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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T바이러스 검정을 위한 RT-PCR 및 Nested PCR 진단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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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otato virus T (PVT) is a plant pathogen in the family Betaflexiviridae, group IV single-stranded positive sense 
RNA viruses. The major host of PVT is potato, and it has been reported in Ullucus tuberosus, Oxalis tuberosa and Tropaeolum 
tuberosum. This study aimed at developing reverse transcription (RT)-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and nested PCR 
techniques for specific detection of PVT. Finally, Two RT-PCR primer sets were developed and verified. The RT-PCR 
products were amplified to 734 (PVT RT-PCR primer set 6) and 828 bp (PVT RT-PCR primer set 29) long to detect 
PVT. The nested PCR primer sets [PVT-N70/C20 (734→315 bp) and PVT-N75/C30 (828→529 bp)] were developed which 
are high sensitivity and verification for detection of PVT. Furthermore, a modified-positive control plasmid is use to verify 
contamination of laboratory in PVT detection. This study supported the diagnose PVT in potato or PVT related h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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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감자 T 바이러스(PVT)는 group IV (+) sense ssRNA 

viruses, Betaflexiviridae과에 속하는 식물병원성 바이러

스이다. PVT의 주요 숙주는 감자이며, 울루코(Ullucus 

tuberosus), 괭이밥속 투베로사(Oxalis tuberosa) 및 금련

화(Tropaeolum tuberosum)도 자연기주로 알려져있다

(Lizárraga et al., 2000). PVT가 감염된 감자의 잎에서는 

괴사 (necrosis)와 얼룩증상이 보고된 사례가 있으며, 감자 

괴경이나 진정종자의 생식질 물질로 전염이 보고되고 있다. 

한편, PVT 등 식물바이러스들은 오랜 기간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로 진단(Stein et al., 

1979)하였으나, ELISA의 검출감도와 거짓양성반응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Caruso et al., 2003), 이에대한 대

안으로 분자생물학적 방법이 제시･활용되었다(Kim et al., 

2000; Kim et al., 2005).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

된 PCR 방법은 조건이 서로 상이하여 시료에서 다양한 바이

러스들을 검사할 경우 활용이 불편하였다. 이로 인하여 최근 

식물바이러스 진단 시 검사조건을 통일시킨 user-base의 검

사방법이 개발 및 적용(Lee, 2013; Lee and Shin, 2014; 

Lee et al., 2014; Shin, 2009; Shin and Rho, 2014)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같은 방법으로 적용된 PVT 진단법은 보고

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자 등에 감염될 수 있

는 PVT를 검출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을 개발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시료수집 및 프라이머 제작

PVT의 특이적 프라이머 선발을 위하여 PVT 및 15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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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 primer sequences for detecting Potato virus T (PVT)

Primer name Sequence (5’ → 3’) Length (bp) Location*

Forward

PVT-N10 AGAGGATGAAGACCTGCTCG 20 3,353-3,373
PVT-N20 GAGAATCGTGATGGCAGA 18 3,698-3,716
PVT-N30 TGGTCAAACACTGGCTTG 18 3,992-4,010
PVT-N40 GAAACTTCGGATGGGATGT 19 4,286-4,305
PVT-N50 AAGCCAATGTTCTGTGGG 18 4,533-4,551
PVT-N60 AAGAAGCAACTGCCACCA 18 4,758-4,776
PVT-N70 GAGCCTTTGTATTCGGACTT 20 5,066-5,086
PVT-N80 TCAGTTAGGTCGGCGAGTT 19 5,614-5,633

Reverse

PVT-C10 TCCCAGACCTTGAATGACG 19 6,256-6,274
PVT-C20 CCAGATGGTGTTTCTACTCG 20 5,874-5,893
PVT-C30 AACTCGCCGACCTAACTGAC 20 5,613-5,632
PVT-C40 TGTAAATCACTCCGCCAC 18 5,333-5,350
PVT-C50 GGGCAAATCAAGACCAATAC 20 4,949-4,968
PVT-C60 GCAAACGCAATCACAGTG 18 4,415-4,432
PVT-C70 TCTACATCCCATCCGAAGT 19 4,289-4,307
PVT-C80 TGACCTTTCAGAGTGGGA 18 3,885-3,902

*Sequences are based on Potato virus T from Peru (EU835937).

참고바이러스 주[Alfalfa mosaic virus (AMV), Andean 

potato mottle virus (APMoV), Arracacha virus B (AVB), 

Cucumber mosaic virus (CMV),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STVd), Potato virus A (PVA), Potato virus S 

(PVS), Potato virus X (PVX), Potato virus Y (PVY), 

Tobacco mosaic virus (TMV), Tobacco necrosis virus 

(TNV), Tomato mosaic virus (ToMV), Tobacco rattle 

virus (TRV), Tobacco streak virus (TSV) 및 Tomato 

spotted wilt virus (TSWV)]의 이병시료, RNA 또는 

cDNA를 구매(Adgen, England; Bione, Korea) 또는 수집

하였다. 또한 PVT의 특이적 프라이머는 BioEdit version 

7.1.3 (Hall, 1999)와 DNAMAN DNA analysis software 

package version 6.0 (Lynnon Biosoft, Canada)를 사용하

여 탐색하였다(Lee and Shin, 2014).

2. 핵산추출 및 특이적 프라이머 선발

시료에서 RNA추출, RT-PCR, nested PCR, 전기영동 

및 종특이적 프라이머 선발 방법은 이전에 수행했던 방법

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다(Lee et al., 2013). 또한, 추

출한 PVT의 RNA를 정량하고 10
-8
까지 10배 단계희석 후 

RT-PCR 검사법의 검출감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3. 유전자변형-양성대조구 플라스미드

PCR 진단시스템에서 실험실 오염으로 인한 거짓 양성반

응을 검증할 수 있는 양성대조구로 개발을 위하여, pGEM
®
- 

T easy vector (Promega, USA)와 site-directed mutagenesis 

kit (Enzynomics, Korea)를 사용하였다(Nelson and McClelland, 

1992). PVT를 특이적으로 검출 할 수 있는 최종 RT-PCR 

프라이머 조합 중 검출감도가 높은 하나의 조합을 선정하

였고, nested PCR 증폭산물이 반응하는 산물에 제한효소 

Xho I이 반응할 수 있는 염기서열 ‘CTCGAG’ (6 bp)를 삽입

하였다(Lee and  Shin, 2014). 최종적으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삽입 여부를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PVT의 특이적인 프라이머는 총 16개(정방향 8, 역방향 

8개)가 제작되었고, 각각의 위치와 염기서열 정보는 Table 1

과 같다. 정방향 및 역방향 프라이머들을 조합하여, 최초 

348-1,230 bp의 PCR 증폭이 가능한 32개 조합을 구성하

였다. PVT의 RNA를 주형으로 특이적 실험을 수행한 결과, 

32개의 조합 중 반응 강도가 뛰어나고, 진단에 장애를 주는 

비 특이적 밴드가 형성되지 않은 12개의 조합(조합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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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 Primer selection and sensitive test Panel A, first RT-PCR primer selection for specific detecting Potato virus T. Lane M, 
100 bp step DNA Ladder maker (Genepia); lane number, RT-PCR primer set number; dot, selective primer set. Panel B, second 
and third RT-PCR primer selection for specific detecting Potato virus T. Lane M, 100 bp step DNA Ladder maker (Genepia); lane 
1, PVT (positive control); lane 2, Alfalfa mosaic virus; lane 3, Andean potato mottle virus; lane 4, Arracacha virus B; lane 5, Cucumber 
mosaic virus; lane 6, Potato spindle tuber viroid; lane 7, Potato virus A; lane 8, Potato virus S; lane 9, Potato virus X; lane 10, 
Potato virus Y; lane 11, Tobacco mosaic virus; lane 12, Tobacco necrosis virus; lane 13, Tomato mosaic virus; lane 14, Tobacco 
rattle virus; lane 15, Tobacco streak virus; lane 16, Tomato spotted wilt virus; dot, selective primer set. Panel C, sensitive test of 
final selective RT-PCR primer sets. Lane M, 100 bp step DNA Ladder maker (Genepia); lane number, dilution value.

6, 9, 14, 18, 19, 23, 24, 28, 29 및 32)을 선발하였다(Fig. 

1A). 특이적 밴드로 선발된 12개의 조합을 대상으로 PVT

와 유연관계 및 관련 숙주에 감염될 가능성을 가진 15종의 

참고바이러스주 핵산을 반응하여 비 특이적인 반응을 분석

하였다. 참고바이러스주들과의 비 특이적 분석결과 12개 

조합 중 3개 조합(조합 19, 23 및 24)에서 비 특이적 밴드

가 형성된 반면 나머지 9개 조합에서는 비 특이적 밴드가 

형성되지 않았다(Fig. 1B). 이에 따라 증폭위치, 산물의 증



이시원 / 감자T바이러스 검정을 위한 RT-PCR 및 Nested PCR 진단시스템 개발

농업과학연구 제42권 제2호, 2015. 6102

Table 2.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and nested PCR primer sets selected to detect Potato virus T (PVT)

Set
RT-PCR primer set Nested PCR primer set

Forward Reverse Length (bp) Forward Reverse Length (bp)
6 PVT-N20 PVT-C60 734 PVT-N30 PVT-C70 315
29 PVT-N70 PVT-C20 828 PVT-N75 PVT-C30 529

Fig. 3. Restriction enzyme (Xho I) to cut the Potato virus T (PVT) modified-positive control plasmid.

Fig. 2.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and nested PCR results for detecting Potato virus T (PVT) Lane 
M, 100 bp step DNA Ladder maker (Genepia); lane 1, PVT 
RT-PCR primer set 6 (734 bp); lane 2, nested PCR of PVT 
RT-PCR primer set 6 (315 bp); lane 3, PVT RT-PCR primer 
set 29 (828 bp); lane 4, nested PCR of PVT RT-PCR primer 
set 29 (529 bp).

폭크기 및 밴드의 강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조합 6과 

29를 선발하였다. 또한 최초 PVT가 포함된 RNA 농도는 

150.4 ng/㎕로 측정되었으며, 이것을 단계희석하여 최종 

선발한 RT-PCR 프라이머 조합 6과 29의 검출감도를 분석

한 결과 두 개 조합이 모두 10
-6
으로 분석됨에 따라 PVT 

진단을 위한 적합한 RT-PCR 프라이머 조합으로 분석되었

다(Fig. 1C).

최종 선발한 PVT RT-PCR에 대한 각각의 nested PCR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이적 프라이머를 조합하였다. RT-PCR 

프라이머 조합 6의 nested PCR 프라이머 조합은 PVT-N30

과 PVT-C70이며, 조합 29의 nested PCR 프라이머 조합

은 PVT-N70과 PVT-C30으로 설계되었고, 각각 315 및 

529 bp을 증폭하여 PVT에 대한 특이성이 분석되었다(Fig. 2).

유전자변형-양성대조구 제작을 위하여 RT-PCR 조합 

29의 nested PCR 프라이머 조합을 선정하였다. Nested 

PCR (PVT-N70/PVT-C30, 529 bp) 증폭산물을 대상으

로 제한효소 Xho I이 반응할 수 있는 염기서열 ‘CTCGAG’ 
(6 bp)를 삽입하였으며,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6개의 염

기서열 삽입이 분석되었다(Fig. 3).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PVT를 진단하기 위한 RT-PCR은 



Siwon Lee / Development of a diagnostic system to detect potato virus T using RT-PCR and nested PCR

CNU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2(2), 2015. 6 103

조합 6 [PVT-N20/C60 (734 bp)]과 조합 29 [PVT-N70/C20 

(828 bp)]이며, 조합 6의 nested PCR은 PVT-N30/C70 (315 

bp), 조합 29의 nested PCR은 PVT-N75/C30 (529 bp)이다

(Table 2). 유전자변형-양성대조구 플라스미드를 진단에 양

성대조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만약 대조구로부터 오염이 일어

날 경우, RT-PCR 조합 29의 nested PCR은 (PVT-N75/C30, 

529 bp)로부터 인위적으로 삽입한 6개 염기서열이 분석되거

나 또는 산물을 Xho I 제한효소 처리를하면 밴드가 두 개로 

나뉘어져 진단에서 오염을 검증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동일조건의 PCR 진단시스템은 약 20여종의 식

물바이러스를 대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Lee, 2013; Lee 

and Shin, 2014; Lee et al., 2014; Shin, 2009; Shin and 

Rho, 2014), 이러한 진단 시스템들은 검역현장 등 검사수

요가 많은 기관에서 표준 검사방법으로 활용 중이다. 또한 

검역바이러스 등 수집하기 힘든 대하여 유전자합성을 기반

으로 PCR 및 nested PCR 진단시스템을 개발한 사례가 보

고되는 등 향후에도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이라고 사료된다(Lee et al., 2014). 한편 본 연구에서 개발

한 분자생물학적 진단 시스템은 향후 감자 등 관련 작물에

서 PVT를 진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IV. 결 론

Potato virus T (PVT)는 group IV (+) sense ssRNA 

viruses, Betaflexiviridae과에 속하는 식물병원체로, 주요 

기주는 감자이며 울루코, 괭이밥속 및 마수아 등에서도 보

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PVT를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RT-PCR과 nested PCR 검사방법 개발을 목적으

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2개의 RT-PCR 조합이 선발되었으

며, 산물은 각각 734와 828 bp를 증폭하였다. 더욱 높은 

검출감도로 PVT를 검출할 수 있으며 RT-PCR을 검증하

기 위한 nested PCR 프라이머 조합은 734→315 bp와 828

→529 bp 크기로 각각 증폭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

한 유전자변형-양성대조구 플라스미드는 PVT 검출에서 

실험실 오염 검증에 사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감자 및 PCT 

관련 숙주에서 PVT를 진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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