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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사건 현장 증거물에서 타액반의 확인을 위해 개발된 SALIgAE® 시약의 유효성

을 검토하였다. SALIgAE® 검사법의 상세한 작용 기작에 대해서는 상업적 이유 등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실험을 통해 민감도와 특이성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기존의 타액검사 방법인 아가로스 겔 확산법

및 Phadebas® 검사법과 비교하였다. 사건 현장에서 경제적이며 쉽고 신속하게 타액검사를 수행할 수 있

도록 SALIgAE® 검사법을 변형하였는데, 5분 이내에 1/600 이상 희석된 타액까지 확인이 가능하였다. 타

액 이외의 인체 분비물(정액, 질액, 뇨, 땀, 콧물)은 5분 이내에 SALIgAE® 검사 양성반응을 보이지 않았

다. 또한 SALIgAE® 검사 시약은 상온에서도 높은 안정성을 보여 법과학 실험실에서는 물론 사건 현장

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Abstract: A new forensic saliva test method using SALIgAE® was evaluated in this study.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SALIgAE® were examined and compared to those of other saliva test methods such as agarose

gel diffusion method and Phadebas® test sheet method. SALIgAE® showed high sensitivity and specificity to

human saliva in addition to quickness. Moreover modified SALIgAE® method was cheap and easy to use in

crime scene and DNA laboratory. SALIgAE® was very stable at room temperature and had no effect on STR ty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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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각종 사건 현장에서 유전자감식을 위해 의뢰되는

증거물 중에는 타액(saliva)이 묻어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범인이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 마스크, 범

인이 마신 컵이나 음료수 병에서 이쑤시개나 수저 등

에 이르기까지 타액이 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중

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다(Fig. 1). 특히 강간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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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체 각 부위에서 채취된

범인의 타액반(saliva stain)은 사건 해결과 직결되어

있다. 타액에는 전분(starch)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

(amylase)라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법

과학적 타액검사법은 증거물에서 아밀라아제의 활성

을 검사하여 타액이 묻은 부위를 찾거나 타액의 존재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아밀라아제는 침샘외에도 췌

장에서도 분비되는데, 췌장 아밀라아제와 침샘 아밀라

아제는 1번 염색체의 서로 다른 부분에서 코딩되는

구조적으로 서로 상이한 효소이다.1 침샘 아밀라아제

는 침은 물론 땀이나 젖 등에서도 발견되며, 췌장 아

밀라아제는 정액, 대변, 질액에서도 발견된다. 현재 법

과학적 타액검사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는 Phadebas® 검사법2,3과 전분/아가로스 배지 확산법4

이 있는데, 타액 속의 아밀라아제 활성으로 blue

starch가 분해되어 청색을 띠게 된다. 그러나 이 두 타

액 검사법은 미생물, 식물,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에

서 발견되는 아밀라아제와 사람의 아밀라아제를 구별

할 수 없으며, 검사 시간이 길고 별도의 장비가 필요

하거나 특이성이 낮은 단점이 있다.5,6 따라서 특이성

이 높고 신속히 타액반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

이 요구되어 왔는데, Abacus Diagnostics사(West Hills,

CA91307 USA)에서 개발된 SALIgAE® 검사는 기존

의 검사법을 대체할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7

본 논문에서는 SALIgAE® 검사법의 유효성 검토를

통해 법과학 증거물의 타액검사법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실험실은 물론

사건현장에서도 간편하게 타액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

록 시험과정을 일부 변형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시 료

표준 타액 시료는 건강한 남성 3인의 타액을 섞어

사용하였다. 이는 타액 내 아밀라아제 활성이 개인별

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액 희석액은 멸균

생리식염수를 이용해 연속적으로 5배씩 희석하여 준

비하였다. 타액반은 타액 희석액 10 μL를 직경 5 mm

의 Wattman 필터페이퍼에 묻혀 공기 중에서 건조시켜

준비하였다. 타액검사법에 따른 특이성을 검사하기 위

한 정액, 질액, 뇨, 콧물, 땀, 개, 쥐(rat) 시료는 면봉에

묻혀 건조한 후 사용하였다. 

2.2. Blue-Starch 아가로스 겔 확산법

0.5 g 아가로스(1 %)를 생리식염수 50 mL에 넣고 전

자레인지를 이용해 녹인 후 Blue-starch 1알을 막자사

발에 갈아 넣고 플라스틱 용기에 붇고 공기 중에서

굳혀 Blue-starch 아가로스 겔을 제조하였다. 준비한

타액반 시료를 겔 위에 올려놓고 37 oC 항온배양기에

서 12시간 반응시켜 blue-starch가 분해되면서 생기는

원형의 clear zone을 관찰하였다. 

2.3. Phadebas® 검사법

Phadebas® 검사는 제조사의 시험법에 따랐다.

Phadebas® sheet 위에 타액 희석액 10 μL를 떨어뜨리

고 5분 이내에 청색으로 변화되는지 관찰하였다. 

Fig. 1. Various crime-scene evidences containing saliva on the surface.



50 임시근·곽경돈·최동호·한면수

Analytical Science & Technology

2.4. SALIgAE® 검사법

SALIgAE® 검사는 제조사의 시험법에 따라 수행하

였다. 먼저 타액반을 50 μL의 증류수에 넣고 상온에서

30분간 용출시킨 후 8 μL를 취해 SALIgAE® 바이알

(300 μL)에 첨가하였다. 바이알을 흔들어 섞어준 후

10분 이내에 무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화되는 정도를 관

찰하였다. 

2.5. 변형 SALIgAE 검사법

본 연구에서는 사건현장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사

용할 수 있으며, 보다 저렴한 타액검사를 위해 제조사

의 SALIgAE® 검사법을 일부 변형하여 유효성을 검

토하였다. 변형된 검사법은 타액반을 오려내어 별도의

추출과정 없이 1/10량(30 μL)의 SALIgAE® 용액이 담

긴 투명 플라스틱 튜브에 직접 넣고 색의 변화 정도

를 관찰하였다(Fig. 2). 또한 기존의 blue-Starch 아가

로스 겔 확산법 및 Phadebas® 검사법과 민감도 및 특

이성을 비교하였다. 

2.6. SALIgAE® 검사법, Blue-Starch 아가로스 겔

확산법, Phadebas® 검사법의 사람 타액 특이성

비교

세 가지 타액 검사법(SALIgAE® 검사법, blue-Starch

아가로스 겔 확산법, Phadebas® 검사법)의 타액 특이성

을 비교하기 위해 준비된 정액, 질액, 뇨, 콧물, 땀 시

료를 각 검사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동물 타액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고자 개와 쥐의 타액

을 면봉으로 채취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Blue-Starch 아가로스 겔 확산법, Phadebas®

검사법 및 SALIgAE® 검사법의 민감도 비교

Blue-starch 아가로스 겔 확산법을 이용한 타액 검사

에서는 약 3,000배 이상 희석된 타액까지도 검출되어

비교적 높은 민감도를 보여주었다(Fig. 3). SALIgAE®

검사법은 제조사의 자료에 따르면 약 1/2,500배 희석

된 타액까지가 검출 한계이며, 1/500배 희석된 타액까

지 잘 검출된다고 하였는데, 본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Fig. 4). Phadebas® 검사에서는

약 5배 희석된 타액까지 육안으로 색의 변화를 판별

할 수 있어 민감도가 가장 낮았으며, 변형 SALIgAE®

검사법에서는 약 600배 희석된 타액까지 검출되었다

(Fig. 5). 세 가지 타액검사법에 대한 민감도 비교 실

험 결과를 요약하면, blue-starch 아가로스 겔 확산법

은 민감도는 높으나, 별도의 항온배양기가 필요하고

반응시간이 긴 단점이 있었으며, Phadebas® 검사법은

짧은 시간(5분) 내에 타액검사를 수행할 수 있었으나

민감도가 낮은 단점이 나타난 반면 SALIgAE® 검사법

은 신속하면서도 높은 민감도를 보여주어 법과학적으

Fig. 2. SALIgAE® vial(A) and small aliquots of the solution
(B and C) for the modified method. 

Fig. 3. Sensitivity of Blue-Starch agarose gel plate method. The number indicates saliva dilutions. 1; 1X, 2; 1/5X, 3; 1/25X,
4; 1/125X, 5; 1/625X, 6; 1/3, 125X, 7; 1/15, 625X, 8; D.W. The plate was incubated for 12 hours at 37 oC. 

Fig. 4. Sensitivity of SALIgAE® test. The numbers indicates
saliva dilutions; 1; 1X, 2; 1/5X, 3; 1/25X, 4; 1/125X,
5; 1/625X, 6; 1/3, 125X, 7; 1/15, 625X, 8; D.W. 8
of saliva dilution solutions were injected into SALIgAE
test vial, then the color change was checked after 10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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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효과적인 타액검사법으로 판단되었다(Table 1).

3.2. SALIgAE® 검사법의 사람 타액 특이성

정액, 질액, 소변, 땀, 콧물에 대해 SALIgAE® 검사

를 시행한 결과 모두 5분 이내에 뚜렷한 색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색의 변

화가 나타나는데, 특히 콧물의 경우 5분 이후부터 색

의 변화가 나타나며 10분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 양성

반응으로 판정될 수 있었다. 땀이나 소변의 경우에는

1-2시간 후에 약하게 색의 변화가 나타나며, 3시간 정

도 경과 후에는 양성반응으로 판정될 수 있었다. 정액

과 질액은 5시간 정도 이상 경과하면서 색의 변화를

보이며, 하루가 지나면 모두 노란색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동물 타액과의 반응성을 검사하였는데, 개의 타

액은 5분 이내에 색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쥐의

타액은 사람의 타액과 유사한 정도의 시간 내에 색의

변화를 보였으며, Phadebas® 검사법에서도 동일한 결

과를 보여주었다. 다양한 동물 종에 대한 타액 검사는

추후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상

의 결과에서 SALIgAE® 검사법을 이용한 사람 타액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는데 있어 반응 시간은 매우 중요

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위양성 판정을 방지하기 위

해서는 판정 기준 시간을 5분 이내로 하여야할 것으

로 판단되었다. 

3.3. SALIgAE®검사 시약 농도에 따른 민감도

SALIgAE® 시약을 증류수를 이용해 1/2배 씩 희석

한 후 타액 원액 5를 첨가하고 색의 변화 정도를 관

찰하였는데, 희석된 SALIgAE® 시약은 모두 색의 변

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SALIgAE® 시약의 희석으

로 인해 본래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3.4. SALIgAE®검사 시약의 안정성

 SALIgAE® 시약을 상온에서 보관할 경우 어느 정

도의 안정성을 갖는지 알아보았다. 30 μL씩 분주된

SALIgAE® 시약을 상온에서 보관하면서 10일 마다

타액 희석액을 첨가해 색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30일

이 지나도 민감도에 변화가 없어 상온에서도 높은 안

정성을 보여주었다(Fig. 6).

3.5. SALIgAE® 검사시약이 STR 유전자형 분

석에 미치는 영향

SALIgAE® 검사시약이 유전자형 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SALIgAE® 검사시약 30 μL을

타액과 섞어 QIAgen DNA micro kit (Qiagen Co.,

Hilden, Deutschland)를 이용해 DNA를 분리하고
AmpFSTR Identifiler kit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94404 USA)를 사용해 증폭하여 STR 유

Fig. 5. Comparison of sensitvity of Phadebas® paper(A) and
modified SALIgAE® test(B). The number indicates
saliva dilutions; 1; 1X, 2; 1/5X, 3; 1/25X, 4; 1/125X,
5; 1/625X, 6; 1/3, 125X, 7; 1/15, 625X, 8; D.W. For
Phadebas® test, 10 μL of saliva dilutions were plated
onto the paper and incubated for 5 min at room
temperature. For modified SALIgAE® test, 5 μL of
saliva dilutions were directly injected into the test
tube containing 30 μL of SALIgAE® solution and
stand for 5 min at room temperature.

Table 1. Summary of test time, sensitivity, specificity and stability of four saliva test methods

Saliva test methods Test Timea Sensitivityb Specificityc Stabilityd

Blue-Starch agarose gel plate Long (app. 12 hours) 1/3,000 specific not stable*
Phadebas® paper Very Short (5 minutes) 1/5 specific stable
SALIgAE® vial Short (30 minutes) 1/2,500 specific stable
Modified SALIgAE® tube Very Short (5 minutes) 1/2,500 specific stable

a; Time for tests. 
b; Sensitivity means the detection limit of saliva dilution.
c; Specificity for saliva.
d; Stability at room temperature.
*; requires cold chamber and incub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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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형을 분석한 결과, SALIgAE® 검사시약은 유전

자형 분석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다.

4. 결 론

사건의 현장에서 발견되는 각종 증거물 혹은 변사

체에서 타액을 검출하는 것은 초동 수사에서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사건 현장에서 빠르고

쉽게 타액을 검사할 수 있다면 더욱 유용할 것이다.

Blue-starch 아가로스 겔 확산법이나 Phadebas® 검사

법과 같은 타액 검사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거나 민감도가 낮은 단점을 갖는데 비

해, SALIgAE® 검사 시약을 이용한 변형된 타액검사

법은 비용이 저렴하고, 안정성과 민감도가 높아 법과

학 실험실에서는 물론 사건 현장에서도 쉽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변형된 SALIgAE®

검사법을 이용한 타액 검사 시에는 반응 시간을 5분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반응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더

라도 유전자형 분석 과정을 수행해야한다는 점을 유

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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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tability of SALIgAE® solution. SALIgAE® solution
was stored in room temperature for 30 days. Panel
A; SALIgAE® solution stored for 10 days at RT, B;
20 days, and C; 30 days. The number indicates
saliva dilutions; 1; 1X, 2; 1/5X, 3; 1/25X, 4; 1/125X,
5; 1/625X, 6; 1/3, 125X, 7; 1/15, 625X, 8; D.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