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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tic diagnosis methods by RT-PCR and Virion capture (VC)/RT-PCR against Rice stripe virus (RSV) were 
developed. Three diagnosis methods of seedling test, ELISA and RT-PCR were compared in virus detection sensitivity 
(VDS) for RSV. The VDS of ELISA for RSV viruliferous small brown plant hopper (SBPH) was higher with 40.5% 
than that of seedling test. The VDS of RT-PCR was higher with 21% than that of ELISA. The VDS of ELISA and 
VC/RT-PCR was same with 9.2% in average on the SBPH collected from fields at the areas of Gimpo, Pyungtaeg and 
Sihueng, Gyeonggi province in 2009. The specific primers of RSV for SBPH and rice plant were developed for the 
diagnosis by Real time PCR. The RQ value of Real time PCR for the viruliferous and non viruliferous SBPH was 1 
for 50 heads of non viruliferous SBPH, 96.5 for 50 heads of viruliferous SBPH, 23.1 for 10 heads of viruliferous SBPH 
+ 40 heads of non viruliferous SBPH, and 75.6 for 30 heads of viruliferous SBPH + 20 heads of non viruliferous SBPH. 
The RQ value was increased positively by the ratio of viruliferous SBPH. Full sequences of 4 genomes of RSV RNA1, 
RNA2, RNA3 and RNA4 were analysed for the 13 RSV isolates from rice plants collected from different areas. Genetic 
relationships among the RSV isolates of Korea, Japan and China were classified as China + Korea, and China + Korea 
+ Japan by phylogenetic analysis for RSV RNA1 and RNA2. In case of RNA3 involved in pathogenicity, genetic 
relationship of RSV among the three countries was grouped into 3 as China, China + Korea, and Korea + Japan. According 
to the genetic relationships in RSV RNA4, RSV isolates were grouped into 4 as China, Korea, China + Korea + Japan, 
and Korea + Japan. Viruliferous insect rate (VIR) of RSV in average increased in each year from 2008 to 2010, and the 
rates were 4.3%, 6.1%, and 7.2%, respectively, at the 28 major rice production areas in 7 provinces including Gyeonggido. 
The highest VIR in each year was 11.3% of Gyeonggido in 2008, 20.1% of Jellanamdo in 2009 and 14.2% of Chungcheongbukdo 
in 2010. The highest VIR depending upon the investigated areas was 22.1% at Buan of Jellabukdo in 2008, 36% at Wando 
and Jindo of Jellanamdo in 2009, and 30.0% at Boeun of Chungcheongbukdo in 2010. Average population density (APD) 
of overwintered SBPH was 13.1 heads in 2008, 13.9 heads in 2009 and 5.6 heads in 2010. The highest APD was 39.1 
and 60.4 heads at Buan of Jellabukdo in 2008 and 2009, respectively, and 14.0 heads at Pyungtaeg of Gyeonggido. The 
acreage of RSV occurred fields was 869 ha in the western and southern parts, mainly at Jindo and Wando area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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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llanamdo in 2008. In 2009, RSV occurred in the acreage of 21,541 ha covered whole country, especially, partial and 
whole plant death were occurred with infection rate of 55.2% at 3,025 plots in 53 Li, 39 Eup/Myun, 19 Si/Gun of 
Gyeonggido, Incheonsi, Chungcheongnamdo, Jeollabukdo and Jeollanamdo. Seasonal development of overwintered SBPH 
was investigated at Buan, Jeollabukdo, and Jindo, Jeollanamdo for 3 years from 2008. Most SBPH developed to the 3rd 
and 4th instar on the periods of May 20 to June 10, and they developed to the adult stage for the 1st generation on Mid 
and Late June. In 2009, all SBPH trapped by sky net trap were adult on May 31 to June 1 at Mid-western aeas of Taean, 
Seosan and Buan, and South-western areas of Sinan and Jindo. The population density of adult SBPH was 963 heads at 
Taean, 919 at Seocheon and 819 at Sinan area. The origin of these higher population of adult SBPH were verified from 
the population of non-overwintered SBPH but immigrant SBPH. From Mid May to Mid June in 2010, adult SBPH could 
not be counted as immigrant insects by sky net trap. The variation of RSV VIR was high with 2.1% to 9.5% for immigrant 
adult SBPH trapped by sky net trap at Hongsung of Chungcheongbukdo, Buan of Jeollabukdo and so forth in 2009. The 
highest VIR for the immigrant adult SBPH was 9.5% at Boryung of Chungcheongnamdo, followed by 7.9% at Hongsung 
of Chungcheongnamdo, 6.5% at Younggwang of Jeollanamdo, and 6.4% at Taean of Cheongcheongnamdo. The infection 
rate of RSV on rice plants induced by the immigrant adult SBPH cultivated near sky net trap after about 10 days from 
immigration on June 12 in 2009 was 84.6% at Taean, 65.4% at Buan and 92.9% at Jindo, and 81% in average through 
genetic diagnosis of RT-PCR. Barley known as a overwintering host plant of RSV had very low infection rate of 0.2% 
from 530 specimens collected at 10 areas covering whole country including Pyungtaeg of Gyeonggido. Twenty nine plant 
species were newly recorded as natural hosts of RSV. In winter annual plant species, 11 plants including Vulpia myuros 
showed RSV infection rate of 24.9%. The plant species in summer annual ecotype were 13 including Digitaria ciliaris 
with 44.9%, Echinochloa crusgalli var. echinata with 95.2% and Setaria faberi with 65.5% in infection rate of RSV. Five 
perennial plants including Miscanths sacchariflorus with infection rate of 33.3% were recorded as hosts of RSV. Rice 
cultivars, 8 susceptible cultivars including Donggin1 and 17 resistant ones including Samgwang, were screened in field 
conditions at 3 different areas of Buan, Iksan and Ginje in 2009. All the susceptible cultivars were showed typical symptom 
of mosaic and wilt. In 17 genetic resistant cultivar, 12 cultivars were susceptible, however, 5 cultivars were field-resistant 
plus genetic resistant to RSV as non symptom expression. When RSV was artificially inoculated at seedling stage to 4 
cultivars known as genetic resistant and 3 cultivars known as genetic susceptible, the symptom expression in resistant 
cultivars was lower as 19.3% in average than that of 53.3% in susceptible ones. In comparison of symptom expression 
rate and viral infection rate using resistant Nampyung and susceptible Heugnam cultivars by artificial inoculation of RSV 
at seedling stage, the symptom expression of Heugnam was higher as 28% than 12% of Nampyung. However, virion 
infection of resistant Nampyung cultivar was higher as 12% reversely than 85% of susceptible Heugnam. Yield loss of 
rice was investigated by the artificial inoculation of RSV at the seedling stage of resistant cultivars of Nampyung and 
Onnuri, and susceptible cultivars of Donggin1 and Ungwang for 3 years from 2008. The average yield per plant was 7.8 g, 
8.5 g and 13.8 g on rice plants inoculated at seedling stage, tillering stage and maximum tillering stage, respectively. The 
yield loss rate was increased by earlier infection of RSV with 51% at seedling stage, 46% at tillering stage and 13% at 
maximum tillering stage. In resistant rice cultivar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infection time 
and yield loss. In natural fields on susceptible rice cultivar of Ungwang at Taean and Jindo areas in 2009, the yield loss 
rate was increased with same tendency to the infection hill rate having the corelation coefficient of 0.94 when the viral 
infection was over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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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서  론

세계적으로 벼에 발생하는 주요 바이러스는 벼줄무늬잎마

름바이러스(Rice stripe virus, RSV), 벼 오갈병(Rice dwarf 
virus, RDV), 벼검은줄오갈병(Rice black streaked dwarf 
virus, RBSDV), Rice grassy stunt virus(RGSV) 등 약 7종
이 보고되어 있다(Ling, 1972). 벼 주요 재배지역인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에서는 RTBV(Rice tungro bacilliform 
virus), RTSV(Rice spherical virus), RRSV(Rice rugged 
stunt virus), RGSV(Rice grass stunt virus) 등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 및 중국 일본 등에서는 RSV, RBSDV, RDV

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 벼에 가장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는 

벼줄무늬잎마름바이러스(RSV)이다.
RSV는 Tenuivirus에 속하는 사상형 바이러스이며, 애멸

구(Small brown plant hopper, SBPH)에 의하여 영속전염하

는 바이러스이다. 내열성 50-55C, 내희석성 10-4-10-5, 내보

조성은 4일로 비교적 안정적인 물리성을 갖는 바이러스이다. 
RSV는 4개의 분절 게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sRNA 바이

러스이고 게놈 크기는 19 Kb정도이며, RNA1은 가장 큰데 

약 8.9 Kb이고 7개의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RNA2, 3, 4
는 바이러스와 바이러스 보족 5′ 말단을 갖는 ORF를 갖고 

있다. ORF는 A-U 염기서열과 헤어핀 구조를 갖는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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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Intergenic) 영역으로 구분된다(Hamamatsu 등 1993; 
Toriyama, 2000). RSV에 감염된 벼는 대부분 줄무늬증상을 

나타내며, 유묘시기에서 감염된 벼는 잎에 줄무늬 증상이 나

타나고 줄기가 이상 생장하면서 황화 고사한다. 생육 중기에 

감염되면 잎이 고사되지 않고 황화 줄무늬 증상을 나타내고 

경우에 따라서 고사하기도 한다. 따라서 못자리 시기 및 본답 

이앙 후 생육초기에 감염되면 피해가 크다. 
RSV는 우리나라에서 1935년 진주, 밀양, 구례지역에서 

최초로 발생하였으며, 발생 당년에 포장에 따라서 30-70%의 

높은 발생률을 보였으며, 이후 1964년과 1965년 경북과 전

북 남부지방의 피해가 극심하였으며 발생률은 26-38%이었

다(정 등, 1971). 또한 1972년과 1973년 추풍령 이남 지역에

서 대발생하였으며, 못자리 피해율이 2-10%에 달하였다. 이후 

2000년까지는 다수계 품종의 재배면적 확대로 인하여 RSV
의 발생이 거의 없었으나 2001년에는 경기도 서해안 지역인 

화성군, 강화군 등 7개 시･군의 26 ha에 갑자기 RSV가 대발

생하였으며, 2007년에는 충남 서천과 전북 부안 지역을 중심

으로 서해안 지역에 4,500 ha가 발생하여 사회 경제적 피해

가 컸었다(김 등, 2008). 
RSV는 국내 토착 바이러스이지만 연속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국지적으로 대발생하는 특성이 있지만 정확한 대 발생 

원인을 알 수 없었다. RSV의 대 발생 요인으로는 바이러스 

측면에서 보면 월동 애멸구의 RSV 보독충률의 연차 별 변이

를 전국적으로 조사하여 서해안 지역 등 지역별 변이를 조사

하고,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RSV와 중국과 일본에서 발생하

는 RSV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유전적 유연성을 해

석하여 바이러스의 이동성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매개충의 

경우에는 RSV가 국내 토착 바이러스이므로 월동 애멸구의 

형태적 및 유전적 다양성을 개체군 동태 측면에서 구명하여

야 하며, 또한 국내 월동 개체군과 함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비래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RSV는 국내 월동하는 바이러스이므로 겨울 작물인 보리

에서 중간 기주로서의 감염률을 조사하여, 매개충인 애멸구

가 보리밭에서 바이러스를 획득하고 논으로 이동하여 벼에 

가해하여 병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생태적 구명이 필요하다. 
그 동안 자연 상태에서 RSV의 기주 식물에 대한 연구가 보

독충을 이용한 인공 접종에 의한 21종의 기주식물을 보고한 

바 있으나(정 등, 1971), 자연 기주 식물의 종류와 감염률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바이러스의 대발

생과 기주 식물의 관련성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외

국에서 새로운 식물의 유입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

서는 농경지 근처 기주 식물의 중요성을 평가하였으며, 벼 품

종적 측면에서는 그 동안 저항성 품종으로 육성된 다양한 품

종과 감수성 품종에 대한 저항성 평가를 하고, RSV의 감염 

시기별 피해 정도를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벼 바이러스 유전자 진단기술 개발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벼 바이러스 중 애멸구에 의하여 전

염되는 바이러스인 RSV와 RBSDV에 대하여 그 동안 보독

충률 조사에 사용하였던 효소결합항체(ELISA) 진단기술과 

최근에 개발된 유전자 진단기술(RT-PCR)의 검출률을 비교

하여 보독충률을 조사 하였다. ELISA 진단은 시판 진단키트 

(Agdia)를 이용하였으며, 진단방법은 Double antibody sandwich 
(DAS) 방법을 이용하였다. 간편 유전자 진단기술(VC/RT- 
PCR) 개발을 위하여 벼 바이러스 RSV와 RBSDV에 복합감

염 된 벼 식물체를 국립식량과학원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

으며, 애멸구는 RSV 감염 식물체에서 흡즙시켜 보독충을 만

들어 사용하였다. 보독 애멸구는 한 마리씩 사용하거나, 애멸

구를 병든 식물체에서 사육하여 보독충률이 40% 이상 되었

을 때 애멸구 10마리를 한 개의 시료로 하여 보독 애멸구 감

염 시료로 사용하였다. 벼 바이러스 감염 식물체 시료는 이전

에 RSV 감염확인 시료의 조즙액을 이용하였다.
식물체 즙액 추출 완충액과 애멸구 마쇄용 기본 완충액은 

일반적으로 ELISA와 IC/RT-PCR에서 사용하는 완충액과 

산화 방지제를 사용하였다. 기본 완충액은 0.01M 인산완충

액(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7.0)을 이용하였으며, 
산화방지제로는 0.5% sodium sulfite를 이용하였으며, 식물

체 마쇄의 경우 0.5% BSA, 애멸구의 경우 2% PVP를 사용

하였다. PCR 튜브에 핵산 포착을 위하여 식물체 즙액 또는 

애멸구 추출액을 PCR 튜브에 20 µl씩 넣고 37℃에서 10분
간 처리하였다. 기본 완충액에 2% Tween 20을 첨가한 세

척액으로 두 번 세척한 다음 nuclease-free water로 한 번 더 

세척하여 깨끗이 비우고 난 다음 RT-PCR을 하였다. 벼 바이

러스 RSV 프라이머는 571 bp를 증폭하는 RSV-R4-C10 
(5'-AGTTGATAATAAGAATAGGAAATC-3')와 

RSV-R4-N30(5'-CATCACAGTGTCACTGGTCTTCA 
T-3')를 이용하였다. RBSDV는 235 bp를 증폭하는 RBSDV- 
S10-C40(5'-CGTCGAAACGAATTAGAAGAGAAAA-3')
와 RBSDV-S10-N40(5'-CGTCGAAACGAATTAGAAGA 
GAAA A-3')이며, RBSDV-S10-N40을 RBSDV-S10-N30(5′
-TGATCCCGATGAATACGAATTGAC C-3)으로 대체하

여 (380 bP) 시험하였다. RDV는 803 bp를 증폭하는 R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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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C20(5'-GGTTGCGTGACGAAGCCATTTAGA-3')와 

RDV-R3-N40(5'-GCAATTGATCAGTGGCAGTCT-3') 
그리고 395 bp의 크기를 증폭하는 PMCPS (5'-GTGTACT 
TCTGCGTTAGG-3')를 이용하였다. 유전자 증폭을 위한 조

건은 42℃, 30분→ 94℃, 10분→ [95℃, 30초→ 50℃, 1분
→ 72℃ → 1분30초]35회→ 72℃, 5분→ 4℃ 처리를 하였다. 
증폭된 생산물은 1.2% agarose gel에서 100 V 전압으로 

40분 전기영동하였다. 한천이 녹으면 한천 액 100 ml에 

Goldview 5 µl를 넣고 전기영동 틀에서 젤을 굳혀서 사용하

였다. 증폭산물은 시료당 3~5 µl를 loading buffer와 같이 섞

어서 전기영동하였다. 
RSV의 집단 검정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식물체 검정용 특

이 프라이머와 매개충인 애멸구의 특이 프라이머를 개발하였

다. RSV 및 애멸구의 유전체 정보를 이용하여 프라이머 및 

프로브의 염기서열을 제작하였다. RSV의 특이 프라이머 set 고
안에 사용된 유전자는 RSV RNA 3 segement에서 SBPH- 
3TF(CCTCCGGTTCATTGAGTCTGA), SBPH-3TR(TA 
TCGAGAGTGCTGAACCACTGTT), SBPH-3TP(CTGA 
AAACATGAGAGCTGAA)를 선발 하였다. 기준 유전자는 

애멸구의 18S와 5.8S사이의 ITS region에서 RSV3-TF(CT 
TCACCAGCCCGCTGACT), RSV3-TR(AGACAAGGC 
TGTATTTGGCTCAA), RSV3-TP(CTGTCTTTGAAGT 
GTTCTC)를 선발하였다. 선발된 primer의 농도는 각각 0.9 
pmole로, probe는 0.25 pmole로 하였으며 반응물의 최종량은 

25 ㎕로 조정하였고, PCR 증폭 조건은 Reverse Transcription 
42℃ 30분을 실시하였고, Denaturation 94℃ 15초, Annealing 
60℃ 1 min을 40 cycle을 실시하였다. 각각 고안된 기준 유

전자와 대상 유전자의 프라이머의 특이성 및 민감도를 확인

하고, 먼저 기준 유전자를 증폭하기 위한 SBPH primer & 
probe가 애멸구의 모든 형태(장시형, 단시형 및 암컷, 수컷의 

성충, 약충)를 일정하게 증폭하여 기준유전자 프라이머로 적

정함을 확인하였다. RSV의 특이적 증폭을 위한 primer & 
probe는 애멸구 RSV 보독충, 비보독충, RSV 이병주 및 다

른 벼 바이러스 RBSDV와 RDV 이병주, 벼 건전주, 옥수수, 
콩, 벼 해충인 끝동매미충, 벼멸구 등을 대상으로 특이성을 

확인하였다. 검정 결과 RSV에 보독된 애멸구와 RSV에 이병

된 벼만이 증폭되어 본 primer & probe가 RSV만을 특이적

으로 증폭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RSV를 매개하는 애멸구에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

하기 위해서는 애멸구 유래의 Positive Control을 제작하기 

위해서 RSV에 감염된 식물체에 애멸구를 100마리/pot를 접

종한 후 14일 동안 흡즙 시킨 후 애멸구를 접종시켜 바이러스

를 보독을 시킨 후 보독충률을 조사하여 보독충률이 30% 이
상인 애멸구를 무작위로 1, 2, 5, 10마리를 채집하여 혼합마

쇄 후 RT-PCR 반응을 실시하여 검출확률을 조사하였다.

RSV 염기서열 분석

RSV의 전형적인 병징을 보이는 벼 잎을 지역별로 채집하여 
액체 질소를 이용하여 마쇄한 후 100 mg을 전체 핵산 분리

에 사용하였다. 핵산 분리는 시판 분리키트인 Qiagen RNA 
easy kit를 사용하여 분리한 후 -80℃에 저장하고 이를 이용

하였다.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은 0.9에서 1.5 kb의 유전자 단

편을 증폭하여 염기서열을 읽었다. RSV RNA 약 50 ug을 

100℃에서 1분간 열처리하여 denature 시킨 후 즉시 3분 동

안 얼음에서 냉처리 하였다. CDNA 합성은 M-MLV 역전사 

효소(Promega)을 사용하여 42℃에서 1시간 동안 처리한 후 

50 ul의 CDNA를 Ex Tag(Takara)와 함께 PCR 하고 53℃
에서 35회 annealing 하였다. 5′과 3′ 말단 지역은 5′/3′ RACE 
하였다 (Miranda 등, 2000). cDNA 3′ 말단은 dGTP를 사용

하여 oligo(G)로 꼬리를 단 후 deoxynucleotidyl transferase 
(Takara)로 마감하였다. G-꼬리 cDNA는 d(C) 12 또는 d(C) 
12ACACA를 사용하여 Tag DNA 중합효소로 증폭하고 

RSV RNA 5' 모든 말단에 ACACA를 보호 염기서열로 하

여 cDNA 합성에 internal 프라이머로 사용하였다. 각각의 

PCR 단편들의 복제와 염기서열을 합성하기 위하여 0.8% Agar 
젤에 전기영동하였으며 산물을 Qiaquick gel extraction kit 
(Quigen)를 이용하여 순수분리하고 pGEM-T easy vector 
(Promega)를 사용하여 직접 복제하였다. 각각의 RSV 프라

이머를 사용한 염기서열 분석을 위하여 BLAST 탐색 프로그

램을 이용하였다. 
RSV 염기서열과 유전자 유연성(Phylogenetic analyses)을 

비교하기 위하여 BioEdit 염기서열 분석 프로그램 Version 
7.0.9를 사용하였다(Hall, 1999). RSV RNA 전체 염기서열

의 유연성은 DNAStar 5.0.1 MegAlign의 ClustalW 방법을 

사용하였다(Tompson 등, 1994). 염기서열의 유전자 유연성

은 neighboring-joining(NJ) 알고리즘(Phylip Version 3.5)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NJ 방법의 행렬은 일천번의 임의 반복

을 사용하여 각각의 내부 분절(Internal node)의 boostrap 값
으로 결정하였다.

 
월동 애멸구의 RSV 보독충률 조사

애멸구 보독충율 조사를 위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경기도 

등 7개 도에서 벼 주산단지에서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에 채

집하였다. 조사지역은 경기도는 김포, 평택 등 5개 지역,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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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청원 등 3개 지역, 충남은 서천 등 3개 지역, 전북은 부안 

등 3개 지역, 전남은 해남 등 5개 지역, 경북은 의성 등 3개 

지역, 경남은 함양 등 6개 지역에서 월동 애멸구를 채집하였

다. 월동 애멸구의 RSV 보독충률 조사는 ELISA, RT-PCR, 
VC/RT-PCR 진단기술을 이용하였다(김 등, 2009). 지역별 

조사 애멸구는 각각 90~94 마리를 조사하였다. 
 

월동 애멸구 밀도조사 

월동 애멸구의 보독충률을 조사한 동일한 지역에서 동력 

흡충기를 이용하여 애멸구 밀도를 조사하였으며, 조사 방법

은 0.5 m×0.5 m의 정사각형의 틀(면적: 0.25 m2)을 이용하

여 정해진 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하였고, 시료 채집의 편리성

을 고려하여 시료 채취시간을 이용하여 밀도를 계산하였다. 
동력 흡충기 입구의 면적: 0.09 m×0.05 m≒0.1 m×0.05 m= 
0.005 m2, 조사 격자의 면적: 0.5 m×0.5 m=0.25 m2, 동력 

흡충기 50회 채집 면적=0.005 m2×50 = 0.25 m2. 동력 흡충

기를 이용하여 50회 채집하는 면적과 조사 격자의 면적은 동

일하였으며, 동력 흡충기 1회 채집에는 약 2분간 채집한 면적

과 조사 격자 1회 채집면적(0.25 m2)을 동일한 값으로 환산

하였다. 이로부터 동력 흡충기를 이용하여 1시간 채집한 면

적은 조사 격자 30회 채집면적과 같은 것으로 환산하여 2008
년 지역별 월동 애멸구 밀도를 계산하였다(강 등, 2010). 

 

자연 발병 포장에서의 수량 감소 조사

RSV가 대발생한 2009년에 농가 포장에서 RSV 감염 정

도 별 수량 감소를 조사하였다. 조사지역은 충남 태안과 전남 

해남, 진도, 완도에서 조사하였으며, 발병 정도에 따른 농가 

별, 포장 별, 포장 지점별 발병 정도에 따른 수량 감소율을 

분석하였다. 충남 태안 지역은 4~10개 농가의 개별 포장에 

대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일, 7월 2일, 7월22~23일 조사하

였으며, 발생 포자의 발병주율과 발병경률을 조사하였다. 조
사 대상 품종은 주남조생, 운광벼, 동진1호 등 이었으나, 동일

한 농가, 동일한 품종을 선정하여 수량 감소율을 분석하기 위

하여 운광벼를 대상으로 조사한 성적을 이용하였다. 발병률 

별 조사지점은 17개 지점의 수량감소를 평가하였으며, 발병

률은 조사 시기에 따른 누적 발병률을 환산하여 수량 감소율

을 분석하였다. 전남 진도 지역은 운광벼를 재배한 16개 포장

의 발병률과 수량 감소를 분석하였다. 
벼의 생육시기별 RSV의 발병에 따른 차이점을 비교하여 

피해해석을 하기 위해 벼줄무늬잎마름바이러스에 감수성인 

동진1호, 운광벼와 저항성인 온누리, 남평벼를 각각의 품종별

로 사각포트(35×25×25 ㎝) 및 대형원형 포트에 이앙한 후 

유묘시기에 접종하여 일주일간 흡즙시킨 다음 애멸구를 채집

하였다. 븐얼기와 최고분얼기 접종도 유묘기 접종과 마찬가

지로 일주일동안 흡즙시킨 후 채집하였다. 애멸구 접종방법

은 포트 한가운데에 보독애멸구를 잡아놓은 페트리디쉬(직경 

9 ㎝, 높이 3 ㎝)를 놓아 자연적인 이동을 유도하였다. 접종한 

후에는 나일론 망사를 씌워 관리하였고, 유묘가, 분얼기와 최

고분얼기 모두 접종방법은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재배방법은 

표준재배법을 따랐다. 이앙 후 재배된 벼의 생육시기를 구분

하여 각각 품종별로 유묘기, 분얼기, 최고분얼기에 애멸구를 

접종하였으며, 대조구로 관리하였다. 애멸구는 약150마리 

(25마리/주당)씩 접종하였다. 
RSV의 최소 감염정도와 노지에서 육묘상자에 RSV 감염

성립에 필요한 애멸구 개체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

주식물은 RSV의 감수성 품종인 동진 1호(Kim 등, 2005)를 

사용하였으며, 벼 육묘상자에 각각 10마리, 20마리, 40마리, 
80마리, 160마리로 접종하여 RSV 발병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동진 1호를 모판에 파종 후 유묘시기에 한 주씩 따로 

옮겨 뿌리 부분은 유리병의 물에 잠기게 하고 애멸구를 접종 

후 벼에 잘 정착하게 하기 위하여 물에 빠지지 않도록 유리병

의 입구를 parafilm을 이용하여 막음과 동시에 기주식물을 

고정하였다. 접종 후에는 접종한 애멸구의 손실을 막고 외부

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Falcon tube를 이용하여 벼의 줄기부

분을 막아 주었다. 각각의 기주에는 애멸구를 1마리, 2마리, 
4마리, 8마리, 16마리씩 접종하였다. 접종 후 7일에 접종한 

애멸구를 채집하여 냉동보관 하여 VC/RT-PCR을 이용하여 

보독충률을 조사하였고, 벼는 한주씩 포트에 이앙하여 RSV
의 발병여부를 관찰하였다.

결과 및 고찰

ELISA와 RT-PCR 진단기술의 진단 효율 

RSV 보독충인 애멸구를 1 마리씩 유묘 1주에 각각 접종

한 후 유묘를 이식하여 발병률을 조사하고 처리한 동일한 시

료인 애멸구와 유묘는 각각 ELISA와 RT-PCR를 하였다 

(Table 1). 애멸구 183 마리를 유묘 검정한 결과 보독충률은 

평균 1.1% 이었으며 ELISA 검정결과 유묘는 1.6%, 애멸구

는 2.2% 이었다. RT-PCR 유전자 진단결과 유묘 감염률은 

2.2% 이었으며, 애멸구의 보독충률은 2.7% 이었다.
식물체 검정의 경우 ELISA 진단법의 진단 감도는 유묘검정 

보다 31% 높았으며 RT-PCR 진단법의 진단 감도는 EL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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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detection sensitivity of RSV for the diagnosis methods of seedling test, ELISA and RT-PCR

Cultivar
tested

No. of SBPH
testeda)

No. of seedlings 
showing symptom

No. of infection by 
ELISA for RT-PCR for

Seedling SBPH Seedling SBPH
Donggin 1 91 1 1 2 1 1
Heugnambyeo 92 1 2 2 3 4
Total (%) 183 2 (1.1) 3 (1.6) 4 (2.2) 4 (2.2) 5 (2.7)

a)Single SBPH was inoculated to a rice seedling of ‘Donggin1’ and ‘Heugna5mbyeo’.

Table 2. Viruliferous infection rate (VIR) of RSV by SBPH reared on infected plant and their next generation progenies

Diagnosis 
method

No. of SBPHa)

% VIR
No. of progeny SBPHb)

% VIR
Tested Detected Tested Detected

ELISA  8 3 37.5  45  8 17.8
RT-PCR 14 6 42.9  45  9 20.0
Total 22 9 40.2 135 17 18.9

a)Healthy SBPH was reared on RSV infected rice plants.
b)Progenies of SBPH were reared for one month on the RSV infected plants.

Fig. 1. VC/RT-PCR on rice leaves infected with RSV, 
RBSDV and RSV + RBSDV, respectively, and viruliferous 
vector of SBPH with RSV.
1: RSV viruliferous SBPH 10 heads macerated in 200 µl of 
0.01M PPBS + 0.5% Sodium sulfite (LSS), 2:10X of LSS, 
3:100X of LSS, 4:1,000×of LSS, 5:RSV viruliferous SBPH 10 
heads macerated in 200 µl of 0.01M PPBS + 0.5% Sodium 
sulfite + 2% PVP (LSP), 6:10X of LSP, 7: 100X of LSP, 8: 
1,000X of LSP, 9: RSV infected leaf 1 g macerated in 6 ml 
0.01M PPBS + 0.5% Sodium sulfite, 10: RBSDV infected leaf 
1 g macerated in 8 ml 0.01M PPBS + 0.5% Sodium sulfite, 
11: RSV + RBSDV leaf 1 g macerated in 8 ml 0.01M PPBS 
+ 0.5% Sodium sulfite. M, Marker (100base pair ladder, thick 
band is 500 bp).

보다 23% 높았다. 매개충인 애멸구 검정의 경우는 ELISA 
진단법의 진단감도는 유묘검정 보다 50% 높았으며 RT-PCR
의 진단 감도는 ELISA 보다 19% 높았다. 진단법간의 진단 

감도를 비교하면 ELISA 진단법은 유묘 검정법 보다 평균 

40.5%로 진단 감도가 높았으며, RT-PCR 진단법은 ELISA 
진단법 보다 평균 21%의 진단 감도가 높았다. 따라서 1981
년부터 2001년까지 애멸구 보독충 검정에 사용한 ELISA 진
단 결과는 유전자 진단기술로 교체할 경우 약 20%의 진단 

감도가 상승하는 진단법간의 감도를 감안하여 과거의 보독충

률과 유전자 진단에 의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RSV에 대해 건전한 애멸구를 감염 벼에 일주일 

동안 흡즙시키고 난 후 보독충률을 조사하였으며 이후 한달 

동안 계속 감염 식물체에서 한 달 동안 사육한 다음 애멸구 

후대의 보독충률을 비교하였다. 애멸구 접종 당대의 경우는 

EKISA와 RT-PCR 진단결과 평균 40.2%로 매우 높았으나 

후대의 애멸구 보독충률은 18.9%로 현저히 낮아졌다(Table 2). 
RSV는 애멸구에 의하여 영속전염하며 또한 알을 통한 후

대 전염을 하는 경란전염 바이러스이다. RSV의 경란 전염률

이 40% 이하인 것을 고려하면(정 등, 1967), RSV 애멸구 보

독충률은 접종 당대와 달리 감염 식물체에서 계속 사육하여

도 매우 낮아짐을 알 수 있으며, 자연 상태에서는 이보다 더

욱 보독충률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VC/RT-PCR 유전자 진단기술 개발

RT-PCR 유전자 진단기술은 대상 시료에서 전체 핵산을 

추출하여 유전자 진단을 하여야 하므로 진단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진단 대상 시료에서 핵산 추출 과정을 

생략하고 직접 PCR 튜브에 바이러스를 부착시키고 바로 유

전자 진단을 하면 효율적이다. 따라서 RSV에 감염된 식물체

와 애멸구를 대상으로 간편 유전자 진단기술인 Virion ca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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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ate of viruliferous SBPH for RSV and RBSDV by ELISA and VC/RT-PCR 

Area collected
% viruliferous SBPHa) for 

RSV by ELISA RSV by 
VC/RT-PCR 

RBSDV by 
VC/RT-PCR 

RSV+RBSDV 
by VC/RT-PCR 

Gimpo    7.4   5.3 0.0   0.0   
Pyungtaeg  10.6 10.6   1.1   0.0   
Siheung    9.6 11.7   1.1   0.0   
Average    9.2  9.2   0.7   0.0   

a)SBPH, 94 individual per area, collected from fields was tested simultaneously with ELISA and VC/RT-PCR.

Fig. 2. Duplex VC/RT-PCR of RSV and RBSDV to SBPH collected from fields of Gimpo (Left), Pyeongtaek (Center) and Siheung 
(Right). Small arrow represents RSV and large arrow represents RBSDV. Positive control (PC) was the sap of rice plant doubly 
infected with RSV and RBSDV. 

(VC)/ RT-PCR을 개발하였다. 애멸구가 매개체로 전염되는 

RSV와 RBSDV를 대상으로 감염된 식물체와 애멸구로부터 

두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VC/RT-PCR 진단법

을 개발하였으며, 기본 완충액(인산 완충액+Sodium sulfite)
을 이용하여 마쇄한 보독충과 기본 완충액에 2% PVP를 첨

가하여 마쇄한 보독충을 각각 10배, 100배, 1,000배로 희석

하여 진단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벼 잎은 기본 완충액만을 

이용하여 마쇄한 후 진단하였다(Fig. 1). 
571 bp의 산물을 생산하는 RSV 프라이머(RSV-571)를 

단독으로 검정했을 때 애멸구는 PVP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 

100배 이상 희석할 경우 진단이 잘 되었다. 그러나 PVP를 넣

었을 때는 10배 희석 시료의 경우를 제외하면 원액부터 모든 

희석액에서 VC/RT-PCR이 잘 되었다. RSV-571 프라이머

와 RBSDV-235 프라이머를 섞어 동시에 VC/RT-PCR 진단

한 결과도 PVP를 첨가하였을 때 RSV 감염 애멸구의 바이러

스가 진단이 잘 되었다. 또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벼 잎의 경

우 RBSDV-235 단독 프라이머 진단에서 RBSDV 단독 감

염된 벼 잎은 밴드가 잘 형성되었고 RSV와 RBSDV가 각각 

감염된 벼 잎을 갈아 동량 섞은 즙액에서는 RBSDV밴드가 

다소 약하게 나타났다. 두 바이러스 프라이머를 동시에 넣어 

진단했을 경우 RBSDV 단독 감염 벼 잎은 약하게 밴드가 나

타났으나 RSV와 RBSDV 감염주를 섞은 즙액에서 RSV는 

잘 진단되었으나 RBSDV 밴드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RSV-571 프라이머가 매우 안정적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RBSDV-235의 경우는 RSV-571 프라이머와 동시 진단에 

사용할 경우 reading에 불편하지만 진단은 가능한 것으로 판

단된다. 
경기도 김포, 평택 및 시흥 지역 노지 포장에서 채집한 월

동 애멸구에 대하여 ELISA 방법으로 RSV를 진단하였으며, 
VC/RT-PCR 진단방법으로는 RSV와 RBSDV를 동시에 진

단하였다. VC/RT-PCR에 사용한 진단 프라이머는 RSV- 
571과 RBSDV-235를 사용한 결과(Table 3, Fig. 2) 평택 지

역의 RSV 보독충률은 ELISA와 VC/RT-PCR의 결과가 동

일하였다. 그러나 김포 지역은 ELISA 결과가 높았고 시흥 

지역은 VC/RT-PCR 결과가 높아 일반적으로 유전자 진단 

결과가 높은 것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RSV의 평균 

보독충률은 9.2%로 동일하여(가는 화살표) 시료수가 많아질 

경우 두 진단 방법 간에 신뢰성은 동일 한 것으로 생각된다. 
RBSDV의 애멸구 보독충률은 평택과 시흥지역 모두 한 마

리가 검출되어(굵은 화살표) 매우 낮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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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agnosis of viruliferous insect for RSV by the mixed 
heads of SBPH having 30% viruliferous insect rate. M: Maker, 
1~2: 10 heads, 3~4: 5 heads, 5~6: 2 heads, 7~8: 1 head, 9~10: 
Positive control of RNA, 11: Negative control.

Table 4. Comparison of RSV viruliferous SBPH by ELISA and VC/RT-PCR

Area
collected

No. of viruliferous SBPH detected bya)

ELISA and VC/RT-PCR ELISA only VC/RT-PCR only Total
Gimpo 5 2 1  8
Pyeongtaek 9 1 1 11
Siheung 8 1 3 12
Total (%) 22 (71.0) 4 (12.9) 5 (16.1) 31 (100%)

a)SBPH collected from fields and the 94 individuals per area was tested simultaneously with ELISA and VC/RT-PCR.

두 바이러스에 복합 감염된 보독 애멸구는 없었다.
RSV 보독충으로 진단된 애멸구를 개체 별로 비교한 결과 

채집한 모든 애멸구에 대해 ELISA와 VC/RT-PCR 두 방법

에서 모두 보독충으로 진단된 애멸구의 비율은 71% 이었다 

(Table 4). 그러나 ELISA 방법에 의하여서만 보독충으로 진

단된 비율은 12.9% 이었으며, VCRT-PCR 방법에 의하여서

만 보독충으로 진단된 비율은 16.1% 이었다. ELISA와 VC/ 
RT-PCR의 보독충률 진단 방법간에는 71%가 일치하였으며 

VC/RT-PCR 진단의 경우 진단효율이 3.2% 높았다. 그러나 

RSV 보독충의 13~16%는 두 방법에서 다르게 진단이 되었

으므로 단백질 특성으로 진단하는 ELISA와 유전자 차이로 

진단하는 VC/RT-PCR 진단법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나라에 발생하는 RSV의 혈청학적, 유전적 계통 존재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벼 바이러스의 간편 유전자 진단기술 (VC/ 
RT-PCR)은 식물체 및 애멸구에서 RNA 추출과정 없어 간

편한 진단 기술로 개발되었으며 유전자 진단 기술이면서 다

량의 시료 진단이 가능하고 농업현장의 도 농업기술원 및 농

업기술센터의 간단한 실험실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진단법으

로 유용할 것이다.

애멸구 보독충 진단용 양성 대조구 개발

벼줄무늬잎마름바이러스(RSV)의 매개충인 애멸구의 보

독충을 진단하기 위해서 양성 대조(Positive control)를 반드

시 처리하여야 진단 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된다. 그러나 감염 

식물체에서 애멸구를 사육하더라도 보독충률이 대부분 20% 
내외이므로 어느 애멸구가 보독충인지를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유전자 진단과 혈청학적 진단(ELISA)에서 양성 반응

용 애멸구 대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보독충 집단의 

보독충률을 조사하고 그 집단의 애멸구를 몇 마리 혼합하여

야 신뢰성 있는 양성 대조구로 사용이 가능할 것인지를 산출

하는 것은 보독충률 조사에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

다. 벼 RSV 매개충인 애멸구의 보독충률이 30%일 때 애멸

구 10마리를 무작위로 혼합하여 사용하면 바이러스 진단시 

양성반응 확률은 97.7%가 되므로 양성반응 대조로 사용이 

가능하다. 확률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1-(30C0 ･ 70C0) / (100C0)].

RSV 보독충률 조사를 위한 정량 검정법 개발

애멸구 보독충 검정은 생물검정, ELISA, RT-PCR, VC/ 
RT-PCR 등 현재까지 개발된 모든 진단기술은 애멸구 개체

를 검정하여야 하며 개체 검정에 따른 진단 비용과 시간이 많

이 소요된다. 따라서 애멸구 집단의 보독충률을 검정하기 위

해서 집단 전체를 동시에 한 번에 검정함으로써 보독충률을 

산정한다면 매우 경제적일 수 있으며, 동시에 전국의 상당히 

많은 지역에 대하여 검정할 수 있는 매우 많은 장점이 있다. 
따라서 애멸구의 집단검정을 위한 정량(Real time) PCR 진
단기술 개발을 위하여 특이 프라이머를 개발하였으며, 보독

충수에 따른 정량 값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개발된 RSV 정
량 프라이머는 RSV 정량 프라이머: RSV RNA 3 polymerase, 
95 bp, 애멸구의 positive 확인용 internal control primer: SBPH 
ITS region, 101 bp와 식물체의 positive 확인용 internal 
control primer: Rice eEF-1a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정량 PCR용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RSV에 감염

된 애멸구와 건전한 애멸구 개체에 대한 정량값(Real time 
quantitative value; RQ)과 증폭회수값(Threshold cyc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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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RQ and Ct mean for the individuals of SBPH between RSV viruliferous insect and healthy one in real time 
PCR

Replication
RQ Ct Mean

NVI-SBPHa) VI-SBPHb) NVI-SBPH VI-SBPH
1 0.2  1750.1 36.4 21.7
2 0.3 53879.3 35.6 20.2
3 0.3  1248.1 35.2 23.1
4 0.2   678.1 35.9 21.8
5 1.0   433.9 34.2 22.5

a)RSV non viruliferous SBPH.
b)RSV viruliferous SBPH.

Table 6. Comparison of RQ and Ct mean for the combination of RSV viruliferous and non viruliferous SBPH by individuals of 
SBPH in real time PCR

Group  No. of viruliferous SBPH RQ Ct Mean
I  1   1 32.9.
II  5 13.1 30.8.
III 10 276.1 26.9.
IV 20 626.81 26.0.

Table 7. Comparison of RQ and Ct mean for the combinations of RSV viruliferous SBPH and non viruliferous SBPH in real time 
PCR

Treatmenta) RQ Ct Mean
NVI SBPH 50ea 1 -
VI SBPH 10ea + NVI SBPH 40ea 23.1 24.4
VI SBPH 30ea + NVI SBPH 20ea 75.6 22.3
VI SBPH 50ea 96.5 22.0

a)NVI; non viruliferous SBPH. VI; viruliferous SBPH.

value; Ct)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RQ 값은 무독충의 경우 

0.2~1.0이었으며 대부분 0.2와 0.3이었다. 그러나 보독충의 

경우에는 433.9에서 53879.3로 개체 간 변이가 매우 컸다 

(Table 5). Ct 값의 경우에는 무독충에서는 변이값이 3.5% 이
내로 적었으나 보독충 개체간에는 14.4%로 변이가 컸다. RSV 
보독충인 애멸구의 마리 수 별 집단의 RQ값과 Ct 값을 산출

한 결과 RQ값은 5마리가 13.1, 10마리가 276.1, 10마리가 

626.81로 애멸구 집단의 보독충이 많을수록 상승하여 바이러

스의 농도 증가를 알 수 있었다. Ct 값의 경우에는 보독 애멸

구의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지만 일정한 경향으

로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체수 집단의 처리가 많았질 경

우 RSV의 집단검정법의 개발 가능성은 큰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6). 
RSV 보독충과 비보독충의 집단을 혼합하여 정량값을 비

교한 결과 RSV 보독충 10마리와 비보독충 40 마리의 집단

의 경우 정량값은 23.1로서 보독충률이 20%의 집단이며, 보
독충 30마리와 50마리 집단의 정량값은 각각 75.6과 96.5로
서 보독충률을 비교하면 60%와 100%이므로 보독충 30마리 

집단의 보독충률이 약 15% 정도 차이가 나타났다(Table 7). 
그러나 Ct 값의 경우 50마리의 애멸구 집단에서 보독충 10마
리가 24.4, 30마리가 22.3, 50마리가 22.0으로 감소는 하지

만 비율별 감소율이 일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보독충률과 

Ct 값의 차이는 많은 집단의 정량 PCR을 통하여 통계적인 

보상 값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실제 포장에서 채집한 애멸

구 집단에 대하여 RT-PCR 결과와 정량 PCR 결과 비교 시

험을 거쳐서 농업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술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SV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 및 유연성

벼에 발생한 RSV 13개 분리주의 전체 염기서열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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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otal number of nucleotide for RSV genomes

RSV isolate
No. of nucleotide for

RNA1 RNA2 RNA3 RNA4
IGR Total IGRa) Total IGR Total IGR Total

1 Ba1-Jb - 8970 299 3514 723 2494 651 2155
2 Ba2-Jb - 8970 299 3514 724 2485 654 2157
3 Gs-Jb - 8970 299 3514 720 2482 638 2141
4 Is-Jb - 8969 299 3514 721 2482 637 2140
5 Gc-Jb - 8970 299 3514 728 2490 652 2155
6 Ma-Jn - 8969 299 3514 724 2485 651 2154
7 Jd-Jn - 8969 299 3514 710 2472 636 2139
8 Yg-Jn - 8970 299 3514 729 2491 654 2157
9 Wd-Jn - 8969 299 3514 719 2481 653 2156
10 Sa-Jn - 8969 299 3514 710 2472 637 2140
11 Cy-Cn - 8970 299 3514 722 2484 636 2135
12 Sc-Cn - 8970 299 3514 733 2495 655 2158
13 Ad-Jj - 8969 299 3514 716 2478 654 2157
14 Japan-M - 8970 299 3514 713 2475 634 2137
15 Japan-T - 8970 299 3514 742 2504 654 2157
16 China-Jy - 8969 299 3514 714 2476 655 2157
17 China-Y - 8969 299 3514 749 2511 732 2235
18 China-Z - 8969 299 3514 714 2476 653 2156

a)IGR: Inter genic region.

변이의 다양성은 RNA1은 2.0%, RNA2는 2.2%, RNA3는 

1.4%이었으며, RNA4는 4.0%로 RNA1~RNA3보다 RNA4
가 많은 유전자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었다(Table 8). RNA1~ 
RNA4의 5′과 3′ UTR(Untranslated region)과 ORF의 염기수

는 기존 보고와 같이 동일하였다(Toriyama 등 1994; Zhang 
2007). RNA1은 한 개의 ORF를 함유하고 있었고 RNA1의 

5′ UTR, ORF1과 3′ UTR 염기수는 각각 57, 8757(2919aa), 
153개 이었으며, RNA2~4는 각각 두 개의 유전자들을 함유하

고 있었고 5′ UTR, ORF1, ORF2와 3′ UTR 염기수는 RNA2
의 경우 각각 80, 597(199aa), 2502(834aa), 30개이었다. 
RNA3의 5′ UTR, ORF1, ORF2와 3′ UTR 염기수는 각각 

65, 636(212aa), 969(323aa), 92개이었으며, RNA4는 각각 

54, 537(179aa), 861(287aa), 51개이었다. 염기서열의 변이

는 ORF 영역에서 낮은 빈도로 일어났으며 전반적으로 0.3~ 
6.4%의 변이를 보여주었다. RNA1 ORF1는 2.8%로서 2919aa 
중 83개 였으며, RNA2 ORF1은 2.5%로서 199aa 중 5개 

였으며, RNA2 ORF2는 6.4%로서 834aa 중 54개 였다. 또
한 RNA3 ORF2는 0.3%로서 323aa 중 1개 였으며, RNA3 
ORF1은3.0%로서 212aa 중에서 7개의 염기가 달랐다. 또한 

RNA4의 ORF1과 ORF2는 각각 179aa 중 6개, 287aa 중 

10개이었다. 
ORF부분과는 다르게 UTR부분은 더 다양한 변이를 보여

주었다. RNA1의 5' UTR과 3' UTR의 경우 5' UTR은 57개 

염기 중 단지 1개의 염기부분만이 차이(1.7%)를 보여주었으

나 3' UTR의 경우는 153개 염기 중 17개 염기부분이 차이를 

보여 11.4%의 높은 변이를 보였다. 5' UTR부분의 1개 염기서

열의 차이는 IS-JB, MA-JN, JD-JN, AD-JJ, WD-JN, SA-JN, 
China-ABB07, China-HKF07, 그리고 China-JYCO7 등의 분

리주가 56개의 염기수를 가지고 있음에서 기인하였다. RNA2
의 경우에도 5' UTR은 80개 염기중 2개의 차이(2.5%)를 보

였으나 3' UTR의 경우는 30개 염기중 3개가 차이를 보여 

10%의 변이를 보였다. RNA3와 RNA4의 5′ UTR의 염기수

는 완전히 동일하였으나, 3′ UTR의 downstream 부위에 1개 또

는 2개의 염기서열 변이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RSV 13개 분

리주의 전체 염기수는 RNA1은 8969개에서 8970개로 1개
의 염기수의 차이가 있었으며, RNA2는 모든 분리주가 3514
개의 염기수를 가지고 있었다. RNA3는 2472개에서 2495개
로 23개의 염기수의 차이가 있었으며 RNA4의 전체 염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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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hylogenetic trees of the completed genomic sequences for RSV RNA1, RNA2, RNA3 and RNA4 of 18 RSV isolates (13 
Korean, 2 Japanese and 3 Chinese) by the NJ method with a boostrap value for each internal node using 1,000 random replication.

는 2135개에서 2158개로 23개의 염기수의 차이가 있었다. 염
기수의 차이는 분리주 별로 보면 서천 지역 분리주인 SC-CN
이 RNA3와 RNA4 모두 염기수가 각각 2495개와 2158로 

가장 크기가 컸다. RSV RNA2~4의 IGR부분의 유전자 변이

는 3.5%, 3.2%와7.8%로 IGR부분의 유전자 변이는 RNA4
에서 많이 일어났다. 

우리나라에 발생한 RSV와 일본 및 중국 분리주간의 게놈 

염기서열의 유전자 유연성은(Phylogenetic relationship)을 

비교하였다(Fig. 4). RNA1과 RNA2는 중국+한국, 중국+한

국+일본의 2개의 군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병원성 발현에 관

여하는 RNA3는 중국, 중국+한국, 한국+일본의 3개 군으로, 
RNA4는 중국, 한국, 중국+한국+일본, 한국+일본의 4개의 

군으로 구분되었다. 따라서 RSV의 유전자 변이는 지리적 위

치와 바람의 방향 등 기상을 고려하면 중국에서 시작하여 우

리나라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변이의 방향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RNA3는 중국 Y 분리주가 IGR의 염기

수가 749개, 전체 염기수가 2511개로 전체 염기서열을 분석

한 18개 분리주 중 가장 많은 염기수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중국+한국 군은 중국 JY, Z의 두 개 분리주와 한국 MA-JN 

분리주 등 14개 분리주가 하나의 군으로 분류되었으며, 한국+
일본 군은 일본 M, T와 한국 SC-CN의 3개의 분리주 군으로 

분류되었다. RNA4는 중국 Y 분리주, 한국 YG-JN 분리주, 
중국+한국+일본 군은 중국 Z, 일본 T, 한국 AD-JJ 등 7개 

분리주로 구성되었으며, 한국+일본 군은 일본 M 분리주와 

한국 IS-JB 등 5개의 분리주로 구성되었다. 바이러스의 병원

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RSV RNA3의 우리나라 분리주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

었으나, 일본 분리주와 유사한 서천 분리주인 CN은 고유한 

분리주로 생각된다. RNA4의 경우에는 전남 지역 분리주인 

전체 군에 모두 속하였으며, 전북 분리주인 GS 분리주는 별

도의 군으로 구분되어 병원성 분화는 각각의 게놈이 독자적

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RSV의 RNA1~4의 

RT-PCR증폭절편들의 특정 제한효소들로 처리하여 변이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기법으로 새로운 RSV샘플의 변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 RSV
의 유전적 구조는 다양한 RSV의 그룹의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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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Average viruliferous insect rate for overwintered SBPH 

Year % viruliferous SBPHa) in 
Gyeonggido Chungcheongbukdo Chungcheongnamdo Jeollabukdo Jeollanamdo Gyeongsangbukdo Gyeongsangnamdo Average 

2008 11.3  0.0 2.9 10.9  0.7 4.0 0.0 4.3 
2009  3.8  1.1 4.1  6.0 20.1 6.3 1.2 6.1 
2010 12.0 14.2 3.9  4.0  6.3 8.3 1.4 7.2 
a)RSV was detected by RT-PCR and ELISA 

Table 10. Average viruliferous insect rate of overwintered SBPH 

Area investigated % viruliferous SBPHa) in 
2008 2009 2010

Gyeonggido

Gimpo  7.4  4.3 18.3
Pyungtaek 11.7  4.4 10.8
Siheung 14.9  3.9 10.9
Hwasung  -b)  1.1  7.8
Yongin -  5.2 -

Chungcheongbukdo
Cheongwon  0.0  3.2 12.5
Boeun  0.0  0.0 30.0
Jincheon  0.0  0.0  0.0

Chungcheongnamdo
seochon  1.0  3.0  3.5
Nonsan  4.5  0.9  0.0
Boryung  3.2  8.1  8.1

Jeollabukdo
Buan 22.1  9.0  8.0
Gunsan  2.1  3.0  2.0
Gimje  8.4  6.0  2.0

Jeollanamdo

Haenam  0.0 14.0  9.1
Younggwang  0.0  2.7  6.9
Bosung  2.0 11.1  2.2
Wando - 36.6  6.0
Jindo - 36.0  7.2

Gyeongsangbukdo 
Euisung  3.9  5.3  0.0
Sangju  3.6  4.3  0.6
Gumi  4.6  9.3 24.2 

Gyeongsangnamdo 

Hamyang  0.0  1.1  4.2
Hapchon  0.0  2.1  2.0
Sachon  0.0  0.0  0.0
Changryung -  0.0  1.1
Haman -  3.7  0.0
Jinju -  0.0  1.1

Average  4.3  6.1  7.2
a)RSV was detected by RT-PCR and ELISA for SBPH 90~94 heads per area. 
b)- ; not tested. 

RSV의 월동 애멸구 보독충률과 밀도 

경기도 등 전국 7개 도의 주요 28개 지역에서 월동 애멸구

를 채집하고 RSV의 보독충률 2008년~2010년 3년간 조사하

였다(Table 9). 전국 평균 월동 애멸구의 보독충률은 ′08년 

4.3%, ′09년 6.1%, ′10년 7.2%로 매년 상승하였다. 도별 평

균 보독충률을 보면 ‘08년 경기도가 11.3%, 전북 10.9%로 

충북과 경남의 0.0%에 비하여 약 10배 이상 높아 도 별 차이

가 매우 컸다. ′09년의 경우에도 전남이 20.1%로 가장 높았

으며, ′10년에는 경기 12.0%, 충북이 14.2%로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이 도별 월동 애멸구의 평균 보독충률은 연도와 지역

간 일정한 경향이 없었다. 
전체 지역별 월동 애멸구의 보독충률을 비교하면(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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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Yearly change of average viruliferous insect rate of 
overwintered SBPH. 

Table 11. Population density of overwintered SBPH

Year 
Number of SBPHa) in 

Gyeong
gido

Chungcheongbu
kdo

Chungcheongn
amdo

Jeolla
bukdo

Jeolla
namdo 

Gyeongsan
gbukdo 

Gyeongsa
ngnamdo Average 

2008 17.2 10.7 16.9 31.8 7.7  1.2 6.3 13.1 
2009 29.0  7.0 11.5 32.8 3.3 11.2 2.7 13.9 
2010 12.3  5.7  2.7  6.7 4.0  6.3 1.5  5.6 

a)Number of SBPB investigated at 0.25 m2 with 3 replications per area (3area/province) by electric suction trap.

′08년에는 부안 지역이 22.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흥 14.9%, 평택 11.9%, 김제 8.4% 이었으며, 다른 지역은 

0~7% 정도였다. ′09년의 경우 완도와 진도 지역이 각각 36.6%, 
36.0%로 매우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보령 8.1%, 해남 14.0%, 
구미 9.3%이었고 다른 지역은 0~6% 수준이었다. 2010년의 

경우에는 보은 지역이 30.0%로 가장 높았으며, 구미 24.2%
로 가장 높았다. 연도별 전국 평균 보독충률과 마찬가지로 지

역별 보독충률의 경우에도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분포가 

일정하지 않았으며 특히 ′10년에는 대 발생지역과 관련이 없

었던 충북 보은과 경북 구미 지역이 가장 높아 보독충률과 대 

발생과의 관련성은 자연 기주와 재배양식, 품종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중국

에서 애멸구의 대량 비래(Immigration)에 의하여 RSV가 우

리나라에 대 발생하여 보독충률의 전체적인 상승에 큰 요인

의 하나이며, 2010년에는 중국에서 애멸구의 대량 비래가 없

어 바이러스병의 대발생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월동 애멸구 보독충률의 연차 별 변이를 보면(Fig. 5), 1981

년 0.8%에서 2010년에 7.2%로 약 9배 상승하였다. 이와 같

은 보독충률의 연도별 지속적 상승은 농업현장의 주변에 자

연 기주식물에 RSV가 매우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벼 바이러스병의 산발적인 지역적 발생 요인의 하나

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88년과 2002년의 높

은 보독충률은 애멸구의 바이러스 획득 기회가 매우 많았다

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그 전 해에 애멸구의 중국 비래 가능성

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RSV의 진단법은 유묘검정, ELISA, 유
전자 진단기술로 발전함에 따라서 진단법간의 진단 감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보독충률의 상승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진단법 간의 진단감도가 애멸구의 보독충률 진단 시 

ELISA 보다 RT-PCR 진단이 약 20% 정도 높은 것을 감안하

여도(Table 1, Table 2), 보독충률의 연도별 지속적 상승 경

향에는 진단 방법의 다름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

각된다.
전국 연도별 월동 애멸구의 평균 밀도를 보면(Table 11), 

′08년 13.1 마리, ′09년 13.9 마리, ′10년 5.6 마리로 ′08년과 

′09년의 밀도에 비하여 ′10년에는 약 60% 정도 감소하였다. 
도별 월동 애멸구 밀도를 보면 ′08년에는 전북이 31.8 마리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기와 충남이 각각 16.2 마리, 16.9 
마리였으며 경북은 1.2 마리로 가장 낮았다. ′09년의 경우에

도 전북 32.8 마리, 경기 29.0 마리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과 

경북이 각각 11.5 마리, 11.2 마리였다.
′08년과 ′09년의 월동 애멸구 밀도는 가장 높은 도가 전라

북도였으며, 이 원인은 애멸구의 중국 비래에 따른 월동 애멸

구 밀도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월동 애멸

구 밀도도 전북을 제외하면 연도별 밀도 변동의 추이가 일정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0년의 경우에는 경기도가 12.3 마
리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도의 밀도는 1.5~6.7 마리로 비교

적 낮았다. 월동 애멸구 밀도는 봄철 기상 조건이 매우 많이 

관여되고 또한 동일한 채집 지역이라고 하여도 식생의 변화

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연도별 도별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연도별 밀도 변동의 경우를 보

면 ′08년과 ′09년의 밀도는 애멸구의 중국 비래와 함께 봄철 

기상조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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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Average population of overwintered SBPH 

Area investigated
SBPH (No./m2)a) 

2008 2009 2010

Gyeonggido

Gimpo 14.2 21.3 12.2 
Pyungtaek 18.4 34.2 14.0 
Siheung 19.0 16.7 10.6 
Hwasung  -b) 37.8 -
Yongin - 35.2 -

Chungcheongbukdo
Cheongwon  3.8  5.0  9.1 
Boeun 20.8  7.7  7.7
Jincheon  7.5  8.3  0.4

Chungcheongnamdo
seochon 21.2 32.7  7.9
Nonsan 15.6  1.5  0.2
Boryung 14.0  0.4  0.1

Jeollabukdo
Buan 39.1 60.4  9.0 
Gunsan 23.7 12.0  6.0
Gimje 32.5 26.0  5.0

Jeollanamdo

Haenam 12.5  1.5  9.3 
Younggwang  2.0  1.5  2.7
Bosung  8.5  2.9  1.3
Wando -  3.3  4.0
Jindo - 13.2  2.7

Gyeongsangbukdo
Euisung  2.2  3.7  2.4
Sangju  0.9 15.2  8.9
Gumi  0.6 14.6  7.6

Gyeongsangnamdo

Hamyang 12.3  2.4  0.7
Hapchon  2.3  5.6  2.0
Sachon  3.5  0.3  0.7
Changryung -  1.4  0.3
Haman -  1.8  1.0
Jinju -  4.8  4.3

Average 13.1 13.9  5.6
a)Number of SBPB at 0.25 m2 with 3 replications per area by electric suction trap.
b)-; Non investigation.

전국 지역별 월동 애멸구 밀도를 보면(Table 12), ′08년의 

경우 전북 부안과 김제 지역이 39.1 마리와 32.5 마리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천 21.2 마리, 시흥 19 마리, 평택 

19.4 마리였고 대부분의 밀도는 2~14 마리였다. ′09년의 경

우에는 경기도의 평택, 화성, 용인 지역이 34.2 마리, 37.8 마
리, 35.2 마리로 매우 높았으며, 전북 부안 지역이 60.4 마리

로 3년간 조사한 결과 중 가장 높았으며, 충남 서천 32.7 마
리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애멸구 밀도는 0.3~11.5 
마리로 비교적 낮았다. 월동 애멸구 밀도가 높았던 지역은 중

국에서 비래한 애멸구 밀도가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

되지만, ′10년의 경우를 보면 ′09년에 중국에서 대량 비래가 

서해안 전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지역에서의 애멸구 밀도는 전국 평균 5.6 마리로 매우 

낮았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비래가 다음해 월동 애멸구의 밀

도 변동에 항상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국내 월동 애멸구 집단과 비래 애멸구 집단의 

혼합 집단의 생리 생태에 대한 조사 연구는 앞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며, 또한 월동 애멸구의 보독충률 조사 결과와 마

찬가지로 밀도 변동에 관여하는 요인은 농업 현장 주변의 기

주식물의 분포 또는 이름 봄 기상 조건 등에 따라서 조사지점 

및 지역적 편차가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벼줄무늬잎마름바이러스(RSV) 발생조사

2007년 충남 서천과 전북 부안을 중심으로 충남, 전북 서

해안 지역에 벼줄무늬잎마름바이러스가 4,500 ha가 발생하

여 사회경제적 피해가 매우 컸었다. 2008년에는 전남 서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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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Yellowing symptom induced by RSV on rice fields at Haenam area on Aug. 20, 2008 (Left) and brown decoloration by 
RSV at Hyundai Seosan Farm on Sept. 25, 2009 (Right).

Table 13. Occurrence of RSV on rice in paddy fields in 2008 

Area investigateda) No. of fields
Infection rate Surveyed Occurred (%)

Jeollabukdo
Buan 36 9(25.0) 0.5
Gunsan 20 4(20.0) 0.5
Gimje 18 1(5.5) 0.5

Jeollanamdo

Jindo 12 12(100) 83.8
Haenam 71 35(49) 45.1
Muan  4 4(100) 23.7
Youngkwang 60 6(10) 2.0
Bosung 40 1(2.5) 2.0
Gangjin  4 4(100) 50.0
Naju  1 1(100) 4.0

Gyeongsangbukdo

Euisung 30 2(6.7) 0.2
Guneui 30 3(10.0) 0.01
Gumi 20 4(20.0) 0.2
Sangju 18 6(20.0) 0.5
Youngju 20 1(5.0) 0.01

Gyeongsangnamdo

Hamyang 20 0(0.0) 0.0
Hapcheon 20 0(0.0) 0.0
Sacheon 20 0(0.0) 0.0
Jinju 20 6(30.0) 3.0
Haman 54 10(18.5) 6.0

Gangwondo

Chuncheon 30 8(26.7) 0.04
Cheolwon 50 22(44.0) 0.13
Gangryung 69 1(1.5) 0.01
Wonju 80 0(0.0) 0.0

Jejudo
Jeju 12 1(8.3) 5.0
Seguipo 11 2(18.2) 2.0

Gyeonggydo

Gimpo 25 15(75.0) 0.1
Pyeongtaeg 30 2(6.7) 0.01
Siheing 40 1(2.5) 0.01
Posung 35 8(22.9) 0.01

Chungcheongbukdo

Cheongwon 20 0(0.0) 0.0
Boeun 20 0(0.0) 0.0
Jincheon 20 0(0.0) 0.0
Okcheon 20 2(10.0) 0.01

Chungcheongnamdo
Seosan 19 3(15.8) 0.3
Nonsan 22 1(4.5) 0.01
Boryung 23 0(0.0) 0.0

a)Main rice production areas were surveyed and the infection was judged by visual inspection and 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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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Severity of RSV in infested fields in 2009

Area investigateda) No. of fields 
investigated

% fields occurred with severityb) of
S S+M S+M+W

Incheonsi Gnagwha 424 11.3 33.3 72.2

Gyeonggydo 
Hwasung 226 8.4 31.0 88.9
Pyeongtaeg  39 0.0 10.3 48.7

Chungcheongnamdo

Danggin 116 0.9 0.9 6.0
Taean 111 6.3 10.8 50.5
Seosan 180 8.3 11.1 11.1
Boryung 215 8.4 14.9 35.3
Seocheon 264 0.0 2.7 18.6

Jeollabukdo
Gunsan 118 0.0 0.0 0.0
Gimje 218 1.8 6.4 16.5
Buan 242 3.3 14.5 42.6

Jeollanamdo

Younggwang  64 0.0 0.0 0.0
Hampyung  45 0.0 0.0 0.0
Muan  20 5.0 12.5 27.5
Sinan 150 8.7 14.7 26.0
Jindo 398 4.8 15.3 32.7
Ywando  80 0.0 1.3 28.8
Haenam  16 0.0 0.0 0.0
Ganggin  29 0.0 0.0 10.3

Average 3,025 5.1 14.2 35.9
a)Area investigated at 5 Province/19 Si(Gun)/39 Eup(Myeon)/53 Li.
b)S: Plant death occurred at almost all field and estimated 50% yield loss, 
 M: Partial plant death, W: Weekly occurred plant death.

안인 진도와 해남을 중심으로 869 ha가 발생하였으며(Fig. 
6), RSV 매개충의 긴급방제 면적은 2,828 ha이었다. 발병 포

장율은 해남 지역이 45.1%, 무안 23.7%, 강진 50%로 매우 

피해가 컸었다. 그 다음으로는 경남 함안과 진주 지역이 각각 

6%와 3%, 제주가 5% 이었으며, 기타 지역은 1% 이내로 극

미하게 발생하였다. 2008년의 경우를 보면 중국에서 애멸구

의 비래가 진도와 해남 지역을 중심으로 서남해안 지역에 있

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전남 지역과 같이 친환경 재배

지역에서 매개충 비래 초기에 살충제 살포가 적절히 이루어

지지 않았던 지역에서 피해가 컸다. 
2009년에는 서해안 전 지역에 RSV의 발생과 피해가 컸으

며(Fig. 6), 매개충 비래가 서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

로 이루어져서 RSV 발생과 피해가 컸다. 벼 예찰 답 발생 

면적에 대한 비율로 보면 전국 발생 면적은 21,541 ha로서 

2007년 4,500 ha에 비하면 5배 정도 증가하였다. 2009년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서해안 지역 19개 시군 39개 읍･면의 53개 

리에서 3.025개 포장에 대하여 RSV 발생을 조사한 결과 모

든 포장에서 RSV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55.2%의 벼 포장에

서는 부분 고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Table 13). 또한 

서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내륙 지역인 경우 경기도의 지역별 

포장 발병률이 수원 80%, 양주 73%, 안성 95%이었으며, 충
북 청원, 음성, 제천 등 7개 시군에 포장 발병률이 60%이었

다. 또한 강원도 강릉, 경북 구미, 의성, 군위, 상주, 칠곡에서 

포장 발생률이 65~90%로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다. 
애멸구 비래 후 약 두 달 경인 2009년 7월 30일에 경기도, 

충남, 전북, 전남 서해안 지역 3,025개 포장의 RSV 발생 조

사를 육안으로 한 결과(Table 14), 모든 조사 필지에서 바이

러스병이 감염되었으며, 특히 저항성 품종의 감염률이 29~ 
90%가 되어 바이러스 전염원 밀도가 매우 높을 경우에는 현

재 재배 품종이 감수성화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RSV 발생으로 인한 수량 감소 50% 이상으로 추정되는 필지

율은 약 19.3%로서 강화 11.3%, 화성 8.4%, 서산 8.3%, 보
령 8.4%, 신안 5.7% 이었다(Table 14). 또한 전체 고사뿐만 

아니라 필지의 부분 고사가 나타난 포장률은 강화 33.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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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opulation of SBPH by the developmental stages on fields at the areas of Buan (Left) and Jindo (Right).

Fig. 8. Population of SBPH trapped by sky net at the 7 west coastal areas including Taean in 2009 (Left) and 2010 (Center). Stream 
line at 850 hPa on May 31 in 2009 (Right, KMA).

성 31%, 보령 14.9%, 부안 14.5%, 무안 12.5% 신안 14.7%, 
진도 15.3% 이었다. 이와 같이 서해안 지역 전체에 걸쳐서 

RSV가 대 발생하였으며 포장 발생률은 조사 지역별 차이가 

매우 컸다. RSV의 포장 발병률과 발병 심도의 차이가 컸던 

것은 2009년 애멸구의 중국 비래량이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

었으며 지역간 매개충의 방제 및 저항성 품종의 재배 등에 기

인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RSV 매개충 월동 애멸구의 발육 및 비래 집단의 밀도 

변동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월동 애멸구의 월동세대

와 1세대 개체군의 발육을 부안과 진도 지역에서 조사한 결

과 5월 20일에서 6월 10일경에는 월동 후 1세대는 대부분 3령
과 4령 유충이었으며 성충은 거의 없었다(Fig. 7). 이와 같은 

결과는 논 안에 분포하는 잡초, 보리, 밀과 오쳐드그라스에서

의 애멸구 개체군의 발육이 모두 동일한 경향이었다. 또한 월

동 후 1 세대의 성충 발육 최성기는 6월 하순 경이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월동한 애멸구의 발육은 5월말에서 

6월초 경에는 성충이 거의 없었으나, 2009년 이 시기에 공중 

포충망에 포획된 애멸구는 모두 성충이었으며, 또한 성충 밀

도는 김포, 태안, 서산 등 서해안 8개 지역에서 조사한 결과 

태안 963 마리, 서천 919 마리, 신안 819 마리 등 이었으며, 
서산 322 마리, 영광 597 마리, 진도 155 마리이었다(Fig. 8). 
이와 같이 공중 포충망 포획 애멸구는 월동 애멸구와 서로 다

른 개체 집단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조사 결과로 인하여 애멸

구가 국내 토착 해충이지만 국외(중국)에서 비래하는 것이 

2009년에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2009년 5월 31일의 기상도

를 보면 저기압에 의하여 중국 동부 지방과 우리나라가 기압

골에 동일하게 위치하고 있었고 바람의 유입이 기압골 사이

로 밀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어 애멸구의 비래에 대한 

또 다른 증거의 하나로 볼 수 있다.
2010년에 태안지역에서 공중 포충망에 포획된 애멸구 성

충수는 39 마리, 유충이 96 마리로 이때의 포획된 애멸구 밀

도도 매우 낮았으며 특히 성충수가 매우 적어 국내 월동 애멸

구로 생각된다. 애멸구는 국내 토착 해충이며 외국에서 비래 

한 애멸구와 형태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애멸구 집단의 

시기별 발육 상태가 비래 애멸구 또는 월동 애멸구를 구분하

는 척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래 애멸구 집단을 구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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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Viruliferous insect rate of RSV and RBSDV for the immigrant adult SBPH by RT-PCR in 2009

Area collected Date collected
No. of 
SBPH 
tested

% Viruliferous insect rate for
Remark

RSV RBSDV RSV+RBSDVa)

Jeollanamdo
Younggwang June 1  31  6.5  3.3 0.0

Adult SBPH 
trapped by Sky 

net 

Jindo June 1  94  2.1  2.1 0.0
Haenam June 6~7  53  5.7  1.9 0.0

Chungcheon
gnamdo

Hongsung June 6~7 152  7.9  4.2 0.0
Danggin June 6~7  95  3.2  1.1 0.0
Boryung June 2~3  95  9.5  7.4 0.0
Taean June 3 110  6.4  1.8 0.0

Jeollanamdo
Buan June 3  50  4.0 -b) -

Adult SBPH 
collected from 

rice plants 

Buan June 3~4  48  4.2 16.6 0.0

Chungcheon
gnamdo

Seocheon June 2~3 262  4.2  4.2 0.0
Taean June 5  70  7.1  0.0 0.0
Taeanc) June 10  70 18.6  7.1 2.0
Taeanc) June 18  73 16.4 - -

Chungcheon
gbukdo

Jincheon June 2~4  72  1.4  1.4 0.0
Inland areas

Boeun June 5  48  4.2  2.1 0.0
a)Mixed infection of Rice stripe virus and Rice black streaked dwarf virus.
b)Not tested.
c)Migrated SBPH reared on rice plants for 1~2 weeks.

있는 애멸구의 특이 단백질 또는 유전자 분석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비래 애멸구와 월동 애멸구 집단의 혼재

와 혼재 집단이 영향하는 집단 유전적 변이 및 벼 바이러스병 

발생에 영향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고 하겠다. 벼줄무늬잎마름바이러스의 대 발생에는 중국에서 

대량으로 애멸구 성충의 비래가 가장 큰 요인이므로 RSV 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래에 대한 대응책이 매우 중요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벼 본답 초기인 5월 말에서 6월 초경에 

애멸구의 비래 상황을 반드시 매일 확인하여야 하며, 비래 즉

시 비래된 지역에 직접 접촉독 살충제를 살포하여 매개충 방

제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예찰 체계를 개선하고 농약 비

축, 경보 시스템 운영 등 정책적인 개선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
 

비래 애멸구의 벼 바이러스 보독충률과 발생

2009년 공중 포충망 채집 애멸구 성충과 주변 지역에 노지 

벼에서 채집한 애멸구 성충에 대한 RSV와 벼검은줄오갈병

(RBSDV)의 보독충률을 조사하였다(Table 15). 공중 포충망 

채집 애멸구 성충은 전남 영광 등 서해안 8개 지역에서 채집

하여 유전자 진단을 한 결과 충남 보령 채집 애멸구 집단의 

보독충률은 9.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충남 홍성 7.9%, 
전남 영광 6.5%, 충남 태안 6.4% 이었다. 보독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진도 지역이 2.1% 이었다. RBSDV의 경우 충

남 보령이 7.4%로 가장 높았으며, 홍성 4.2%, 영광 3.3%로

서 RSV 보독충률이 높은 지역이 RBSDV의 보독충률도 높

았다. 따라서 애멸구 대량 비래에 따른 RSV 뿐만 아니라 

RBSDV의 대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

요가 있다. 또한 RSV와 RBSDV의 복합 감염된 보독충은 없

었으나, 태안지역에서 6월 10일 벼에서 채집한 애멸구에서 

2.0%의 복합감염 애멸구가 진단되었으며, 이는 애멸구 비래 

후 감염된 벼에서 바이러스를 획득한 것으로 생각된다. 
비래한 애멸구 성충의 벼 바이러스 보독충률 조사결과를 

보면 채집 지역별로 RSV와 RBSDV의 보독충률의 변이가 

다양하고 복합감염도 없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애멸구가 

최초로 비래한 시작한 지역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었으며, 
비래 지역별로 애멸구 집단이 비래 과정 중 개체군들이 서로 

혼합되지 않고 우리나라로 이동하였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매개충 비래 이동에 관한 생태학적인 국가간 공동연구

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2009년 5월 31일~6월 1일에 애멸구 비래 후 6월 12일에 

공중 포충망 주변의 논에서 병징이 나타나지 않은 벼 잎을 채

집하여 RSV와 RBSDV에 대한 유전자 진단을 한 결과(Table 
16), RSV 감염률은 태안 84.6%, 부안 65.4%, 진도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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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Virus infection of RSV and RBSDV on rice plants on June 12 after mass migration of SBPH in 2009 

Area collected No. of sample 
testeda)

% infection ofb)

RSV RBSDV 
Chungcheongnamdo Taean  52 84.6 5.8 
Jeollabukdo Buan 185 65.4 1.6 
Jeollanamdo Jindo  14 92.9 0.0 
Average 251 81.0 2.5 

a)Non symptomatic leaf of rice plants collected randomly at paddy fields near sky net trap on June 12 in 2009.
b)Virus infection judged by RT-PCR.

Table 17. Virus infection of RSV and RBSDV on barley

Area collected
No. of samples in 

2008 2009a)

Tested Infected Tested Infected 
Gyeonggydo  Pyeongtaeg  30 0 - - 

Chungcheongnamdo
 Boryung  82 0  75 0 
 Nonsan  82 0  80 0 
 Seocheon  80 0  75 0 

Jeollanamdo 
 Haenam  -b) -  61 0 
 Youngam - -  45 0 

Jeollabukdo  Buan  52   1c)  30 1 

Gyeongsangbukdo
 Hamyang  50 0  50 0 
 Hapcheon  50 0  50 0 
 Sacheon  74 0  50 0 

Total (%) 530 1(0.2%) 486 1(0.2%) 
a)Individual sample in 2009 was total plants in 20×20 cm2. 
b)Not tested.
c)Double infection RSV and RBSDV by RT-PCR. 

이었으며, 평균 81% 이었다. RBSDV는 벼에서의 감염률이 

평균 2.5%로 RSV에 비하면 매우 낮았다. 비래 애멸구에 의

한 RSV의 감염률이 매우 높았던 것은 애멸구의 보독충률이 

높았고 애멸구 밀도도 매우 높았던 원인에 의한 것이었으며 

RBSDV는 벼 재배 품종이 일반계 품종으로 RSV에는 감수

성이나 RBSDV에는 저항성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애

멸구 성충이 중국에서 비래하고 난 후 12일경이 되면 RSV 
감염률이 81% 정도로 모든 포장에 감염되므로 비래 직후 바

이러스 감염이 되지 않도록 즉시 접촉독 살충제를 살포하여 

매개충을 방제하는 것이 대발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중

요한 예방 대책이다.
 

RSV의 자연 기주 식물 종류와 바이러스 감염률

보리는 겨울 작물로 매우 중요하며 벼와 같은 화본과 식물

에 속하여 RSV와 RBSDV의 기주 식물이며, 매개충인 애멸

구 월동 및 증식처로서 알려져 왔기 때문에 최근 RSV 대발

생 원인의 하나로 기주 식물로서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2008년과 2009년에 경기도 평택을 비롯하여 10개 지역에서 

임의로 보리 잎을 채집하여 바이러스 감염률을 조사한 결과 

(Table 17), 2008년에는 유전자 진단의 경우 개체 검정을 하

였으나 진단 비용과 시간 관계로 개체수를 많이 진단할 수 없

었기 때문에 2009년에는 20×20 cm의 격자 틀을 만들어 여

기에 포함되는 잎을 모두 채집하고 채집된 보리 잎 집단을 하

나의 시료로 하여 유전자 진단을 함으로서 진단 개체수를 50
배 이상 증가 시켰다. 2008년 검정 개체수 530개 중 부안 지

역에서 하나의 개체만이 RSV와 RBSDV가 복합감염 되었으

며, 2009년에도 486 개체를 검정한 결과 역시 부안 지역에서 

한 개체만이 RSV에 감염되었다. 이와 같이 보리는 벼 바이

러스의 자연 기주 식물로서의 중요성은 거의 없었으며 최근

의 벼 바이러스 대발생 요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매개충 애멸구의 밀도의 경우 보리 생육기인 월동 및 봄 철의 

생육 왕성기에는 거의 채집을 할 수 없었으나 생육 후기의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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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Host plant species of RSV newly recorded under natural condition 

Ecotype Scientific name of host plant (Korean)a) Total

Winter annual

Arthraxon hispidus (조개풀), Digitaria ciliaris (바랭이), D. violascens (민바랭이), Diplachne fusca (갯드렁

새), Echinochloa crusgalli (돌피), E. crusgalli var. echinata (물피), E. crusgalli var. praticola (좀돌피), 
Eleusine indica (왕바랭이), Eragrostis multicaulis (비노리), Panicum dichotomiflorum (미국개기장), Setaria 
pumila (주름금강아지풀), S. faberi (가을강아지풀), S. viridis (강아지풀)

13

Summer  
annual

Agropyron smithii (개밀), Alopecurus japonicus (털뚝새풀), A. aequalis var. amurensis (뚝새풀), Bromus 
japonicus (참새귀리), Beckmannia syzigachne (개피), Hordeum vulgare (보리), Poa annua (새포아풀), 
Polypogon monspeliensis (갯쇠돌피), Secale cereale (호밀), Triticum aestivum (밀), Vulpia myuros (들묵새)

11

Perennial Cynodon dactylon (우산잔디), Glyceria acutiflora (유럽육절보리풀), Leersia japonica (나도겨풀), Miscanthus 
sacchariflorus (물억새), Zoysia japonica (잔디)  5

a)Host plants detected by RT-PCR.

Table 19. Major host plant species and infection rate of RSV recorded newly under natural condition

Ecotype Scientific name 
% infection fora)

RSV RBSDV RSV+RBSDV

Summer annual
 Polypogonmonspeliensis 27.2 27.2 13.6
 Vulpia myuros 24.9  0.8  0.3

Winter annual 

 Arthraxon hispidus 26.6  0.0  0.0
 Digitaria ciliaris 44.9  3.8  2.1
 Diplachne fusca 24.4  0.0  0.0
 Echinochloa crusgalli 31.0 10.6  7.1
 E. crusgalli var. echinata 95.2  4.8  4.8
 E. crusgalli var. praticola 50  0.0  0.0
 Setaria faberi 65.5  9.1  5.5

Perennial 
 Cynodon dactylon 50  0.0  0.0
 Miscanthussacchariflorus 33.3  0.0  0.0

a)Virus infection judged by RT-PCR.

숙기에는 애멸구 밀도가 매우 높아짐에 따라서 애멸구 밀도

에 영향하는 요인으로서는 작용할 것이나 보리 생육 후기에

서야 애멸구 밀도가 높아지는 원인 구명에 대한 연구가 금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RSV는 1935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하였기 때문에 

토착 바이러스 이지만 논 주변의 자연 기주 식물의 종류 및 

감염률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된바 없다. 과거에는 유묘 검정

법 이외에 진단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RSV 보독

충을 식물에 인공접종 한 후 다시 건전 애멸구를 흡즙시켜 벼

를 이용하여 감염 여부를 진단하여(정 등, 1971) 벼, 보리 등 

화본과 식물 7종을 포함하여 21종의 기주 범위에 대한 보고

를 하였다. 논과 그 주변에서 서식하고 있는 식물들을 채집하

여 유전자 진단을 한 결과 새로운 자연 기주 식물로 29종이 

확인되었다(Table 18). 자연 기주 식물로서 처음 확인된 식

물 중 하계 일년생은 조개풀 등 13종 이었으며, 동계 일년생

은 과원 피복 식물로 도입된 들묵새 등 11종 이었고 다년생으

로는 우산잔디 등 5종으로 총 29종 이었다. 

자연 기주 식물 29종 중에서 바이러스 감염률이 높고 생태

형으로서 중요한 자연 기주 식물은 동계 일년생의 경우 갯쇄

돌피, 들묵새 2종이며 갯쇄돌피는 RSV와 RBSDV 감염률이 

27.2% 이었으며 복합감염도 13.6%로 매우 중요하였다. 또
한 과수원뿐만 아니라 논두렁의 피복 식물로도 이용하고 있

는 들묵새의 경우는 RSV 감염률이 24.9%, RBSDV 감염률

이 0.8%, 복합감염이 0.3%로서 들묵새의 생태형으로 볼 때 

이앙 후 초기 감염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계 일년생

의 경우 RSV의 감염률이 바랭이 44.9%, 물피 95.2%, 가을

강아지풀 65.5%로 벼 생육 중 후기 감염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다년생의 경우 물억새는 RSV 감염률

이 33.3%로서 연중 바이러스 전염원으로 중요하다. 또한 

RBSDV는 갯쇠돌피, 바랭이, 돌피, 물피, 가을강아지풀 등의 

감염률이 3.8%에서 27.2%로 매우 높아 RBSDV에 대하여

서도 자연 기주식물의 전염원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따라서 농경지 주변에서 기주 식물의 지속적인 제거를 

통한 전염원 관리는 벼 바이러스병 발생을 억제하는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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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pread of RSV (Left) and SBPH (Right) from natural host of Poa annua on bank of rice field at Buan area in 2010.

Table 20. Field resistance of rice cultivars to RSV 

Cultivar
% infection hillsa) at Resistanceb) of

Buan Iksan Gimje GR FR 
Dongjin1 11.7 6.7 3.3 S SSS 
Gopum 11.7 5.0 8.3 S SSS 
Chucheong 5.0 6.7 3.3 S SSS
Odae 6.7 3.3 10 S SSS
Hopyung 13.3 3.3 1.7 S SSS 
Ilpum 5.0 5.0 0.0 S SSS 
Hanmaeum 10.0 1.7 5.0 S SSS
Dami 10.0 6.7 3.3 S SSS
Hwanggeumnuri 1.7 1.7 1.7 R SSS 
Onnuri 1.7 3.3 5.0 R SSS 
Hopum 6.7 6.7 1.7 R SSS 
Dongjin2 11.7 6.7 0.0 R SS 
Junam 0.0 1.7 1.7 R SS 
Ilmi 1.7 0.0 3.3 R SS 
Pyeongan 3.3 0.0 0.0 R S 
Nampyeung 0.0 0.0 1.7 R S 
Saenuri 1.7 0.0 0.0 R S
Sindongjin 5.0 0.0 0.0 R S 
Dongjinchal 0.0 5.0 0.0 R S 
Bos대gchal 3.3 0.0 0.0 R S 
Samgwang 0.0 0.0 0.0 R RRR 
Dongan 0.0 0.0 0.0 R RRR 
Cheongho 0.0 0.0 0.0 R RRR 
Hwaseong 0.0 0.0 0.0 R RRR 
Hwayeong 0.0 0.0 0.0 R RRR 

a)Virus infection judged by visual inspection of symptom expression.
b)GR: Genetic resistance, FR: Field resistance, S: Infection occurred at one place, SS: Infection at two places, SSS: Infection at 3 

places of Buan, Iksan and Gimje.

한 요인의 하나이다. 자연 기주 식물의 종류와 바이러스 감염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방제의 기본이며, 또한 농경지 주변의 

식생의 분포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RSV에 감염된 논 둑에 서식하는 자연 기주 식물로부터 논

에 심겨진 벼로 바이러스병의 전염양상을 보면(Fig. 9), 논둑

에서부터 첫 번째 벼의 감염률은 7%, 두 번째 열의 벼에서는 

10%, 세 번째 열과 네 번째 열은 5%, 다섯 번째 열은 1%의 

RSV 감염률을 나타내어 매개충 애멸구의 대량 비래가 없는 

경우에는 논둑에서부터 바이러스가 논 안의 벼로 전염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RSV의 감염률은 애멸구가 논둑

에서 논 안의 벼로 이동하는 것과 상관이 있으며, 애멸구 밀

도 조사의 결과와 일치하여 논둑으로부터 점차 확산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 

RSV의 벼 주요 품종 포장 저항성

2009년 애멸구의 대량 비래로 인하여 우리나라 서해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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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Disease establishment of RSV on rice to individual plant and seedling bed by artificial inoculation of viruliferous SBPH

Inoculation to a rice planta) Inoculation to a rice seedling boxb)

No. of SBPH inoculated % infection rate No. of SBPH inoculated % infection rate
 1  15  10 0
 2  30  20 0
 4  60  40 0
 8 100  80 0.3
16 100 160 0.6

a)Artificial inoculation of 18% viruliferous SBPH to rice seedlings using test tube with 4 replications.
b)Artificial inoculation of 25% viruliferous SBPH to rice seedlings in a seedling box with 3 replications.

Fig. 10. Symptom expression of RSV on susceptible cultivars 
of Donggin1, Ungwang and Heugnam, and other 4 resistant 
cultivars including Nampyung by seedling test.

역에 RSV가 대발생함에 따라서 노지 포장에서 감수성 품종

인 동진1호 등 8개 품종과 저항성 품종인 삼광벼 등 17개 품

종에 대하여 부안, 익산, 김제 지역에서 포장 저항성을 평가

하였다(Table 20). 진성 저항성 품종 중에서 3 지역 모두에서 

병징이 발현되지 않은 품종은 삼광벼, 동안벼, 청호벼, 화성

벼, 화영벼 5개 품종이었으며, 이 품종들은 진성 저항성과 함

께 포장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두 지역에서 저항성을 보인 품종은 평안벼, 
남평벼, 새누리, 신동진벼, 동진찰벼, 보석찰벼 6개 품종은 비

교적 포장 저항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벼 재배품종의 RSV 포장 저항성 평가 결과 2009년과 같

이 바이러스(RSV)의 전염원 강도가 매우 높을 경우 진성 저

항성 품종의 경우라고 하여도 진성 저항성과 포장 저항성 모

두에 대하여 저항성인 경우를 제외하면 감염이 가능하므로 

저항성 품종 육성에 집단 검정법 보다는 개체 검정을 통한 유

전적 저항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하나의 RSV 저항성원에 더하여 보

다 많은 저항성원을 확보하고 이들을 집적함으로써 안정적인 

저항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3개 지역에

서 조사한 포장 저항성 조사결과 저항성 품종의 감수성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국, 일
본의 대표 바이러스를 확보하고 이를 저항성 유전자와 함께 

품종 육성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RSV 인공접종에 의한 감염성립

벼 유묘에 RSV 보독충률 18%의 애멸구를 개체별로 접종

한 결과 RSV는 개체 접종의 경우 한 마리 이상이면 발병률 

15% 이상의 감염성립이 되었으며, 2 마리이면 30%의 감염 

성립으로 노지 포장에서 벼 하나의 개체에 애멸구가 1~2 마
리만 존재하여도 30% 이상의 발병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Table 21). 상자 육묘의 경우는 상자 당 80마리를 접종하

여야 바이러스병의 감염이 성립되므로 개체별로 환산하면 주

당 0.3마리 이상이면 벼 RSV의 감염 성립이 됨을 알 수 있

다. 육묘 상자에서 주당 0.3 마리이면 육안으로 볼 때 애멸구

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밀도가 매우 낮으므로 상자 처리의 경

우에는 애멸구를 확인한 후 살충제를 처리하는 것이 무리가 

있으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살충제를 처리하여야 발병을 막을 

수 있다.

RSV 인공접종에 의한 저항성과 감수성 품종의 감염

유묘 접종에 의한 감수성 품종과 저항성 품종간의 별징 발

현 정도 조사는 감수성 품종은 동진1호, 운광, 흑남벼 등 3 
품종을 이용하였으며, 저항성 품종으로는 남평, 주남조생, 온
누리와 호품벼 4 품종을 이용하였다(Fig. 10). 감수성 품종인 

흑남의 경우 병징 발현률이 59%로 가장 높았으며 감수성 3 
품종의 평균 병징 발현률은 53.3% 이었다. 그러나 저항성 품

종의 경우 호품벼의 병징 발현률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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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ymptom expression and RSV infection on susceptible
cultivar Heugnam and resistant Nampyung at 2 to 6 weeks 
after artificial inoculation. Symp; Symptom expression judged 
visually, RT-PCR, RSV infection judged by genetic diagnosis.

Fig. 12. Yearly acreage change of susceptible rice cultivars 
against RSV in southern provinces in Korea.

Table 22. Cultivation acreage of major susceptible and resistant
cultivars to RSV in 2007

Cultivar % cultivation area

Susceptible 
cultivar

Dongjin1 20.2
Chucheong     13.4
Ilpum      4.8
Odae      4.1
Saechucheong   3.4
Total 45.9

Resistant cultivar

Nampyeong     12.3
Junam      9.7
Ilmi      7.6
Hwayeong      3.3
Sindongjin      2.7
Total 35.6

균 34.0%이었다. 감수성 품종과 저항성 품종의 병징 발현률 

차이는 감수성 품종이 19.3% 높았으며, RSV를 인공접종하

면 저항성 품종의 병징 발현률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저항성 품종인 남평벼와 감수성 품종인 흑남벼에 보독충

인 SBPH를 5일 동안 RSV를 개체별로 인공접종 한 후 이앙

을 하고 난 다음 병징 발현률과 식물체의 바이러스 감염률을 

조사한 결과(Fig. 11), 병징 발현률은 접종 후 4주일에 흑남

벼는 28% 이었으며 남평벼는 12%, 접종 6주 후에는 흑남벼

는 28%로 더 이상 병징 발현률이 증가하지 않았으나 남평벼

는 17%로 5% 증가하였다. 유전자 진단에 의한 RSV 감염률

은 접종 2주 후의 경우 흑남벼 85%, 남평벼 97%로 접종 2주 

후에 병징 발현은 되지 않았으나 식물체 세포 내에서 이미 

RSV의 감염이 성립되었다. 접종 후 2주에서 6주 까지 감염

률을 조사하였지만 이미 접종 후 2주가 되면 세포 내 감염은 

완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저항성 품종인 남평벼는 감수성 

품종과 마찬가지로 평균 96%의 감염률을 나타내었지만 병징 

발현에 있어서는 매우 저항성 이었다. 그러나 RSV 감염률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아 저항성 품종 자체가 RSV의 전염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방제를 할 경우에는 

감수성 품종과 마찬가지로 저항성 품종의 경우에도 매개충 

방제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벼 바이러스병 대발생 원인의 하나로 감수성 품종의 재배

면적 증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감수성 품종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2001년 평균 20%에서 2007년 46%로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 왔다(Fig. 12). 경북, 전북, 전남 모두 감수성 품종 재

배면적은 증가하였으며, 경남의 경우 2001년 약 20%에서 약 

18%로 약간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였다. 2007년 감수성 

품종별 재배면적은 동진1호가 20.2%로 가장 많았으며, 추청

벼가 13.4%, 일품벼가 4.8%, 오대벼가 4.1%, 새추청벼가 

3.4%로 총 45.9% 이었다(Table 22). 2007년 저항성 품종의 

재배면적은 남평벼 12.3%, 주남벼 9.7%, 일미벼 7.6%, 화영벼 

3.3%, 신동진 2.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35.6%
이었다. 그러나 저항성 품종은 진성저항성으로 2009년 포장 

저항성 평가를 보면(Table 20) 남평벼, 주남벼, 일미벼 등은 

모두 감수성 품종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실제로 농가포장의 감

수성 품종 재배면적은 75%를 상회하고 있어 RSV 대발생에 

주요 요인의 하나로 생각된다.
 

RSV 인공접종에 의한 수량 감소

RSV에 저항성 품종인 남평벼와 온누리, 감수성 품종인 

동진1호와 운광벼를 대상으로 하여 2008년부터 3년간 R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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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Yield loss of rice plants for resistant and susceptible cultivars against RSV by artificial inoculation of viruliferous SBPH

Cultivar
Yield (g/plant)a)

2008 2009 2010 Average
SS MTS N SS TS MTS N SS TS MTS N SS TS MTS N

 
Susceptible

Dongjin1 40
d

111
c 136 ab 354b 235

c 401b 552a 289c 304c 463b 495a  8.2  7.5 14. 17.

Unkwang 40
d

101
c

104 
c

295
c

320
c 437b 492a 272c 363

ab 402a 430a  7.5  9.5 13.4 14.3

Average 40 106 120 325 278 419 522 281 334 433 463  7.8  8.5 13.8 15.8

Resistant
Nampyeong 137 

ab 146 a 143 
ab 441b 573a 573a

b 533ab 472b 508
ab 530a 512a 16.1 15.0 18.3 17.6

Onnuri 129 b 135 ab 139 ab 543b 552b 693a 618b 575a 609a 598a 580a 17.5 16.1 19.5 18.8
Average 133 141 141 492 563 633 576 523 559 564 546 16.8 15.6 18.9 18.2

a)RSV inoculation stage represented as SS: Seedling stage at 10 days after transplanting, TS: Tillering stage at 25 days, MTS: 
Maximum tillering stage at 50 days, N : Non inoculation. Average yields for 6 plants in 2008 and 36 plants in 2009 and 2010. 
DMRT at 5% in SAS system.

Fig. 13. Yield loss of rice plant in farms naturally infested 
with RSV by the infection hill rate at Taean area. Rice cultivar 
investigated was Ungwang.

를 매개충 애멸구를 인공 접종하여 조사한 결과(Table 23), 
2008년의 경우 저항성 품종에서는 접종 시기별 수량을 무처

리와 비교할 때 수량 차이를 통계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으나, 
감수성 품종에서는 유묘기와 최고 분얼기 감염 시 수량 감소

가 무처리에 비하여 최고 분얼기 감염은 12% 감소하였으며 

유묘기 감염은 67% 감소되었다. 또한 유묘기 감염은 최고 분

얼기 감염에 비하여 62% 감소하여 유묘기 감염이 수량 감소

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2009년과 2010년의 수량 감소 시

험에서는 저항성 품종의 경우 감염 시기별 수량 감소 영향이 

없었다. 그러나 감수성 품종의 경우 2009년에는 평균 감수가 

무 접종에 비하여 유묘기는 38% 감소하였으며, 분얼기는 47%, 
최고 분얼기는 20% 감소하였다. 2010년의 경우 평균 감수는 

유묘기 35%, 분얼기 28%, 최고 분얼기 6.5%로서 생육기가 

어릴 때 감염될수록 피해가 컸다. 3년간 주당 평균 감수율을 

보면 유묘기 51%, 분얼기 46%, 최고 분얼기 13%로서 유묘

기와 분얼기에 RSV에 감염되면 수량 감소는 46%~51%의 

약 절반 정도의 수량 감소가 일어났다. 이와 같이 RSV 방제

는 유묘기와 분얼기에 감염되지 않도록 생육 초기에 집중적

으로 매개충 방제를 하여야 한다. 특히 애멸구의 대량 비래 

시기가 조생종 품종을 일찍 이앙하는 시기인 5월 말에서 6월 

초이므로 못자리 방제부터 이앙 초기에 매개충 방제가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RSV 자연 감염에 의한 수량 감소

충남 태안과 전남 진도 지역에서 2009년 RSV가 자연 발

생한 농가 벼 포장에서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수량 감소 영향

을 조사하였다. 벼줄무늬잎마름바이러스 감염 벼의 수량 감

소율을 조사하기 위하여 농가 감염 포장의 발병 정도에 따른 

총 경수, 발병 경수, 이삭 수, 수당 입수를 조사하여 수량을 

산정한 결과 태안 지역의 경우 운광벼는 농가 별 평균 발병률

이 10%, 40%, 50% 정도 일 때에 수량 감소율이 각각 5%, 
37%, 67%이었고, 운광벼의 조사지점별 평균 수량 감소율은 

평균 발병률이 10.4%, 38.8%, 47.8% 일 때에 수량 감소율

은 각각 4.7%, 36.7%, 67% 이었다(Fig. 13). 농가 별 RSV 
감염률과 수량 감소의 상관관계를 보면 상관계수가 0.78로 

발병경률과 수량 감소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러나 농가 별 발병경률을 조사 지점별로 분석한 결과(Fig. 14), 
운광 품종을 재배한 전체 농가포장의 조사 지점의 발병경률 

별 수량 감소 비교 결과 발병경률 14.2% 이내 에서는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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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Yield loss of rice plant in farms infested naturally 
with RSV by the infection hill rate at Taean area. Rice cultivar 
investigated was Ungwang.

Fig. 15. Yield loss of rice plant in farms infested naturally 
with RSV by the infection hill rate over 23.4% at Taean area. 
Rice cultivar investigated was Ungwang.

Fig. 16. Yield loss of rice plant in farms infested naturally 
with RSV by the infection hill rate of fields at Jindo area. Rice 
cultivar investigated was Ungwang.

감소율이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발병경률36.6% 
이상에서는 수량 감소의 증가가 36.6%일 때 수량 감소율이 

35.3%, 42.4%일 때 42.7%, 46.4%일 때 65.1%, 49.2%일 

때 69%로 일정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상관계수가 8.84
로 매우 높아 발병경률의 증가에 따른 수량 감소 영향이 매우 

상관이 높았다. 발병경률 14.2% 이내에서는 농가 별 재배 양

식의 차이와 함께 감염주 생육이 불량하면 주변 식물체의 생

육이 좋아지는 보상 효과 등의 환경적 영향 요인이 작용하여 

수량 감소가 일정하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RSV 발병경률과 수량 감소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

어 발병경률 20% 이내일 경우 환경적인 보상 작용의 영향이 

크므로 그 이상의 발병경률과 수량 감소 영향을 분석하였으

며, 발병경률의 상승에 따라서 수량 감소율도 증가하는 것은 

알 수 있다(Fig. 15). 발병경률 23.4%일 때 수량 감소율이 

14.0%, 28.7%일 때 23.8%, 40.4%일 때 35.5%, 46.4%일 

때 42.8%, 62.3%일 때 64.9%, 66.4%일 때 69.1%이었다. 
이와 같이 발병경률의 증가에 따라서 수량 감소율이 거의 동

일한 비율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상관계수는 0.94로 

매우 높았다.
전남 진도 지역의 경우 운광벼의 조사지점별 평균 발병경

률이 37%, 58%, 75%정도 일 때에 수량 감소율이 각각 25%, 
48%, 58%이었으며, 발병경률과 수량 감소율의 상관 계수는 

0.87로서 발병경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량 감소율이 거의 

동일한 비율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Fig. 16). 진도 지역과 태

안 지역의 서로 다른 두 지역에서 자연 발병 포장에서 조사된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발병경률과 수량 감소율이 정의 상관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벼줄무늬잎마름바이러스(RSV)의 생활환과 예방 대책

우리나라 벼줄무늬잎마름바이러스(RSV)의 생활환은 Fig. 
17과 같이 새로 제시하고자 한다. RSV와 매개충인 애멸구의 

월동처는 수확한 논의 그루터기와 잡초에서 주로 월동을 하

며 논둑의 잡초에서 월동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주요 잡초

류는 들묵새, 가을강아지풀, 뚝새풀 등이며 이들이 바이러스

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3~4령충의 월동 애멸구가 RSV
를 보독하고 매개충이 되어 이웃 잡초류와 논의 벼로 바이러

스를 전염시킨다. 월동 작물로 중요한 보리는 바이러스 감염

이 거의 없어 바이러스의 월동 처로서 중요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른 봄 일찍 이앙하기 전에 미리 논을 경운하여 그루

터기와 잡초류의 서식 환경을 제거함으로써 바이러스와 애멸

구의 밀도를 매우 낮게 하여야 한다. 못자리를 설치한 주변의 

논이 바이러스와 애멸구의 밀도 파괴가 되지 않았을 경우 못

자리로 바이러스가 쉽게 전염될 수 있으므로 이른 봄 일찍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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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Disease cycle of RSV proposed newly depending upon the overwintered hosts of RSV and SBPH, and immigrant SBPH. 

운하는 것은 벼줄무늬잎마름바이러스 발생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재배적 대책이다. 일찍 이앙한 논에는 논둑 주변에서 

보독충인 애멸구가 논 안으로 이동하여 바이러스를 전염시키

므로 못자리 설치 시 상자처리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논

둑에 서식하는 잡초류에 대해서도 애멸구를 동시에 방제하는 

것이 방제 효과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 월동한 바이러스와 애멸구뿐만 아니라 중국

에서 비래한 애멸구에 의하여 바이러스병이 대발생한다. 중
국에서 애멸구의 비래는 5월 말경에서 6월 초경에 서해안 지

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2009년과 같이 전국에 걸쳐서 

비래하여 바이러스병을 전염한다. 비래한 애멸구는 월동 애

멸구와 같이 개체군을 형성하며 벼뿐만 아니라 농경지 주변 

및 전국의 자연 기주 식물에 바이러스를 감염한다. 비래 애멸

구와 월동 애멸구 혼합 집단은 월동을 하고 다음해에 벼뿐만 

아니라 자연 기주식물에 감염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비래한 

애멸구에 의하여 논과 주변의 감염된 자연 기주식물에서 바

이러스가 벼로 이동하여 2차 감염이 일어나 바이러스가 확산

하게 되고, 새로운 개체군의 유입에 따른 RSV의 유전자 변

이가 발생하게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국내에 발생하지 않았

던 새로운 바이러스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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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줄무늬잎마름바이러스의 대 발생과 발생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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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벼줄무늬잎마름바이러스(Rice stripe virus, RSV)에 대하여 유전자 진단기술인 RT-PCR과 VC/RT-PCR 기술을 개

발하였다. ELISA 진단법은 유묘 검정법 보다 평균 40.5%, RT-PCR 진단법은 ELISA 진단법 보다 21%의 진단 효율이 높았

다. 2009년 경기도 김포, 평택, 시흥 지역에서 채집한 애멸구의 보독충률을 VC/RT-PCR 진단법과 ELISA 진단법으로 검정한 

결과 전체 평균 보독충률은 9.2%로 동일하였다. 벼줄무늬잎마름바이러스가 감염된 벼 포장에서 수집한 13개 분리주의 유전자 

유연성은 RNA1과 RNA2는 중국+한국, 중국+한국+일본의 2개의 군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병원성 발현에 관여하는 RNA3는 

중국, 중국+한국, 한국+일본의 3개 군으로, RNA4는 중국, 한국, 중국+한국+일본, 한국+일본의 4개의 군으로 구분되었다. 
경기도 등 7개 도의 주요 28개의 재배지역에서 채집한 애멸구의 전국 평균 보독충률은 2008년 4.3%, 2009년 6.1%, 2010년 

7.2%로 매년 상승하였다. 2008년에는 경기도가 11.3%로 가장 높았으며, 2009년에는 전라남도가 20.1%, 2010년에는 경기도 

12.0%, 충청북도 14.2%로 가장 높았다. 보독충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2008년에는 전북 부안 지역이 22.1%, 2009년에는 

전남 완도와 진도가 36%, 2010년에는 충북 보은이 30.0%였다. 월동 애멸구의 전국 평균 밀도는 2008년 13.1 마리, 2009년 

13.9 마리, 2010년 5.6 마리였으며, 월동 애멸구의 밀도는 전북 부안 지역이 2008년 39.1 마리, 2009년 60.4 마리로 가장 높았으

며, 2010년에는 경기 평택 지역이 14.0 마리로 가장 높았다. 2008년 RSV 발생은 전남 진도, 해남 지역을 중심으로 869 ha가 

발생하였으며, 2009년에는 전국적으로 21,541 ha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서해안 지역의 경우 경기도, 인천시, 충남, 전북, 전남의 

19개 시군, 39개 읍면, 53개 리에서 3,025 포장을 조사한 결과 55.2%가 부분 고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2008년부터 3년간 전북 

부안, 전남 진도 등에서 월동 애멸구의 시기별 발육을 조사한 결과 5월 20일에서 6월 10일 경에는 월동 후 1세대는 대부분 3령과 

4령 이었으며 성충은 6월 하순 경에 최성기였다. 2009년 5월 31에서 6월 1일에 태안, 서산, 부안, 신안, 진도 등에서 공중 포충망에 

채집한 애멸구는 모두 성충이었으며 밀도는 태안 지역이 963 마리, 서천 919 마리, 신안 819 마리 등으로 매우 많이 포획 되었으며, 
공중 포충망에 채집된 애멸구는 국내에서 월동한 애멸구 집단이 아니고 중국에서 비래한 애멸구 집단으로 확인 되었다. 2010년에는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까지 공중 포충망에 애멸구 성충이 거의 채집되지 않았다. 2009년 충남 홍성, 전북 부안, 전남 영광 등 서해안 

8개 지역의 공중 포충망에서 채집한 애멸구 성충의 RSV 보독충률은 2.1%에서 9.5%로 변이가 컸으며, 보령이 9.5%로 가장 높았으

며, 다음으로 충남 홍성 7.9%, 전남 영광 6.5%, 충남 태안 6.4%였다. 애멸구 비래 후 약 10일 후에 공중 포충망 주변의 논에 심겨진 

벼에 대하여 RSV의 유전자 진단 결과 태안 84.6%, 부안 65.4%, 진도 92.9% 이었으며, 평균 감염률은 81% 이었다. 보리는 RSV의 

주요 월동 기주식물로 알려져 있으나 RSV의 감염률은 경기 평택 등 전국에서 530점을 채집하여 유전자 진단 결과 감염률이 0.2%로 

매우 낮았다. RSV의 새로운 자연 기주식물로 29종이 확인되었다. 하계 일년생 식물은 조개풀 등 13종, 동계 일년생은 들묵새 

등 11종, 다년생으로는 우산잔디 등 5종 이었다. RSV 감염률은 동계 일년생인 들묵새 24.9%, 하계 일년생인 바랭이 44.9%, 
물피 95.2%, 가을강아지풀 65.5%이었으며, 다년생인 물억새는 33.3%였다. RSV에 감수성인 동진1호 등 8개 품종과 저항성인 삼광

벼 등 17개 품종에 대하여 2009년 부안, 익산, 김제 지역의 자연 포장에서 병징 발현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감수성 8개 품종은 

모두 감수성이었으며, 진성 저항성 품종 중 온누리 등 12개 품종은 감수성이었으며 삼광벼 등 5개 품종은 포장 저항성이었다. RSV
에 저항성인 남평벼 등 4 품종과 감수성인 동진1호 등 3 품종을 대상으로 바이러스를 인공접종한 결과 RSV의 병징 발현률은 

감수성 품종의 경우 평균 53.3%이었으며 저항성 품종의 경우 평균 34.0%로 19.3% 낮았다. 감수성인 흑남벼와 저항성인 남평벼

를 이용하여 병징 발현률과 바이러스 감염률을 조사한 결과 병징 발현률은 흑남벼 28%, 남평벼 12%로 감수성 품종이 병징 발현률

이 2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체내 바이러스 감염률은 흑남벼 85%, 남평벼 97%로 오히려 저항성 품종에서 12%의 높은 감염률

을 보였다. 저항성 품종에서의 저항성 기작은 병징 발현에 대한 저항성이며 바이러스 증식에서는 저항성이 아니었다. RSV에 

저항성 품종인 남평벼, 온누리와 감수성 품종인 동진1호, 운광벼를 이용하여 생육시기별로 인공접종하여 수량 감소를 2008년부터 
3년간 조사한 결과 감수성 품종에서는 주당 수량을 보면 유묘기 감염시 7.8 g, 분얼기 감염시 8.5 g, 최고 분얼기 감염시 13.8 g으로 

무처리에 비하면 수량 감소율이 유묘기 51%, 분얼기 46%, 최고 분얼기 13%로 일찍 감염될수록 수량 감소 영향이 컷다. 저항성 

품종에서는 시기별 감염과 수량 감소가 통계적으로 상관이 없었다. 자연 발병된 농가 포장에서 운광 품종을 대상으로 태안과 진도 

지역에서 조사한 결과 발병경률 23.4% 이상이면 발병경률의 증가에 따라서 상관계수 0.94로 수량 감소율도 동일하게 증가하였다.

색인어 벼, Rice stripe virus (RSV), Small brown plant hopper (SBP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