6, 11, 13, 

23, 24, 25]. 

MSS-PCR 분석법의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PCR 산

물의 크기이다. 기 개발된 대부분의 종판별 분석법은 univer-

sal primer를 사용하여 얻어진 유전자 영역이 기준이 되었다. 

짧은 서열분석으로 인해 종 판별을 위한 SNP 유전자의 선택에 

한계가 있었으며 분석 대상 종의 수가 제한적 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토콘드리아 DNA의 COI 전체 유전자 분석을 통해 

참서대과 어류 10종의 판별이 가능한 MSS-PCR 법이 개발되

어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다[23].

본 연구에서는 참조기와 유사 어종인 부세, 흑조기, 그리고 

긴가이석태를 대상으로 미토콘드리아 DNA의 COI 유전자 영

역을 분석하였고, 종 특이적 primer를 제작하여 참조기류의 

종판별을 위한 MSS-PCR 분석법을 개발하였다. 분석에 사용

된 primer는 각 종별 PCR 산물의 크기를 최대한 고려하여 

제작하였기 때문에 아가로스 겔 전기영동으로 명확하게 판별

이 가능하며, 차후 종판별 문제를 야기시키는 유사 어종에 대

한 추가적인 적용에 용이할 것이다. 또한, 개발된 분석법은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

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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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다  PCR 분석법을 이용한 참조기, 부세, 흑조기  긴가이석태의 신속한 종 별법 개발

노은수1․이미난1․김은미1․박 연1․노재구1․안철민2․강정하1*

(1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 2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

참조기는 민어과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 어종 중 하나이다. 최근 과도한 남획과 해양 환경의 변화로 

참조기의 어획량이 줄어들자 일부 유통과정에서 유사어종인 부세, 흑조기 및 긴가이석태를 참조기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 특이 primer를 사용하여 참조기, 부세, 흑조기 및 긴가이

석태를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다. 약 1,400 bp의 미토콘드리아 COI 유전자 분석을 통하여 종간 

특이성을 나타내는 단일염기다형성 유전자를 탐색하였으며, PCR 증폭산물의 크기를 고려하여 4개의 종특이적 정

방향 primer를 제작하였다. 단일 PCR을 이용한 종간 교차반응을 통하여 최적의 PCR 조건을 확립하였으며, 이후 

제작된 4개의 정방향 primer를 혼합하여 4종에 대한 다중 PCR 반응을 진행하였다. 증폭된 산물은 전기영동을 

통해 크기에 따라 1,540 bp, 1,013 bp, 470 bp 그리고 182 bp로 분리되었으며, 각각 참조기, 흑조기, 부세, 긴가이석

태로 명확하게 판별이 가능하였다. PCR 민감도 측정에서도 모든 종에서 0.1 ng/μ l의 농도까지 검출 가능함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참조기와 유사어종에 대한 종특이 다중 PCR 분석법은 정확도와 민감도가 

우수하여, 불법 유통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별로 식품안전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

라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