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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unocaptur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IC-RT-PCR) was applied to the detection

of Cucumber green mottle mosaic virus (CGMMV), Kyuri green mottle mosaic virus (KGMMV), and

Zucchini green mottle mosaic virus (ZGMMV) on Cucurbitaceae crops. These seed-borne tobamoviruses

were accurately detected from the infected leaves and seeds by IC-RT-PCR. This method was estimated to be

about 100 times more sensitive than ELISA, and also it allowed the direct confirmation of ELISA results by

using the captured antigens from a completed ELISA microwell. This convenient and reliable method could

be used routinely for large-scale field surveys or seed tests of Cucurbitaceae cr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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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Cucumber green mottle

mosaic virus, CGMMV)가 전국의 시설수박 재배농가에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힌 이후 박, 오이, 참외, 호박, 멜

론 등의 박과작물에서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이 등, 2004; 고 등, 2004; Ko 등, 2007; 김 등, 2008).

최근에는 바이러스의 전염원이 오염된 종자인지 연작에

따른 오염토양인지의 문제에 대하여 농민과 종묘업자간

의 분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박과작물의 바이러스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서는 전염원의 차단이 매우 중요

하며, 이를 위한 채종포장 단계부터 생산포장 까지 체계

적인 포장검사(field survey)와 채종종자에 대한 철저한 종

자검정(seed test)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박과작물의 종자는 대부분 해외에

서 채종되어 해마다 약 150톤 이상의 종자가 중국, 태국,

인도, 일본 등의 국가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박과작물의

종자전염 바이러스는 CGMMV를 포함하여 오이모자이크

바이러스(Cucumber Mosaic Virus, CMV), 큐리녹반모자

이크바이러스(Kyuri green mottle mosaic virus, KGMMV),

쥬키니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Zucchini green mottle mosaic

virus, ZGMMV), 메론괴저바이러스(Melon necrotic spot

virus, MNSV) 등이 알려져 있다(Ko 등, 2007). CGMMV,

KGMMV, ZGMMV, MNSV 4종은 현재까지는 검역대상

바이러스로 지정되어 수입종자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

고 있으며 검역과정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검출되고 있다

(식물검역병해충정보시스템 PIS). 하지만 CGMMV,

KGMMV, ZGMMV의 경우 국내 포장에 오랫동안 지속

되어 정착단계에 있으며, 국가방제사업이 요구되는 규제

비검역병으로써의 관리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식물검역의 박과류 종자전염 바이러스에 대한 검

사방법은 지표식물검사법,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ELISA),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RT-PCR) 등이 사용되고 있다. 지표식물검사법은

바이러스의 활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검사시간이 많

이 소요되며, ELISA 검사법은 많은 양의 시료를 쉽게 검

사할 수 있지만 검출한계의 문제와 검사결과 판독의 오

류 가능성이 존재한다. RT-PCR 방법도 가장 민감하고 정

확하지만 복잡한 RNA추출 과정이 검사결과에 큰 영향을

주고 다량의 시료를 처리하기에는 매우 번거로운 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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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식물체의 종자 추출물에는 다양한 PCR 반응억

제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

다(이 등, 2004).

이러한 RT-PCR의 RNA추출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 식

물바이러스의 검출방법으로는 Print-capture RT-PCR(Olmos

등, 1996), Direct-binding RT-PCR(Rowhani 등, 1995),

Viron-Capture RT-PCR(조 등, 2007), Immunocapture RT-

PCR(Wetzel 등, 1992) 등이 개발되어 있다. 이러한 변형

된 RT-PCR 방법들의 민감도는 standard RT-PCR과 동등

한 수준의 검출한계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Rowhani 등, 1995; Rampersad 등, 2003). 또한 최근에는

ELISA 결과를 검증하는 도구로써 IC-RT-PCR의 활용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Harness 등, 2003).

본 연구는 IC-RT-PCR을 이용하여 RT-PCR의 복잡한 전

처리 과정의 단순화하고, 박과류의 종자전염바이러스 검

사에 IC-RT-PCR의 활용 가능성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바이러스 이병시료. 식물검역과정에서 CGMMV와

KGMMV가 검출된 박종자 시료를 수집하고, (주)농우바

이오에서 CGMMV, KGMMV, ZGMMV가 감염된 박, 수

박, 호박의 잎과 종자를 추가로 분양받아 실험에 사용하였다.

ELISA 및 IC 처리. ELISA 검사는 국내에 시판중인

DAS-ELISA 키트(Agdia, Inc., Elkhart, IN; Kisan Biotech

Co., Seoul, KR)를 구입하여 메뉴얼에 따라 수행하였다.

IC-RT-PCR과 ELISA의 검출한계의 비교를 위해 CGMMV

에 감염된 박종자의 추출액을 10배씩 단계별로 희석하여

각각 ELISA와 RT-PCR을 수행하였다. Immunocapture과

정은 Harness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적용하였다(Harness

등, 2003). 코팅버퍼로 희석한 1X Capture Antibody 100 µl

를 0.5 ml PCR 튜브에 분주하여 37oC에서 2시간 배양하

고, 1X PBST 버퍼로 3회 세척후 티슈위에 튜브를 뒤집

어 15분간 건조하였다. 시료를 마쇄하여 추출버퍼와 1:10

의 비율로 혼합하고 37oC에서 2시간 배양한 뒤 건조된

PCR 튜브에 추출액 100 µl를 분주하고 다시 37oC에서

2시간 배양후 동일한 방법으로 3회 세척하고 건조하였다.

건조된 PCR 튜브에 DEPC water 20 µl를 첨가하여 70oC

에서 15분간 열처리하고 얼음에 넣어 Immunocapture 과

정을 수행하였다.

RT-PCR. CGMMV 검출을 위해 CGMMV-N30/CGMMV-

C60 프라이머를 이용하였으며, KGMMV와 ZGMMV의

검출은 KGMMV-N60/KGMMV-C10을 이용하여 RT-PCR

을 실시하였다(이 등, 2003). RT-PCR은 IC 추출액 5 µl

와 각 프라이머 1 µl, DEPC water 13 µl를 Maxime RT

Premix kit(Intron, Seoul, KR)에 첨가하고, PC-808 thermal

cycler(Astec, Fukuoka, JP)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양성

대조구는 이병종자로부터 추출한 total-RNA를 사용하였

으며, 음성대조구는 건전한 박종자를 사용하였다. 반응 온

도는 reverse transcription을 위해 42oC에서 2분, 95oC에서

2분 처리하고, PCR 증폭은 95oC 45초, 60oC 60초, 72oC

60초로 40회 증폭시켰으며 마지막에 72oC에서 10분간 처

리하였다. 최종 RT-PCR 산물은 1% agarose gel에서 전기

영동하여 확인하였다.

ELISA 결과 검증. IC-RT-PCR을 이용하여 ELISA의

검사결과를 재 확인하기 위하여 검출한계 비교시험을 마

친 ELISA 마이크로플레이트를 사용하여 RT-PCR을 수행

하였다. 마이크로플레이트의 반응액을 버리고 Immunocapture

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3회 세척 후 15분간 건조하였다.

DEPC water 10 µl를 첨가하고 플라스틱필름으로 밀봉하

여 동일한 방법으로 열처리 후 RT-PCR을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IC-RT-PCR을 이용한 바이러스 검출. 박과류의 종자

전염 바이러스를 검출하기 위해 IC-RT-PCR을 수행한 결

과 CGMMV의 이병종자 및 잎에서 모두 609 bp의 증폭

밴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KGMMV 및 ZGMMV의 경

우 403 bp의 PCR 증폭 밴드가 나타남으로써 IC-RT-PCR

을 이용하여 3종의 바이러스 검출이 가능하였다(Fig. 1).

이병종자에서 추출한 total-RNA를 사용한 양성대조구의

경우 KGMMV에는 IC-RT-PCR 보다 더 강한 증폭밴드가

나타났지만(Fig. 1B), CGMMV와 ZGMMV에서는 반응

강도에 큰 차이가 없었다(Fig. 1A, C).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ELISA와 IC-RT-PCR 검사를 동

시에 수행하여 비교한 결과 IC-RT-PCR은 모든 바이러스

를 검출한 반면에 ELISA 검사법은 KGMMV를 검출하지

못하였다(Table 1). ELISA와 IC-RT-PCR의 검출한계 비교

를 위해 CGMMV 감염종자 마쇄액을 100부터 10−6까지

단계별로 희석하여 두 가지 검사를 동시에 수행한 결과

ELISA는 10−2까지 검출이 가능하였고(Fig. 2A), IC-RT-PCR

은 10−4까지 검출이 가능하였다(Fig. 2B). 따라서 CGMMV

검출을 위한 IC-RT-PCR의 민감도는 ELISA보다 100배 이

상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민감도는 기존에 보고된 ELISA

에 대한 PCR 검사법의 상대적 민감도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IC-RT-PCR에 의한 ELISA의 검증. ELISA 검사를 모

두 마친 마이크로플레이트를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IC-RT-PCR을 실시한 결과 민감도가 다소 저하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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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SA와 동일한 수준에서 검사결과가 재현되었다(Fig. 2A,

Fig. 3). 따라서 ELISA 결과의 오반응이 의심되거나 결과

판정이 불확실한 경우 검사결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써

도 IC-RT-PCR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과작물의 종자전염 바이러스 검사과정에 RT-PCR의

복잡하고 번거로운 RNA 추출과정을 생략하고 다량의 시

료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 IC-RT-PCR의 활용 방법을 모

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IC-RT-PCR 방법이 standard RT-

PCR의 민감성은 유지하면서 시료의 전처리 과정을 생략

할 수 있으며 또한 ELISA 검사결과의 검증까지 가능한

검사법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IC-RT-PCR 방법을 통해

Fig. 1. IC-RT-PCR detection of CGMMV (A) and KGMMV (B),
ZGMMV (C) from leaves and seeds of bottle gourd, pumpkin
and zucchini. lane 1~3: infected seed; lane 4~6: infected leaf; lane
7: positive contol; lane 8: negative control; M: molecular marker.

Fig. 2. Sensitivity of ELISA (A), and IC-RT-PCR (B) for the
detection of CGMMV. ELISA and IC-RT-PCR were carried with
10 fold serial dilution of CGMMV infected seed extract. lane 1~7:
serial dilution from 10−0 to 10−6; lane 8: Negative control; M:
molecular marker.

 
Table 1. Comparison of ELISA and IC-RT-PCR results for the detection of CGMMV, KGMMV, ZGMMV in seed and leaf samples

Sample
CGMMV KGMMV ZGMMV

ELISA IC-RT-PCR ELISA IC-RT-PCR ELISA IC-RT-PCR

Seed 1 0.474 + 0.095 + 0.507 +

Seed 2 0.463 + 0.098 + 0.450 +

Seed 3 0.557 + 0.101 + 0.472 +

Leaf 1 1.095 + 0.094 + 0.498 +

Leaf 2 0.931 + 0.167 + 0.527 +

Leaf 3 0.908 + 0.103 + 0.541 +

(−) Control 0.126 − 0.109 − 0.103 −

(+) Control 1.701 + 1.449 + 0.968 +

ELISA : DAS-ELISA absorbance values at 405 nm.

Fig. 3. Confirmation of ELISA results by IC-RT-PCR using the
captured antigens from a completed ELISA microwell. lane 1~7:
serial dilution from 10−0 to 10−6; lane 8: Negative control; M:
molecular m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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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과작물의 포장검사와 종자검정에 있어 많은 시료를 효

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종자에 함유된 다양한 저해물

질의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ELISA 양성샘플에

대한 검증시험을 위해 별도의 추가 샘플 없이 곧바로 분

자생물학적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며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요  약

박과작물에 발생하는 종자전염 바이러스 3종(CGMMV,

KGMMV, ZGMMV)에 대한 검출을 위해 IC-RT-PCR의 적

용 가능성을 시험하였다. IC-RT-PCR을 이용하여 감염 종

자와 잎으로 부터 바이러스의 특이적인 검출이 가능하였

으며, 검출 민감도는 ELISA 보다 100배 이상 높았다. 또

한 반응을 마친 ELISA 마이크로플레이트에 남아있는 항

원을 IC-RT-PCR의 template로 사용할 경우 ELISA 결과

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IC-RT-PCR에 의한

본 검정방법은 박과작물의 대규모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에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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