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韓獸醫學會誌 (2013) 第 53 卷 第 4 號
Korean J Vet Res(2013) 53(4) : 239~243
http://dx.doi.org/10.14405/kjvr.2013.53.4.239

239

<원례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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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igers are one of the most endangered species over the world and protected internationally or locally.
However, they are still traded illegally for the Traditional East Asia Medicine or souvenirs / mementos as well as
fake products. In the present study, to identify the species of the specimen known as the tiger’s genitalia that was
sold for mementos in China, two approaches of genetic tools and morphological comparisons were applied. On the
basis of the entire sequences of mitochondrial cytochrome b gene (1,140 bp), the result of nucleotide comparisons
showed that the specimen examined here is matched with banteng, Bos javanicus (Identities = 1,138/1,140; 99%). In
addition, the examination of external morphological characters revealed that the genitalia of the specimen is much
more similar to the one of cows, not to tigers. The outcomes highlighted that there are still some fake products of
tigers traded in market and molecular genetic tools could help identifying species of wildlif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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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야생동물 신체의 일부에 대한 불법적 또는 합법적 거래는

야생동물 보호와 보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장애 요인이다.

보호대상 여부를 막론하고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살아

있는 야생동물 13,356,588마리와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부위

30,309,815개가 합법적으로 동남아에서 수출되었다고 한다

[2]. 특히 아시아에서는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동

아시아 전통의약품(traditional East Asian medicines), 장신

구, 야생고기 등 많은 야생동물들이 상업적으로 거래되고 있

다 [2, 6, 15, 24, 27]. 이로 인해 밀렵 또는 과도한 수렵이

자행되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특히 대형 포유류의 생

존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야생 동·식물

의 출처를 밝히고, 야생 동·식물의 보존과 관리 방법을 개

선할 수 있는 유전학적 방법을 이용한 모니터링에 관심이 증

가되고 있다. 유전학적 방법을 이용한 모니터링의 사례로는

이탈리아에서 미토콘드리아 cytochrome b 유전자와

microsatellite를 적용하여 수렵이 금지된 멧돼지를 확인하고,

이를 사냥한 범인을 체포하여 처벌한 사례와 [17], 법적 보

호종인 늑대가 지속적으로 밀렵 및 밀거래 되고 있음을 미

토콘드리아 control-region 유전자와 microsatellite를 이용하

여 확인한 사례가 있다 [3]. 이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유

전자와 microsatellite를 이용한 DNA 감식법은 고래 고기의

불법적인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출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줌으로써 야생동물의 효과적인 관리와 보전에 크게 기여하

고 있다 [1].

호랑이(Panthera tigris, P. t.)는 과거, 아시아 전역에 서

식하였으나 [9, 20] 현재 약 3,000마리 정도가 고립되고 분

할된 야생 서식지에 흩어져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5, 22]. 전체 9아종 중 3아종(Javan, P. t. sondaica;

Bali, P. t. balica; Caspian, P. t. virgata)은 멸종되었고,

한 아종은 야생에서 멸종된 것으로 보이며(Amoy, P. t.

amoyensis), 5 아종(Bengali, P. t. tigris; Indochinese, P.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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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betti; Amur, P. t. altica; Sumatran, P. t. sumatraet;

Malayan, P, t, jacksoni)만 야생에서 현존하고 있다 [18,

19, 22, 26]. 호랑이의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국내·외에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CITES) 부속서 I급, 세

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위기 등급,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I급). 이러한 국제적 보전 노력과 관심 그리고 법

에 의한 보호에도 불구하고 호랑이를 비롯한 대형고양이과

동물의 부위는 정력제 및 원기회복에 좋은 것으로 인식되어

보신용 또는 치료용 약으로써 거래되고 있다 [16, 30].

본 연구에서는 호랑이의 생식기라고 알려진 기념품의 진

위여부와 그 정확한 유래를 확인하고자 외부형태 비교와 유

전적 분석을 통해 종 동정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야생동물

부위로 거래되고 있는 상당수 물품이 실제로는 위조된 것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재료 및 방법

분석 시료

실험을 위한 시료는 중국에서 호랑이의 생식기로 거래되

어, 실온에서 10년 이상 보관된 것으로 본 연구에 사용하였

다(Fig. 1).

외부 형태

생식기의 육안 형태 식별을 위해, 미국 Fish & Wildlife

Service(USFWS)에서 발행한 호랑이 생식기를 구별하는 지

침에 따라 비교 관찰하였다(Table 1) [30].

유전학적 접근

Genomic DNA는 서로 다른 세 위치에서 드릴을 이용하여

시료 내부의 가루를 모아 QIAamp DNA Micro kit

(Qiagen, USA)을 사용하여 DNA를 추출하였다(Fig. 1). 중

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은 호랑이

를 대상으로 개발된 특이적 primer set [5]와 일반적으로 포

유류에서 종 식별을 위해 사용되는 보편적인 primer L14724

와 H15915를 사용하였다 [14]. PCR조건은 touchdown

PCR과 일반 PCR을 이용하였으며 Table 2와 같다. PCR

product는 1% agarose gel에 전기영동하여 확인하였다. 증폭

된 유전자의 염기서열 결정은 BigDye Terminators v 3.1

Kit(Applied Biosystems, USA)로 반응한 후 ABI3730xl

DNA Analyzer(Applied Biosystems)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유전자 염기서열은 Geneious Pro 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

합하였으며 [25], 조합된 염기서열은 NCBI의 BLAST(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를 통해 비교하였다.

Table 1. Guideline that can be used to identify a tiger as a
suspicious species source when investigating dried
genitalia [30]

To eliminate tiger, consider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 dried penis CANNOT be from tiger if

1) very obvious barbs or spines cover the tip

(It is probably from a large ungulate.)

2) it has a large baculum visible on x-ray

(It is probably from a carnivore.)

3) it is long (> 8 inches) from tip to scrotum

(It is probably deer, cattle, or horse.)

Fig. 1. The specimen assumed to be male genitalia from tiger
by the owner. Arrows are sampling places for DNA extraction.

Table 2. Polymerase chain reaction condition for the amplification of mitochondrial DNA cytochrome b gene 

Driscoll et al. [4] 
primer set

94oC 60~50oC 72oC Cycle (s)

4 min − − 1

15 sec 30 sec (−0.5oC)* 15 sec 21

　

50oC
　 　

15 sec 30 sec 15 sec 20

− – 7 min 1

　 　

4oC keep
　

Kocher et al. [14] 
primer set 

94oC 44oC 72oC Cycle (s)

4 min − − 1

1 min 45 sec 1 min 20 sec 32

− − 7 min 1

　 　

4oC keep
　

*The annealing temperature is decreased 0.5oC in each annealing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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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형태적 접근

USFWS에서 제시한 외부형태의 기준에 따르면, 대형고양

이과 동물의 생식기는 끝부분에 가시가 있고, 끝에서 약 2

cm 정도 존재한다. 또한 가시는 0.7 mm로 매우 작으며 건조

된 생식기에서 겨우 발견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의 외부형태는 생식기 선단부분에

뚜렷한 가시가 덮여 있었고, 음낭으로부터 생식기 끝까지의

길이가 20 cm 이상이었다(Fig. 1). 이는 USFWS의 지침서

표1에 따라 사슴(deer), 소(cattle), 말(horse) 등, 유제류의 생

식기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전학적 접근

시료의 오염 및 실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조검토

(Cross-check)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생식기의 세 위치로부터

얻은 시료로부터 Genomic DNA를 성공적으로 추출하였다.

추출한 DNA 1, 2, 3은 호랑이 아종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개발된 여덟 개의 primer set 중 CytbaF/CytbaR primer

set(PS1)에서만 증폭되었으며, 나머지 primer set에서는 증폭

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형태적 방법에 의해 밝혀

진 것처럼 호랑이 생식기가 아닐 가능성을 보여주었다(호랑

이 특이적인 프라이머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호랑이가 아닐

경우 증폭에 있어서 실패한다). 이에 따라 확실한 종 식별을

위해 종 동정에 많이 사용되는 cytochrome b 유전자를 증폭

하기 위해 L14724/H15915 primer set(PS2)을 이용하여

PCR을 실시하였고, 성공적으로 증폭하였다. 염기서열 비교분

석 결과, 생식기의 서로 다른 세 위치로부터 얻은 시료에서

추출한 DNA로부터 얻은 cytochrome b 유전자(1,140 bp)의

염기서열은 100% 일치하였다. 확보된 염기서열 PS1(122

bp)과 PS2(1,140 bp)를 NCBI의 BLAST를 통해 비교한 결

과, 각각 들소(Bos javanicus)와 99%(121/122), 99%(1,138/

1,140)의 유사성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PS1의 경우 가얄소

(Bos frontalis)와 97%(118/122), PS2의 경우 인도들소(Bos

gaurus)와 95%(1,086/1,140)의 유사성을 나타내었다. 

고 찰

합법 또는 불법으로 지구상에서 거래되지 않는 야생동물

은 거의 없을 것이다. 건강보조식품으로, 장식이나 애완용으

로, 고기와 가죽을 얻기 위해서, 향수나 약품의 성분으로 가

공하기 위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불법적 야생동물

거래는 밀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때로는 CITES 협약

을 피하여 야생에서 잡힌 동물을 사육 하에 번식시킨 동물

로 서류를 위조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법적으로 금지된 멸종위기 종의 거래가 동물원 또는 식물원

등을 통해 CITES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

다 [29]. 뿐만 아니라 밀렵과 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

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들의 경우, 그 수가 급격히 감

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해 있어 실제로는 대상종을 포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형태를 지

닌 다른 종의 부위가 위조품으로 대신 거래되는 경우가 있

다. 예를 들어, 소(cattle), 개(dog) 그리고 사슴(deer)의 생식

기가 호랑이와 바다표범(seal)의 생식기로 둔갑하여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30]. 중국의 한 음식점에서는 호랑이 고기를

판매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나, 중국 국무원 국가입업국에서

DNA조사 결과 당나귀 고기로 밝혀졌다(연합뉴스 2005-09-

09). 그 외 국내에서도 1985년 6월 2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립보건원 분석 결과 당시 판매되고 있는 웅담의 90%가 가

짜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슴의 생식기를 해구신으로, 돼

지쓸개를 웅담으로, 물뱀을 백사로 둔갑하여 비싼 가격에 거

래를 하였으며(SBS뉴스, 연합뉴스 2006-02-14), 밀반입된 호

랑이 가죽을 국립생물자원관에서 DNA분석결과 호랑이가 아

닌 개로 밝혀진 사례가 있다(연합뉴스 2011-04-24). 이처럼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된 호랑이뿐만 아니라 다른 야생동물

도 다른 종으로 둔갑하여 밀거래가 성행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호랑이 생식기로 알려진 시료를 형태적 및

유전학적 접근을 통해 종 식별을 시도하였다. 형태학적 확인

은 USFWS의 지침서를 따라 비교하였고, 유전학적 확인은

최근 종 식별을 위해서 다양한 종에 적용되고 있으며 많은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는 미토콘드리아 cytochrome b 유전자

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11, 12, 14, 27]. 그 결과 호랑이

생식기로 알고 있던 시료는 형태적 및 유전적 확인을 통해,

호랑이가 아닌 동남아시아에 서식하는 들소(B. javanicus,

banteng)의 생식기로 확인되었다.

야생 동·식물 부위를 약재로 사용하는 동아시아의 전통

의약품은 중국 등지에서 약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

나, 그 효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

다. 호랑이 생식기는 최음제 또는 강장제의 효능이 있다고

생각되어 수프나 차로 이용한다고 하며 [30], 호랑이의 발톱,

이빨, 꼬리, 지방 등 거의 모든 부위가 여러 의약품으로 이

용되고 있다 [21].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품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세포에 좋은 우루소데옥시콜

산(ursodeoxycholic acid)이 곰의 담즙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는 이유로 곰의 담즙을 사용하기 위해 비위생적이며, 비윤리

적인 환경을 통해 불법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7, 8, 10,

13, 14, 23, 28]. Wong 등 [29]에 의하면 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위약과 중국전통의학(traditional Chinese medicine)

의 한 방법인 식물을 이용한 임상실험 결과 그 차이가 거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9]. 따라서, 전통의약품을 이용

하는데 있어 그에 대한 안정성과 효과입증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호랑이 부위

가 실제로는 흔한 가축에서 유래된 제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이는 야생동물에서 유래

한 상품 구입을 자제해야 할 부가적인 이유를 제공해 준다.

이와 더불어, 유전학적 종 동정 방법은 야생동물 유래 상품

의 형태적 동정이 어려울 때, 종 동정을 가능하게 하여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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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방법은 위조된 상품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멸종위기 야생동

물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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