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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Ninety genes randomly selected from tobacco whitefly (Bemisia tabaci) cDNA library was studied for selecting 

target gene in order to control of tobacco whitefly using TRV-VIGS vector (tobacco rattle virus-virus induced gene 

silencing vector) with RNAi. First of all, the occurrence of B. tabaci adult according to agro-infiltration of TRV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nd that of TRV inserted tobacco whitefly cDNA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ach 

sample. P CV and N CV sample were more than 80% could be confirmed in 5 samples, for example, wh11, wh36, 

wh46, wh50 and wh71. Lastly, the occurrence of nymph and egg also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ach sample. 

That could be confirmed in 11 samples, for example, wh01, wh09, wh10, wh15, wh16, wh23, wh24, wh48, wh64 and 

wh66. In case of wh46, wh50 and wh71 sample could be confirmed that occurrence of B. tabaci adult was many, but 

occurrence of B. tabaci nymph and egg was a little. So sample showed a physioecological good effect to control of 

whitefly need to be investigated variation of gene expression in whitefly body using qRT-PCR through individua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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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노린재목(Hemiptera) 가루이과(Aleyrodidae)에 속하

는 담배가루이(Bemisia tabaci)는 500종 이상의 넓은 기주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열대 및 아열대 지방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흡즙성 해충이다(Secker et al., 1998; Perring, 

1993). 담배가루이는 식물의 체관부 흡즙으로 인한 직접적

인 피해를 주고, 간접적으로는 감로배설로 인한 그을음 병

을 유발하여 시설재배 작물의 상품성과 수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Byrne, 1999; Bedford et al., 1994). 뿐만 아니라 

100종 이상의 바이러스를 매개한다고 알려져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Jones, 2003). 특히 TYLCV (Tomato yellow 

leaf curl virus)는 전 세계적으로 토마토 품종을 광범위하

게 피해를 입히는 바이러스로,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에 

경상남도 통영에서 처음 발견되어 현재 제주도 지역과 전

라도, 경상도 지역의 전체에 빠르게 확산되어 토마토 농가

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담배가루이는 이러한 TYLCV를 

전파시키는 유일한 매개충으로도 알려져 있다(Czosnek et 

al., 2002; Lee et al., 2010).

이러한 담배가루이는 농약을 살포하여 방제하는 것이 일

반적이나, 담배가루이는 발육기간이 짧아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이 빠르게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Devine and Denholm, 1998). 현재까지 네오니코티노이

드계, 피레스로이드계, 곤충성장조절제(IGR)계통 등의 살

충제에 대해서 저항성이 발달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Horowitz et al., 2005; Karatolos et al., 2012; Lee et 

al., 2002).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담배가루이는 곤충병원

성 곰팡이 및 천적, spearmint oil과 같은 식물의 정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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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n number of Bemisia tabaci adults according to TRV Agro-infiltration.

Plant
Day after releasing

P
b

7 days 14 days 21 days 28 days

Negative con  8.7±2.5
a

9.0±5.0 26.7±24.7 63.0±23.6 0.015*

TRV 5.7±0.5 10.0±1.7 26.7±19.0 43.3±15.0 0.019*

P
b

0.114
ns

0.760
ns

1.000
ns

0.219
ns

a
Values represent mean±SD. Different letters at values in rows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one-way ANOVA) in SPSS Version 

21.0. 
b
* Indicates P<0.05, ns Indicates not significant

이용하는 등 생물학적인 친환경적 방제기술이 활발히 연구

되고 있다(Yoon et al., 2010; Kim et al., 2008; Choi and 

Kim., 2004). 

최근 해충방제를 위한 RNAi적용하여 이용하려는 연구

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Baum et al., 2007; Whyard et 

al., 2009; Huvenne and Smagghe, 2010; Scott et al., 

2013). 현재까지는 dsRNA의 직접적인 injection 방법과 인

공먹이에 dsRNA를 섞어 섭식시키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어

져 왔으나(Mutti et al., 2006; Sapountzis et al., 2014; 

Wynant et al., 2014; Rangasamy and Siegfried, 2012), 

해충방제에 직접 적용하기엔 이러한 dsRNA 전달방법은 많

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최근에는 dsRNA를 발현시키는 

transgenic plant를 사용한 dsRNA의 간접적인 전달방법도 

많이 연구되었으며, 실제로 서부옥수수뿌리벌레(Diabrotica 

virgifera virgifera)를 비롯한, 왕담배나방(Helicoverpa 

armigera), 복숭아혹진딧물(Myzus persicae) 등에서 transgenic 

plant를 이용한 RNAi 효과가 입증되었다(Baum et al., 

2007; Mao et al., 2007; Bhatia et al., 2012; Pitino et 

al., 2011). 그러나 transgenic plant를 이용한 RNAi실험

은 소수의 유전자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용될 수 

있지만, 다양한 유전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시간

과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그에 반해 target 유전자를 포함

하는 재조합 바이러스를 식물에 접종시킨 후, 바이러스 복

제 과정에서 생성된 target 유전자의 dsRNA를 통해 유전

자의 기능을 확인 할 수 있는 VIGS (virus-induced gene 

silencing) 방법은 시간이나 노동력을 단축시킬 수 있어 

target 유전자 연구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Brigneti et al., 

2004; Burch-Smith et al., 2006; Liu et al., 2002; Lu 

et al., 2003; Velásquez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담배가루이 cDNA library insert를 무작

위로 TRV VIGS vector에 클로닝하여 식물에 agro- 

infiltration 시킨 뒤 식물에서 발현되는 dsRNA를 곤충에게 

섭식 시킴으로써 RNAi를 이용한 담배가루이 방제에 효과

적인 유전자 선발을 시도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 곤충 사육 및 채집

담배가루이(Bemisia tabaci)의 사육은 곤충사육실에서 

25±1℃, 16L:8D, 상대습도 50~60%의 조건으로 아크릴

케이지(30 × 30 × 50 cm)에서 서광 품종의 토마토를 기주

식물로 하여 누대사육하였다. 누대사육중인 담배가루이를 

대량사육한 후, 흡충기로 포집하여 -80℃에 보관하였다가 

total RNA를 뽑았다.

2. cDNA library 제작

Trizol reagent (MRC)를 사용하여 담배가루이 total 

RNA를 추출한 후, 이 total RNA로부터 FastTrack
Ⓡ
 MAG 

mRNA isolation Kit (Invitrogen, USA)를 사용하여 mRNA

를 분리하였다. 정제한 mRNA는 Super Script
®
 Full length 

cDNA Library Construction Kit II protocol을 기본으로 

방법을 일부 수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다양한 cDNA 

insert를 생성하기 위해 attB2 sequence에 (N)25를 추가하

여 제작된 Biotin-attB2-(N)25 random primer(Table 1)

를 사용하여 mRNA를 template로 first strand cDNA 합

성 후 sonication을 1초 동안 실시하여 cDNA를 잘라주었다. 

정제된 작은 cDNA 단편과 double-strand 5’ attB1 adapter 

(Table 1)를 T4 DNA ligase를 사용하여 ligation 시킨 후, 

LA Taq™ DNA polymerase (Takara)를 사용하여 second 

strand cDNA를 합성하였다. Gateway cloning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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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양쪽에 att sequence를 가지는 cDNA 단편만을 증폭

하기 위해서 adapter sequence를 사용하여 제작된 Biotin

–attB2-(N)6와 attB1-adapter-U primer (Table 1)를 사

용하여 PCR 증폭을 실시하였다.

양쪽에 attB adapter를 가지는 4.8ug의 cDNA insert (PCR 

product)와 4.5ug의 pDONR
™
 207 vector (Invitrogen, 

USA)를 가지고 BP recombination을 실시하였다. BP 

reaction 후 One shot
Ⓡ
 Top10 electro competent cells E. 

coli (Invitrogen, USA)을 사용하여 voltage 1.8 kV, 

resistance 200 Ω, capacity 25 uF의 조건으로 electro- 

transformation을 실시하였다. Transformation된 sample

에 S.O.C 배지를 1 ml 추가한 뒤 1시간 incubate 후 cDNA 

library를 10
-4
까지 연속 희석하여 gentamicin (1 μg/ml)을 

포함한 LB plate배지 100 μL씩 도말하여 37℃에서 overnight하

였다. Overnight 후, sample은 300 ul씩 40% glycerol과 

1:1 비율로 섞어서 stock cell로 만들어 -80℃에 보관하였

다.

3. TRV RNA2 vector와 LR recombination 

Att site가 추가된 TRV (Tobacco rattle virus) RNA2 

vector (destination vector)와 cDNA library를 가지고 LR 

recombination을 실시하였다. cDNA library 2 ul와 TRV 

RNA2 vector (1 ug/ul) 2 ul, D.W 10 ul, LR clonase
ⓇⅡ 

enzyme Mix (Invitrogen) 6 ul를 섞어 LR reaction mixture

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LR reaction mixture는 25℃

에서 20시간 동안 incubation을 실시하였다. 20시간 후, 2 

ul의 proteinase K를 추가 하고 37℃에서 15분, 70℃에서 

10분 incubation을 실시하여 enzyme을 비활성화 시켰다. 

LR recombination을 실시한 sample을 농축하기 위해 One 

shotⓇ Top10 electro competent cells E. coli 

(Invitrogen)에 electro-transformation을 실시한 뒤, cell

을 키워서 GeneJET
™
 Plasmid Maxiprep kit (Thermo, 

USA)를 사용하여 protocol에 따라 DNA를 농축한 후 -2

0℃에 보관하였다.

4. DH5α E. coli competent cell heat shock 

transformation

LR recombination이 된 cell을 selection하기 위해서 

DH5α E. coli competent cell에 transformation을 실시하

였다. 살짝 녹은 DH5α E. coli competent cell에 LR 

recombination후 농축한 sample 1.5 ul(약 2.7 ug)를 추가

한 뒤, 42℃에서 45초간 heat shock을 가하였다. 곧바로 

2분 동안 ice에 incubation하고, LB broth 1 ml을 추가한 

뒤, 37℃에서 1시간 동안 shaking incubation을 실시하였

다. 1시간 후, sample을 200 ul Kanamycin (1 ug/ml)을 

포함한 LB plate 배지에 도말하여 37℃에서 overnight 하

였다. Overnight 후, 배지에 뜬 colony를 LB broth 3 ml을 

넣고 spreading하여 모두 회수 후 plasmid isolation을 수

행한 뒤 Agrobacterium tumefaciens에 transformation 

전까지 -20℃에 보관하였다. 

5. Agrobacterium tumefaciens에 transformation

준비된 Agrobacterium tumefaciens (GV2260) competent 

cell에 transformation을 실시하였다. DH5α E. coli 

competent cell에서 selection된 LR recombination이 잘 일

어난 sample 3ul와 Agrobacterium tumefaciens (GV2260) 

competent cell을 섞은 후, 액체질소에 동결하였다. 그 다음 

37℃ water bath에서 녹였다.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 한 

후, ice에 30분 동안 incubation 하였다. 30분 뒤, 1 ml LB 

broth 추가 후 30℃에서 shaking incubation을 3시간 실시

하였다. 3시간 후 Kanamycin (1 ug/ml)와 Rifampicin (1 

ug/ml)을 포함한 LB plate 배지에 200ul 도말 한 후 2~3일 

정도 30℃에서 incubation을 실시하였다. 2~3일 후 배지에 

뜬 colony를 확인하고 임의로 50개의 colony를 culture하

여 LR check F와 LR check R primer를 사용하여 colony 

PCR을 통해 redundancy 및 NCBI EST blast search를 통

해 유전자 정보를 확인하였고, 각각 라벨링 하여 stock cell

로 -80℃에 보관하였다.

6. 토마토에 Agro-infiltration

토마토에 접종하기 하루 전에 90개의 sample colony (TRV 

RNA2: whitefly cDNA)와 TRV RNA1 colony, TRV RNA2 

vector (att를 포함) colony를 kanamycin (1 ug/ml)과 

rifampicin (1 ug/ml)을 포함한 LB plate 배지에 streaking

하여 30℃에 incubation하였다. 4엽의 잎이 올라온 토마토

(Lycopersicon esculentum)기주에 접종 2시간 전에 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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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친 후 물을 주었다. 0.5 M MES 1 ml, 1M MgCl2 0.5 

ml을 섞고 total volume이 50 ml이 될 때까지 D.W로 채워 

infiltration buffer를 만든 후 infiltration buffer를 3 ml씩 

나누어 담고 colony를 풀어서 OD600 0.6의 농도로 맞추었

다. 그 다음 각 TRV RNA2 sample들과 TRV RNA2 vector

를 각각 TRV RNA1과 1:1로 섞어준 후 1 ml당 1.5 ul의 

acetosyringone을 넣었다. 잘 섞은 후 1 ml 주사기의 주사

바늘을 제거한 뒤 떡잎 뒷면에 접종시켰다.

7. 생물검정

가. TRV 접종에 따른 담배가루이 성충 밀도 비교

건전기주와 TRV 접종기주를 랜덤하게 배치한 후 담배가

루이를 방사한 뒤 7일 간격으로 4주 동안 토마토 기주에 

붙어있는 담배가루이 수를 계수하였다.

나. 담배가루이 유전자가 cloning 된 TRV 접종에 따른 

성충 밀도 및 알･약충 밀도 조사

온실에 방충망을 설치하여 실시하였다. agro-infiltration 

실시 후 7일 뒤 90개의 담배가루이 유전자 sample을 접종

시킨 토마토와 5개의 TRV RNA2 vector를 접종시킨 토마

토(positive control)와 5개의 건전한 토마토(negative 

control)를 온실 베드에 임의로 배치한 다음 담배가루이를 

500마리 정도 방사하였다. 7일에 한번씩 4주 동안 토마토 

기주에 정착한 담배가루이 수를 계수하여 negative control과 

positive control 기주에 정착한 담배가루이 수와 비교하여 

생물활성(control value)를 계산하였으며, 4주 후 토마토 

잎에 붙어있는 담배가루이 알과 약충을 계수 하여 sample

에서의 알·약충수와 negative control과 positive control에

서의 알·약충수를 각각의 비교하여 방제가를 계산하였다

(N CV, P CV sample). 각 담배가루이 cDNA sample은 임

의로 wh01~wh90으로 명명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이전에 진행된 dsRNA를 생성하는 형질전환 식물에서 

곤충의 RNA interference를 확인하는 연구들을 보면, 선충

의 경우 체색이 투명해지거나 암컷의 형태가 타원형의 방

추모양으로 변형되는 등의 표현형 변화, 또는 뿌리혹의 수

와 난낭수의 변화 및 알의 부화율의 변화를 확인하는 생리･

생태적 변화로 RNA interference를 확인 하는 것(Yadav et 

al., 2006; Shingles et al., 2007)과 qRT-PCR을 이용하여 

대상 곤충에서의 유전자 발현량 변화를 확인 하는 분자생

물학적인 변화로 RNAi 효과를 확인하였다(Fairbairn et 

al., 2007; Mao et al., 2007; Pitino et al., 2011). 본 연구에

서는 담배가루이의 성충 밀도와 알･약충수의 밀도 변화 등

의 개체군 밀도의 변화로 RNAi 효과를 확인하였다.

Tobacco rattle virus 접종에 따른 토마토 잎에서 담배가

루이 성충의 밀도를 조사한 결과, 무처리 대비 담배가루이 

방사 후 21일 까지는 기주에 따른 담배가루이 성충 밀도가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28일 후에 가서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7일차와 14일 차까지는 각 negative control과 

TRV 접종 기주 간의 담배가루이 성충 밀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1일차 이후로는 각각의 negative 

control과 TRV 접종기주 내에서의 담배가루이 성충 밀도 

편차가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Table 1). 따라서 28일 

차 후 Negative control과 TRV 접종 기주 간의 담배가루이 

성충 밀도 차이는 TRV 접종에 따른 영향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담배가루이 유전자가 클로닝된 TRV 접종에 따른 담배가

루이 성충 밀도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4주 후 negative 

control 대비 방제가(N CV)와 positive control 대비 방제

가(P CV)를 비교한 결과, 각 담배가루이 sample마다 생물

활성에 있어 차이가 큰 것이 확인되었다. N CV와 P CV가 

80% 이상이 되는 sample은 wh11, wh36, wh46, wh50, 

wh71로 총 5개의 sample이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도 

wh11과 wh71은 각각 평균 방제가가 95.21%, 94.31%로 

P CV와 N CV가 모두 90%가 넘는 방제가를 보여주었다

(Fig. 1). 

담배가루이 유전자가 클로닝된 TRV 접종에 따른 담배가

루이 알･약충 밀도를 조사 결과를 토대로 4주 후 negative 

control 대비 방제가(N CV)와 positive control 대비 방제

가(P CV)를 비교한 결과, 성충 밀도 조사에서와 마찬가지

로 각 sample마다 생물활성 차이가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N CV와 P CV가 80% 이상이 되는 sample은 wh01, 

wh09, wh10, wh15, wh16, wh23, wh24, wh48, wh64, 

wh66로 총 11개의 sample이 확인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

히 wh01와 wh15는 각각 평균 생물활성이 94.17%, 

90.53%로 P CV와 N CV가 모두 90%가 넘는 생물활성을 

보여주었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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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ccurrence of adult of Bemisia tabaci according to agro-infiltration of TRV inserted whitefly cDNA (N CV; negative control 

value, P CV; positive control value). * Indicates N CV and P CV ≤ 80%.

Fig. 2. Occurrence of nymph and egg of Bemisia tabaci according to agro-infiltration of TRV inserted whitefly cDNA (N CV; negative 

control value, P CV; positive control value). * Indicates N CV and P CV ≤ 80%.

Fig, 1과 Fig. 2를 비교해본 결과 성충 밀도 조사에서 생

물활성이 높았던 sample과 알·약충 밀도 조사에서 생물활

성이 높았던 sample의 중복성은 확인 되지 않았다. Wh11

과 wh36의 경우 성충 밀도 조사에서는 높은 생물활성을 

보였지만 알･약충 밀도 조사에서는 60%~70%의 생물활성

을 보였으며, wh46, wh50, wh71의 경우 성충 밀도 조사에

서는 80%가 넘는 생물활성을 보였으나, 알･약충 밀도 조사

에서는 0%~50%로 낮은 생물활성을 보였다.

또한 성충 밀도 조사에서는 낮은 생물활성을 보였지만 

오히려 알･약충 밀도 조사에서는 높은 생물활성을 보이는 

몇몇의 sample도 확인이 되었다. 이는 방사한 담배가루이 

성충이 기주에 많이 정착하였지만 알･약충 밀도는 적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sample은 삽입된 유전자가 산란

과 관련된 유전자로 RNAi 효과를 통해 산란이 억제된 것으

로 사료된다.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 추후의 실험으로 생

리･생태적으로 담배가루이 방제에 좋은 효과를 보였던 유

전자 sample을 개별 실험을 통해 담배가루이에서 qRT-PCR

을 이용하여 실제 담배가루이에서 식물에 접종된 담배가루

이 유전자의 발현량 조사를 통한 분자생물학적인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 론

담배가루이는 500종 이상의 넓은 기주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토마토황화잎말림병바이러스(TYLCV)를 비롯한 

100종이상의 바이러스를 매개한다고 알려져 있어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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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고 있다. 이러한 담배가루이는 농약을 살포하여 방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저항성 발현이 빨라서 방제에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해충의 새로운 방제 방법으로 

RNAi 기술을 이용한 해충방제가 많이 연구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RNAi 기술을 이용한 담배가루이 방제를 

위해 담배가루이 cDNA library중 무작위로 90개의 유전자

를 가지고 TRV (Tobacco rattle virus) VIGS vector를 이

용해 방제에 효과적인 유전자 selection을 시도하였다. (1) 

TRV 접종에 따른 담배가루이 성충 밀도는 큰 차이가 없었

다. (2) 담배가루이 유전자를 삽입한 TRV 접종에 따른 담

배가루이 성충 밀도는 sample마다 큰 차이를 보였으며, P 

CV와 N CV가 모두 80%가 넘는 sample은 wh11, wh36, 

wh46, wh50, wh71 총 5개 sample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 담배가루이 유전자를 삽입한 TRV 접종에 따른 담배가

루이 알·약충 밀도 역시 sample마다 큰 차이를 보였으며, 

P CV와 N CV가 모두 80%가 넘는 sample은 wh01, wh09, 

wh10, wh15, wh16, wh23, wh24, wh48, wh64, wh66로 

총 11개의 sample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wh46, wh50, 

wh71의 경우 담배가루이 성충 밀도는 높았으나, 알·약충 

밀도는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생리·생태적으로 담

배가루이 방제에 좋은 효과를 보였던 유전자 sample을 개

별 실험을 통해 담배가루이에서 qRT-PCR을 이용하여 실

제 담배가루이에서 식물에 접종된 담배가루이 유전자의 발

현량 조사를 통한 분자생물학적인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을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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