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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ime PCR과 Internal Standard Addition법을 이용한 
돼지고기 소시지에 혼합된 닭고기의 정량

이남례․주재영․여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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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of Real-Time PCR and Internal Standard Addition Method 
for Identifying Mixed Ratio of Chicken Meat in Sausages

Namrye Lee, Jae-Young Joo, and Yong-Heon Yeo

Combat Material Center, Defenc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ow much chicken meat was in sausage made with pork. Both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and internal standard addition were used. Fifty ng of chicken DNA was added to the sausages 
as an internal standard. The addition of standard DNA increased the amplification efficiency of PCR and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quantitative analysis. A QIAamp DNA Micro Kit was used to improve the DNA recovery and amplifi-
cation efficiency. The density of template DNA and primer were suitable for 3.0∼5.0 μL and 0.5 μL, respectively. 
Each DNA of pig and chicken was diluted in 10-fold from steps 50 ng to 0.05 ng. The detection limit of both pig 
and chicken meat was more than 0.05 ng and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f the standard curve was at least 0.98. 
The result of the quantitative analysis after heat treatment of 3 samples of pigs and chickens mixed at 70:30 showed 
a 5.7% difference (64.3:35.7) between the expected value and measured value. The quantitative value was changed 
by affecting the DNA according to the heat treatment (70°C, 10 min). An analysis of the pork and chicken content 
in sausages showed that it was difficult to detect chicken meat and the quantitative value of DNA according to the 
Ct value was very low. On the other hand, when adding standard material (50 ng of chicken DNA) to the sausages, 
the Ct value decreased gradually with increasing chicken mixing ratio. Thus, the mixing ratio of chicken in sausages 
could be estim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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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식생활

의 서구화 및 외식산업의 발달로 육류의 소비량이 크게 증가

하면서 오늘날 육류는 국민 식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식품으로 인식되고 있다(1). 농림축산식품부(2)의 보고에 의

하면 한국의 연간 1인당 육류 소비량은 51.3 kg으로 2009

년의 36.8 kg보다 39.4% 증가했다. 특히 돼지고기의 소비

량은 24.4 kg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닭고기(15.4 kg) 및 

쇠고기(11.6 kg) 순으로 조사되었다. 육류 소비량은 현대인

의 식생활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어 가정에서 직접 요리하기

보다는 외식 위주의 식사 또는 가공식품 등을 이용하는 경향

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이용한 이종 혼합식품 또는 

가짜식품이 난무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3). 

이종 혼합식품 또는 가짜식품 등을 가공하거나 처리하였을 

경우 외관이나 관능적 방법으로는 원재료의 판별이 거의 불

가능하기 때문에 원재료의 정확한 표시와 소비자들의 신뢰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판별기술이 매우 필요하다. 그동안 식육 및 원재료

의 다양화 및 세분화로 이들 종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로서 

면역효소측정법(4,5), 크로마토그래피(6), 등전점 전기영동

법(7) 및 GC, LC, HPLC(8,9) 등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방법들은 단백질 조성 및 구조

적 차이에 의한 종 특이적 단백질(species-specific pro-

tein)을 검출하는 방법으로써 이종 간의 식별은 가능하나 

동종 간의 판정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특히 원재료를 분쇄

하여 혼합한 가공식품의 경우 단백질의 생물학적 특성이 사

라지고 고압살균, 화학처리 및 발효작용 등과 같은 가공공정

을 거치는 동안 수용성 단백질 및 특이적 항원의 변성으로 

종판별은 더욱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10,11).

1990년대 이후 분자생물학의 급속한 발달로 생물종이 가

지고 있는 고유한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는 분자유전학적 기

법이 식육에 도입되면서 종 특이적 DNA 염기서열 차이로 

인한 종판별이 가능해져 종래 단백질 수준에서의 한계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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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sausage samples mixing pork and chicken

Items
Treatments

F1 F2 F3 F4 F5
Pork meat (w/w%)
Pork fat (w/w%)
Chicken (w/w%)
Food additives (w/w%)1)

Cold water (v/v%)

70
10
0

6.667
13.333

65
10
5

6.667
13.333

60
10
10

6.667
13.333

50
10
20

6.667
13.333

40
10
30

6.667
13.333

Total 100 100 100 100 100
1)Refined salt 1.5%, meatprom 1.5%, sodiumpolyphosphate 0.3%, sodium caseinate 0.5%, soy protein 1.677%, L-ascorbic acid sodium 

salt 0.05%, white sugar 0.8%, monosodiumglutamate 0.15%, disodium 5-fibonucleotide 0.01%, sodium nitrite 0.01%, potassium 
sorbate 0.18%.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PCR(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이용한 DNA 검출법은 시료로부터 극소

량의 DNA를 추출한 후, 종 특이적 프라이머(species spe-

cific primer)를 사용해 원하는 부위의 특정 유전자를 단 시

간 내에 증폭할 수 있어 국내외적으로 동식물의 유전분석 

및 종판별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12-19). 종 특이적 

프라이머를 이용한 PCR 검출법은 종간 또는 종내에 따라 

특이성이 높은 DNA 염기서열만을 탐색한 후 이 부위를 프

라이머로 설계 및 합성하고, 시료로부터 충분한 DNA만 확

보하면 검출이 가능하다(20,21). 그러나 가공식품의 경우 

DNA는 단백질에 비해 매우 안정적이나 가공과정 중에 세포

에 포함된 DNA가 많이 손상되어 표적 유전자(target gene)

에 대한 PCR 증폭 결과의 재현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가공시료의 DNA 추출법, DNA 농도 및 PCR 증폭조건 등을 

최적화시키는 기술이 필요하다(15,16,21,22). 최근 PCR과 

분광형광광도계를 일체화시킨 real-time PCR 기술이 개발

되었다(23). 기존 PCR은 증폭을 수행한 후 전기영동으로 

확인이 필요한 반면, real-time PCR은 이러한 과정이 없이

도 증폭되는 과정마다 증폭산물의 양을 실시간 측정 및 확인

할 수 있어 신속･간편하게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오염의 

위험이 낮아 real-time PCR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

다(24). Ct(threshold cycle)값의 비교로 정량분석을 실시

하는 real-time PCR은 초기 DNA 양이 많을수록 증폭곡선

이 빨리 나타나고 단계적으로 희석한 표준시료에 대해 증폭

곡선을 얻게 된다. 반응을 일으키는 최소 threshold를 설정

하면 threshold와 증폭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Ct값으로 

산출한다. Cycle이 진행됨에 따라 유전자가 지수적으로 증

가하며, 이론적으로 유전자 간 10배 차이가 날 때 약 3.3 

cycle(Slope -3.3)의 Ct값의 차이가 생기며 시료와 표준물

질과의 Ct값의 비교로 정량분석을 실시한다. Krcmar와 

Rencova(25)는 사료와 어분에 함유된 동물종의 정량을 위

해 real-time PCR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가능

성을 제시한 이후, 정량분석에 대한 연구가 점차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26-29). 특히 국내의 경우 Chung 등(12)과 

Kim 등(30)이 생육과 열처리된 식육에서 동물종의 특이적 

식별을 위해 real-time PCR을 이용해 정량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실제 가공식품을 적용한 정량분석은 

DNA 농도, 순도 및 PCR 증폭효율 등 기술적 한계로 인해 

현재까지 초기 연구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돼지고기 위주로 제조된 소시지에 저가 원료인 닭고기의 혼

합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real-time PCR 정량법과 internal 

standard addition법을 적용하였으며, 향후 닭고기 외의 타 

원료에 대한 정량분석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DNA 회수율을 비교하기 위한 가공되지 않은 표준시료

(생육)로서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식재료 마트에서 조직시료

를 각각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소시지 제조용 돼지고기(후

지)와 돈지는 SK 축산(Nonsan, Korea)에서, 계육은 하림

(Iksan, Korea)에서 구매하였으며 첨가물은 비에치푸드

(주)(Gunpo, Korea)를 통해 구입하였다. 돼지고기는 돈지 

함량에 따른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후지 외벽에 부착된 

돈지를 0 mm로 제거한 후 돈지를 10%로 일괄 투입하였고, 

돈지와 첨가물 및 가수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시료에 동량으로 첨가하여 Table 1에 따라 혼합비율에 맞게 

그릭슈바인(Seocheon, Korea)에서 제조하였다. 첨가물은 

정제소금(HanJusalt Co., Ltd., Ulsan, Korea), 아질산나트

륨(General Chemicals, Parsippany, NJ, USA), 인산염

(AdityaBirla Chemicals, Mumbai, India), 카제인나트륨

(Lactoprot Deutschland GmbH, Kaltenkirchen, German), 

대두단백(Archer Daniels Midland, Chicago, IL, USA), 

L-아스코르빈산나트륨(Zhejiang Jiangshan Chemical Co., 

Ltd., Shanghai, China), 백설탕(TS Corp., Seoul, Korea), 

L-글루타민산나트륨(CJ Cheiljedang Corp., Incheon, Ko-

rea), 바이오헥산아이지(CJ Cheiljedang Corp.), 미트프로

엠(Miteck Korea, Chungbuk, Korea), 솔빈산칼륨(Ningbo 

Wanglong Technology Co., Ltd., Guangdong, China)을 

사용하였다.

DNA 추출키트 선정 및 real time PCR 증폭조건 설정

가공식품은 공정과정 중에 다수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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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mplification and optimum condition of real time PCR

Item Amplification
condition

Optimum
condition

Template DNA (μL)
PCR cycles
PCR solution (μL) 
Primer conc. (10 pmol/μL)
Annealing/Extension temp (°C)
Extension time (s)

1.0, 3.0, 5.0
35, 40, 45
15, 20, 25

1.0, 0.5, 0.3
55.0∼68.0
33, 40, 60

3.0∼5.0
40
20
0.5

62/68
33

Table 3. Species specific primer information used in this study. 
Item Genes F/R Primer sequences (5’→3’) Size (bp) Tm (°C)
Pig FGF4 F

R
CAGGATGGAAAGTAACCCTGTC
GAGGCAACTTTTGACTGGCTA

132 62

Chicken Repeat-containing 
protein 2-like

F
R

CTGGGTTGAAAAGGACCACAGT
GTGACGCACTGAACAGGTTG 

165 62

IPC 16S rRNA F
R

AGTGACGAAAAATAACAATACAGGA
GCTGCTGGCACCAGACTT

110 62

리 등으로 세포가 파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공공

정을 거친 시료에서 추출된 DNA는 농도가 낮거나 변성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추출된 DNA는 각종 첨가제가 포함되

어 있어 PCR 증폭과정 중에 저해요소(inhibitor)로 작용할 

우려가 높아 실제 DNA 분석에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시료로부터 DNA 회수율과 PCR 증폭효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DNA 추출키트 및 증폭조건을 설정해야 한

다. 두 종류의 DNA 추출 키트인 QIAamp DNA Micro Kit 

(Qiagen, Valencia, CA, USA)과 HiGene Genomic DNA 

Prep Kit(Solgent, Daejeon, Korea)을 사용해 각 가공제품

에서 추출된 DNA 농도와 순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PCR 증

폭조건의 최적화를 위해 Table 2와 같이 7500 real-time 

PCR system(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

을 사용하여 template DNA 양, PCR cycle, PCR 반응 조성

액, Primer 농도, Annealing 온도, Extention 시간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중에서 가장 최적화된 조건을 선택하

였다.

종 특이적 프라이머 설계

종 특이적 프라이머 설계를 위해 NCBI GenBank(www. 

ncbi.nlm.nih.gov)에 등록되어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 

(mtDNA), 핵 및 엽록체 DNA에 포함된 유전자에서 해당종

의 염기서열 정보를 검색한 후, ClustalW2-Multiple Se-

quence Alignment를 이용해 염기서열 부위 중에서 종 특이

성이 높은 부분만을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가공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PCR 증폭산물의 크기를 가급적 200 bp 

내외로 프라이머를 설계하여 Primer-BLAST를 통해 다른 

종과의 교차여부를 확인하였다. 내재유전자(internal pos-

itive control, IPC)는 돼지, 닭에 공통으로 대응하도록 16S 

rRNA의 공통부위를 프라이머로 설계 및 합성하였다(Table 

3).

시료로부터 DNA 추출

소시지 내 육류가 골고루 산재되도록 믹서기로 완전히 분

쇄 및 혼합한 후, 소시지에 포함된 염분 및 양념 등의 저해물

질을 제거하기 위해 deionized water로 1~2일간 여러 번 

세척하였다. 이렇게 처리된 소시지와 가공되지 않은 표준시

료(생육)는 QIAamp DNA Micro Kit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DNA를 추출 및 정제하였다. 추출된 DNA는 분광광도계

(NanoDrop 1000 Spectrophotometer, Thermo Scientific, 

Wilmington, DE, USA)를 이용하여 230 nm, 260 nm, 280 

nm에서 각각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정량된 DNA는 실험 전

까지 냉동 보관하였다. 또한,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각각 70: 

30 비율로 혼합하고 70°C에서 10분간 가열한 후, 가공시료

와 정량값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상기와 같은 방법으

로 DNA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DNA는 10 ng/μL 농도로 

정량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Real-time PCR 증폭산물에 대한 종 특이도 및 민감도 검증

대상 종에 따라 특이적으로 설계된 프라이머가 정확히 생

성되는지와 다른 종과의 교차반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 

특이적 프라이머로 real-time PCR 증폭을 수행한 후, 증폭

산물은 TBE buffer(90 mM Tris-borate, 2 mM EDTA, 

pH 8.0)가 함유된 2% agarose gel로 100 V 정전압에서 

약 1시간 전기영동 하였다. Size marker로는 100 bp DNA 

ladder를 같이 loading 하였고, 전기영동 완료된 이후, 

GelRed로 염색하고 Gel Image Analyser 상에서 각 종에 

따른 특이적 DNA 검출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real-time 

PCR 증폭을 통해 대상 종에 대한 증폭곡선을 확인하였다. 

민감도 검증을 위해 돼지와 닭 DNA를 50 ng, 5.0 ng, 0.5 

ng 및 0.05 ng으로 각각 10배씩 희석한 template DNA를 

차등적으로 적용해 real-time PCR로 증폭하여 민감도(최

소 검출한계)를 확인하였다.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3반복 실험을 실시하였다. 통계처리는 각 항목에 따른 실험 

결과를 SPSS 프로그램(IBM SPSS Statistics 20,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DNA 농도에 따른 민감

도는 일원배치 분산분석으로 처리하였고,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시료 간의 유의

성을 검정하였다.

혼합비율 계산

혼합비율의 계산은 Drummond 등(31)이 보고한 산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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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test of DNA extraction kit 

Sample Kit Concentration
(ng/μL)

Purity
260/280

nm
260/230

nm
Viena sausage

(Dongwon)
Qiagen 
Solgent

59.1
15.9

1.98
1.88

1.12
0.57

Table 5. DNA concentration and purity of DNA extracted from
samples 

Samples1) Concentration
(ng/μL)

Purity
260/280 nm 260/230 nm

F1
F2
F3
F4
F5

182.49
 56.24
 59.93
 31.84
 29.78

1.99
2.12
2.07
2.33
2.20

2.12
1.15
1.11
0.82
0.81

Average  88.12 2.14 1.38
1)Samples are the same as in Table 1.

산식을 근거로 하여 산출하였다.

결과 및 고찰

DNA 추출키트 선정

제조사가 다른 소시지(Dongwon F&B, Jincheon, Ko-

rea)에 대한 두 종류의 DNA 추출 키트(QIAamp DNA Micro 

Kit, HiGene Genomic DNA Prep Kit)를 사용해 각 가공제

품에서 추출된 DNA 농도와 순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Qiagen이 Solgent에 

비해 DNA 회수율이 43.2 ng/μL 더 높고 순도(260/280, 

260/230) 또한 다소 높거나 또는 유사한 정도로 확인되어 

Qiagen을 사용하였다.

표준시료로부터 추출된 DNA 농도 및 순도

표준시료로 사용하기 위해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조직을 

각 25 mg씩 채취하여 DNA를 추출한 후, 분광광도계를 사

용해 추출된 DNA 농도와 순도를 측정하였다. 돼지의 DNA 

농도는 65 ng/μL였고 단백질 오염도(260/280)는 1.83이며 

저해물질 정도를 나타내는 순도(260/230)는 0.98이었다. 

닭의 경우 DNA 농도는 72 ng/μL였고 단백질 오염도(260/ 

280)는 1.92이며 저해물질 정도를 나타내는 순도(260/230)

는 0.96이었다(data not shown). 분광광도계로 측정할 경

우 DNA는 260 nm, 단백질 280 nm, 염과 유기용매는 230 

nm에서 파장이 흡수되기 때문에 260/280 값과 260/230 

값으로 DNA의 순도를 확인할 수 있고, 260/280 측정치가 

1.8~2.0 이상일 경우 순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실

험에서도 돼지와 닭의 DNA 농도가 높고 단백질 오염도도 

1.83과 1.92로 나타나 표준시료의 DNA 순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소시지에서 추출된 DNA 농도 및 순도

Table 1과 같이 제조한 소시지 각 5점에 대해 QIAamp 

DNA Micro Kit으로 DNA를 각각 3반복 추출하여 혼합한 

후, DNA 평균 농도와 순도를 각각 측정하였다(Table 5). 소

시지 혼합시료에 따라 측정된 DNA 농도는 29.78~182.49 

ng/μL(평균 88.12 ng/μL)였고, DNA 순도(260/280)는 모

두 기준치보다 높은 1.9 이상의 값을 보였으며, 저해물질과 

관련된 순도(260/230)에서도 평균 1.38로 매우 양호한 편

이었다. 소시지 시료에서 DNA를 추출하기 전에 믹서기로 

완전히 분쇄 및 혼합시킨 후, 세 부위를 임의로 채취해 DNA

를 추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료에 따라 DNA 농도에 차이가 

있는 원인은 소시지 제조 시 물리적･화학적 처리를 거치는 

동안 시료에 따라 DNA가 포함된 세포의 파괴된 정도가 다

르고, 처리된 원료를 배합하거나 또는 케이싱 처리 시 농도

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을 경우 DNA 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Nesvadbova 등(32)은 동일한 소시

지 8개에서 각각의 DNA를 추출하고 농도를 측정한 결과에

서도 소시지에 따라 최소 9.7 ng/μL에서 최대 751.6 ng/μL

까지 차이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Lee 등(33)도 옥수수 원

료와 가공원료에 대해 DNA 추출 효율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열에 노출된 시간 및 온도에 따라 DNA의 변성에 많은 영향

을 주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Real-time PCR 증폭조건

가공식품은 공정과정을 거치면서 물리적･화학적 처리 등

으로 인해 조직세포가 파괴되어 정제된 DNA를 이용하여 

PCR을 실시하더라도 주형 DNA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고, 

첨가물에 의한 PCR 저해물질이 증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다(14,34,35). 소시지에서 추출된 DNA를 

이용하여 PCR 증폭효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증폭조

건에 대한 테스트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최적화된 PCR 

반응액 및 증폭조건을 확인한 결과 최종 PCR 반응액 20 

μL에 template DNA(5~10 ng/μL)는 3.0~5.0 μL, primer 

농도는 0.5 μL(10 pmol), 2× Cybrgreen buffer는 10 μL로 

조정하였을 때 가장 적합하였고, PCR 증폭조건은 anneal-

ing 온도를 62°C, extension 온도를 68°C, final extension 

시간은 33초, 최종 PCR cycle은 40 cycle로 했을 때 가장 

PCR 증폭효율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data not shown).

Real-time PCR을 이용한 종 특이성 검증

돼지고기와 닭고기에서 추출된 DNA를 일정한 농도(10 

ng/μL)로 각각 균질화한 후, real-time PCR로 증폭하여 종 

특이성을 검증하였다. 종 특이적 프라이머로 증폭하였을 때 

PCR 증폭산물, 증폭곡선 및 비특이적인 증폭산물이 생성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real-time PCR 증폭을 수행한 후 

증폭곡선을 확인하였고, 또한 agarose gel 전기영동을 통해 

증폭된 DNA를 각각 확인하였다(Fig. 1, 2). Agarose gel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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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Specificity test using species specific primers of pig. 

               Fig. 2. Specificity test using species specific primers of chicken. 

Table 6. Sensitivity tests and Ct values for pork and chicken
DNA concentration

(ng/μL)
Ct values

Pork Chicken
50
5.0
0.5

0.05

20.10±0.02d

22.35±0.01c

26.08±0.02b

31.01±0.03a

11.87±0.01d

15.10±0.00c

18.67±0.01b

22.48±0.01a

All values represent mean±SD (n=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d) within a column are signifi-
cantly different (P<0.05).

에서 PCR 증폭산물을 확인한 결과 해당되는 종에서만 DNA

가 검출되었고, 비특이적 증폭산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한, real-time PCR 반응에서도 종 특이적 프라이머에서만 

증폭곡선이 확인되었고, 비교 종에 대해서는 증폭곡선이 나

타나지 않아 서로 간에 교차반응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Real-time PCR을 이용한 민감도 검증

민감도 검증을 위해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DNA를 50 ng, 

5.0 ng, 0.5 ng 및 0.05 ng으로 각각 10배씩 희석한 tem-

plate DNA를 차등적으로 적용해 real-time PCR로 증폭하

여 민감도(최소 검출한계) 테스트를 실시하였다(Table 6).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3반복하여 실험을 진행하여 

최소 검출한계를 확인한 결과 0.05 ng으로 확인되었다. 50 

ng, 5.0 ng, 0.5 ng 및 0.05 ng의 DNA에 대한 Ct 값은 돼지

는 20.10, 22.35, 26.08 및 31.01로 나타났고 닭은 11.87, 

15.10, 18.67 및 22.48이었다. Ct값을 이용한 표준곡선의 

결정계수(R2)는 돼지고기 0.999, 닭고기는 0.995로 나타나 

표준곡선의 linearity가 매우 정량에 적합하였다(Fig. 3).

표준 DNA를 이용한 real-time PCR 정량분석

표준 DNA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였을 때 혼합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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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Standard curves of pig and chicken. 

Table 7. The comparison of Ct and DNA quantification values of pork and chicken using standard DNA
Standard
samples

Expected values (%) Measured values (%) Ct values Quantification values (%)
Pork Chicken Pork Chicken Pork Chicken Pork Chicken

1
2
3
4
5

0
50
70
90
100

100
50
30
10
0

0
47
74
92

100

100
53
26
8
0

0
22.16
19.25
17.79
17.75

10.45
11.33
13.27
14.84

0

0
46
66
88
98

93
52
23
8
0

Table 8. The comparison of Ct and DNA quantification values of heat-treated pork and chicken

Sample 
Expected values (%) Measured values (%) Ct values Quantification values (%)

Pork Chicken Pork Chicken Pork Chicken Pork Chicken
First

Second
Third

70
70
70

30
30
30

64
64
65

36
36
35

25.01
25.48
24.64

24.97
25.64
26.24

69
68
70

39
38
37

따라 DNA 정량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돼지고기와 닭고기

의 조직에서 추출한 DNA 농도를 20 ng/μL가 되도록 조정한 

후, 닭과 돼지의 혼합비율이 각각 100%+0%, 50%+50%, 

30%+70%, 10%+90% 및 0%+100%가 되도록 인위적으

로 혼합하여 정량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7).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DNA를 혼합하지 않았을 경우 Ct값은 전혀 검출되

지 않았다. 그러나 닭의 DNA를 100%, 50%, 30% 및 10%로 

각각 혼합하여 Ct값을 측정한 결과 닭의 DNA 함량이 적어

질수록 Ct값은 각각 10.45, 11.33, 13.27 및 14.84로 커졌

고 정량값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또한, 돼지의 DNA를 

50%, 70%, 90% 및 100%로 각각 혼합하였을 때 Ct값은 

각각 22.16, 19.25, 17.79 및 17.75로 나타나 DNA 농도에 

따라 Ct값은 변화하였다. 닭과 돼지의 DNA 정량값은 닭은 

93, 52, 23 및 8이었고 돼지는 46, 66, 88 및 98로 확인되었

다. DNA 정량값으로 혼합비율에 따른 측정치를 산출하여 기

대치와 비교한 결과, 닭의 기대치(100%, 50%, 30%, 10%)

와 측정치(100%, 53%, 26%, 8%) 간에는 각각 2~4%의 차

이만 있었고, 돼지의 기대치(50%, 70%, 90%, 100%)와 측

정치(47%, 74%, 92%, 100%) 간에는 2~4%의 차이만 보여 

DNA 혼합비율에 의한 정량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가열처리된 시료의 DNA를 이용한 정량분석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각각 70:30 비율로 혼합하고 70°C

에서 10분간 열처리한 후, 각각 1 g의 시료를 3반복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혼합한 다음 DNA를 추출하여 정량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8). 추출된 DNA의 농도와 순도를 확인한 

결과 DNA 농도는 106.15 ng/μL, 148.39 ng/μL 및 129.64 

ng/μL로 확인되었다(data not shown). 돼지와 닭의 혼합시

료 중의 돼지의 Ct값은 25.01, 25.48 및 24.64로 평균 

25.04였으며, DNA 정량값은 69, 68 및 70으로 거의 균일하

게 나타났다. 닭고기의 Ct값도 24.97, 25.64 및 26.24로 

평균적으로 25.62를 보였고, DNA 정량값도 39, 38 및 37로 

균일한 분포를 보였다. DNA 정량값을 기준으로 기대치를 

산출하였을 때 돼지고기는 64%, 64% 및 65%였고, 닭고기

는 36%, 36% 및 35%로 균일한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

를 Table 7에 제시한 돼지와 닭의 표준 DNA를 이용한 혼합

비(70:30)와 비교한 결과 Ct값은 가열처리에 의해 돼지는 

5.79, 닭은 12.35 정도 느린 증폭효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

과로 볼 때 생육(raw meat) 또는 가열처리된 시료의 상태에 

따라 DNA에 영향을 주어 PCR 증폭효율 및 DNA 정량값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골 추출 가공품의 유전자 

추출에서도 발효나 숙성 단계가 고유의 유전자를 많이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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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he comparison of Ct and DNA quantification values of pork and chicken included in sausage

Samples1) 
Expected values (%) Measured values (%) Ct values Quantification values (%)

Pork Chicken Pork Chicken Pork Chicken Pork Chicken
F1
F2
F3
F4
F5

100
94
88
75
62

0
6

12
25
38

100
100
100
100
100

0
0
0
0
0

22.49 
25.19 
25.66 
27.63 
30.01 

0
36.33 
34.94 
35.78 
35.56 

8.96 
0.90 
0.99 
0.30 
0.07 

0
0.0002
0.0005
0.0004
0.0003

1)Samples are the same as in Table 1.

Table 10. Standard deviation and Ct values of chicken DNA
using standard DNA

Samples1) Chicken contents (%) Ct values
F1 
F2 
F3 
F4 
F5 

0
6

12
25
38

28.78±0.13a 

24.43±0.16b

19.35±0.25d

19.93±0.11c

15.88±0.21e 
1)Samples are the same as in Table 1.
All values represent mean±SD (n=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e) within a column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P<0.05).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였으며(36), 고추다대기가 혼입

된 불량 고춧가루에 대한 판별에서도 가공과정을 거치면서 

첨가된 식품에 존재하는 PCR 저해물질이 PCR에 미치는 영

향이 매우 크고 실제로 식품은 다양한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어 가공과정 중 주형유전자의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이라

고 하였다(14). 또한, 가열처리된 육류를 대상으로 열처리 

온도와 시간 및 특정 유전자에 대한 증폭효율을 비교한 결과 

육류 제품은 가열시간과 정도에 따라 특정 유전자의 증폭효

율은 달라졌는데, 이러한 원인은 가열온도, 열처리 시간 및 

증폭될 DNA 단편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되어 있다

(37). 

소시지를 이용한 정량분석

소시지 배합원료는 실제 원료육 이외에도 정제염, 인산

염, 아질산, 솔빈산 등 여러 종류의 첨가물이 같이 혼합되었

으므로 추출된 DNA를 기준으로 배합비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첨가물을 제외한 순수 원료육만을 기준으로 배합비

율로 환산하였다. Table 1과 같이 혼합된 5점 시료(F1~F5)

에 대해 순수한 원료육에 대한 배합비는 돼지고기가 각각 

100%, 94%, 88%, 75% 및 62% 그리고 닭고기는 각각 0%, 

6%, 12%, 25% 및 38%의 비율이었다. 5점 시료에 대한 혼

합비율에 따른 기대치와 측정치를 분석하여 정량분석의 가

능성을 검토하였다(Table 9). F1~F5의 5점 혼합시료에 대

한 Ct값을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돼지는 기대치에 따라 Ct값

의 변화가 있었으나, 닭의 경우 기대치에 따른 Ct값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DNA 정량값도 DNA 증폭효율이 낮

아 기대할 만한 결과가 없어 측정치로 계산하였을 때도 기대

치와 차이가 많이 있었다. 이러한 원인은 혼합비율에 회수된 

DNA 양에 비해 많은 단백질 및 지방 성분 등이 존재할 경우, 

가공공정에서 DNA가 함유된 세포가 많이 파괴되었을 경우, 

균질, 분쇄, 배합 및 케이싱 등에 따라 세포의 농도가 달라졌

을 경우 등으로 추론할 수 있다. Shin(38)에 의하면 통계적

으로 가공식품은 시료를 완벽하게 균질 및 배합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또한 시료에서 100%의 DNA를 회수

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공시료에 따라 분석결과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본 결과에

서 돼지와 닭의 Ct값은 기대치 배합비율이 증가할수록 작아

지는 경향을 보여줌에 따라 분석방법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

질 경우 시료의 혼합비율에 따른 Ct값 등을 고려한 혼합비율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돼지고기가 포함

된 모든 소시지에 내부표준물질(internal standard), 즉 이

미 농도를 알고 있는 DNA를 각 소시지에서 추출된 DNA에 

첨가한 후 이를 real-time PCR로 증폭했을 때 나타나는 Ct

값을 근거로 배합비율 산출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였다. 소시

지에서 원재료의 배합비율이 너무 낮거나 함량 차이가 서로 

유사할 경우 PCR 증폭을 실시하더라도 증폭효율을 기대하

기 어렵고, 또한 소시지에 포함된 DNA가 변성･파괴된 경우

가 많아 실제 PCR 증폭으로 검출된 DNA 정량값이 매우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부표준물질을 같이 증폭한 후, 

배합비율에 따라 검출된 각각의 Ct값을 근거로 배합비율과

의 차이를 대조하여 정량법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Table 1의 5종 소시지에서 추출된 DNA를 이용한 PCR 반

응액 조성 시 내부표준물질로서 별도의 표준 DNA(control 

DNA)를 각각 50 ng씩 첨가하여 real-time PCR로 증폭한 

후 각 시료 함량에 따라 측정된 Ct 값을 산출하였다. Table 

1의 소시지의 배합비율을 돼지고기와 닭고기 함량만으로 환

산할 경우 돼지고기는 각각 100%, 94%, 88%, 75% 및 62%

이고, 닭고기는 각각 0%, 6%, 12%, 25% 및 38%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소시지 시료에 대해 닭의 표준 DNA(control 

DNA)를 50 ng 추가하여 3반복 증폭한 후, 검출된 Ct값을 

분석하였다(Table 10). 소시지에서 추출된 DNA에 표준 

DNA를 추가하여 Ct값을 분석 및 비교한 결과, 각각 평균 

28.78, 24.43, 19.35, 19.93 및 15.88로 측정되었다. 즉 소

시지에 배합된 닭고기의 함량을 추정할 경우 정량된 Ct값을 

기준으로 24.43±0.16으로 측정되었다면 닭고기가 약 6% 

정도 배합된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다른 

닭고기 함량도 Ct값에 의한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배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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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comparison of chicken contents and Ct values of 
sausages using standard DNA of chicken(50 ng). X: samples, 
Y: Ct values of samples. Samples are the same as in Table 1.

의 추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 DNA를 추가

했을 때 닭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Ct값의 추세선도 전체적으

로 낮아져 서로 차이를 보임에 따라 Ct값을 근거로 닭의 배

합비율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Fig. 4).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Ct값을 기준으로 원료육 함량의 확인이 가능하나, 

Ha(39)에 의하면 real-time PCR은 cycle이 진행됨에 따라 

DNA는 지수적으로 증가하며 이론적으로 DNA 간 10배 차

이가 있을 때 약 3.3 cycle의 Ct값 차이가 생긴다고 보고되

어 있어, 본 실험과 같이 함량이 6%, 12%, 25% 및 38% 

차이를 정량하기에는 Ct값의 차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정확

한 정량은 아직 한계가 있었다.

Real-time PCR의 정량능력과 정확성은 DNA 추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인 세포마다 DNA의 양에 따라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전자를 추

출하는 처리과정을 동일한 조건으로 고정하여 유전자의 양

을 일정하게 얻어야 하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

이 매우 낮을 수 있다. 또한, 가공식품에서의 real-time PCR

을 통한 정량분석 시 전체적으로 사용된 원료보다 낮게 나타

나는 경향을 보였다고 알려져 있어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는 돼지고기로 제조된 소시지에 저가원료인 닭고기 

혼합비율을 정량하기 위해 real-time PCR 법과 소량 함유

된 닭의 정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닭의 내부 표준물질을 

첨가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소시지의 진위판별 가능성

을 제시하였다. DNA 회수율과 PCR 증폭효율을 높이기 위

해 QIAamp DNA Micro Kit을 사용하였고, 최종 PCR 반응

액 20 μL에 template DNA(5~10 ng/μL)는 3.0~5.0 μL, 

primer 농도는 0.5 μL(10 pmol), 2× Cybrgreen buffer는 

10 μL로 조정하였을 때 가장 적합하였고, PCR 증폭조건은 

annealing 온도를 62°C, extension 온도를 68°C, final ex-

tension 시간은 33초, 최종 PCR cycle은 40 cycle로 했을 

때 가장 PCR 증폭효율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돼지와 

닭의 DNA를 50 ng에서 0.05 ng으로 순차적으로 10배씩 

희석한 template DNA를 이용해 민감도(최소 검출한계)를 

확인한 결과 돼지와 닭 모두 0.05 ng 이상으로 각각 확인되

었다. 표준곡선의 결정계수(R2)도 모두 0.995 이상으로 표

준곡선의 linearity가 정량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돼

지고기와 닭고기를 각각 70:30 비율로 혼합한 3점의 시료를 

70°C에서 10분간 열처리한 후 정량분석을 실시하여 기대치

에 의한 측정치를 비교한 결과, 64.3:35.7의 비율로써 평균 

5.7%의 차이를 나타내 생육(raw meat) 또는 가열처리된 

시료의 상태에 따라 DNA에 영향을 주어 PCR 증폭효율 및 

DNA 정량 값에 일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소시

지에 함유된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돼지

고기에 비해 닭고기 함량이 적은 소시지에서는 닭고기(6%, 

12%, 25%, 38%)의 검출이 어려웠고, Ct(threshold cycle) 

값에 따른 DNA 정량값이 매우 낮아 배합비율을 환산이 어

려웠다. 그러나 소시지에 닭의 표준물질 DNA(50 ng)를 첨

가함으로써 배합비율이 증가할수록 Ct값도 점차 낮아져서 

배합비율을 반영하고 있음에 따라 Ct값의 평균치±오차범위 

값으로 간접적으로 배합비율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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