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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i 기법으로 담배가루이 방제를 위해 선발된 유전자의 식물체내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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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ree genes selected from cDNA library of tobacco whitefly, Bemisia tabaci, were checked whether these 
genes expressed in plant or not, and confirmed the change of gene expression using qRT-PCR in the tobacco whitefly. 
First of all, three genes were inserted in Tobacco rattle virus (TRV) RNA2 vector using Sac I and Xho I restriction 
enzymes, and conducted agro-infiltration in tobacco  plants (Nicotiana benthamianana). And then, it was confirmed that 
TRV RNA2 vector and genes inserted in TRV RNA2 vector were expressed in plant. So, after feeding the tobacco whitefly 
the plants inoculated the genes and induced RNAi of the genes, we plan to confirm the RNAi in the whitefly and investigate 
the changes of gene expression through the q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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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담배가루이(Bemisia tabaci)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며, 

600여종 이상의 기주를 가해하는 주요 흡즙성 해충으로

(Perring, 2001), 기주 선호성이나 매개하는 바이러스 등

에 따라 24종의 생태형이 보고되어 있다(Bedford et al., 

1994; Burban et al., 1992). 담배가루이는 식물의 체관부

를 흡즙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간접적으로 감로배설

로 인한 그을음병을 유발하고 100종 이상의 바이러스를 매

개하는 등 시설재배 작물의 상품성과 수량에 영향을 준다

(Byrne, 1999; Bedford et al., 1994; Jones, 2003). 특히, 

담배가루이에 의해 매개되는 토마토황화위축바이러스인 

TYLCV (tomato yellow leaf curl virus)는 전 세계적으로 

토마토에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히는 바이러스로써, 우리나

라에는 2008년 경상남도 통영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현

재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토마토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

다. 담배가루이는 TYLCV의 유일한 매개충으로 알려져 있

다(Czosnek et al., 2002; Lee et al., 2010).

일반적으로 담배가루이는 살충제를 이용하여 방제하지

만, 시설 내에 침입하면 빠르게 피해를 입히고 짧은 세대기

간이 짧아 약제저항성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 방제가 어

렵다(Choi, 1990; Devine and Denholm, 1998; Nauen et 

al., 2002). 현재까지는 피레스로이드계, 네오니코티노이

드계, 곤충성장조절제(insect growth regulators, IGRs) 계

통 등의 살충제에 대한 약제저항성이 알려져 있다(Horowitz 

et al., 2005; Karatolos et al., 2012; Lee et al., 2002). 

이러한 약제저항성 문제로 인해 미생물농약, 천적, 식물 

essential oil, 곤충병원성 곰팡이 등과 같은 생물적 방제방

법이 연구되고 있고(Choi and Kim, 2004; Kim et al., 2008; 

Yoon et al., 2010), 최근에는 RNAi기법을 이용한 해충방

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Baum et al., 2007; Huvenne 

and Smagghe, 2010; Whyard et al., 2009). 방제 대상 해충

으로의 dsRNA 전달은 기존에는 직접 injection하는 방법과 

dsRNA를 인공먹이에 섞어 섭식시키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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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지만(Mutti et al., 2006; Rangasamy and Siegfried, 

2012; Sapountzis et al., 2014; Wynant et al., 2014), 위의 

두 적용방법 모두 해충방제에 직접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

는 방법들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최근에는 방제대상 곤

충의 dsRNA를 발현시키는 transgenic plant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Bhatia et al., 2012; Mao et al., 2007). 

하지만 이 방법 역시 다양한 유전자를 검토해야 하는 RNAi 

실험에 이용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요구되는 문제

가 있다(Ko et al., 2015). VIGS (Virus Induced Gene 

Silencing) 기법을 이용할 경우 transgenic plant 제작에 비

해 매우 빠르고 효과적으로 유용 유전자를 스크리닝 할 수 

있다. 이전 연구에서는 담배가루이에 대한 cDNA library를 

제작한 뒤, RNAi 발현 vector인 TRV VIGS vector에 무작

위로 cloning한 뒤 식물에 Agro-infiltration시켜 담배가루

이에게 섭식시킴으로써 유전자 별 방제효과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RNAi를 통한 방제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전자 

3개를 선발하였다(Ko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선발된 유전자를 이용하여 방제대상 해충

인 담배가루이의 체내에서 RNA interference가 발현되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한효소를 이용한 일반적인 cloning 

방법을 통해 유전자를 TRV VIGS vector에 cloning하여 식

물에 Agro-infiltration시킨 후,  qRT-PCR를 이용해 이 

식물체를 흡즙한 담배가루이의 유전자 발현량 변화를 확인

하여 TRV VIGS vector의 식물체 접종 및 증식 여부와 선발

된 유전자의 식물체내 발현을 검증하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1. 공시충과 바이러스

담배가루이(Bemisia tabaci)는 25±1℃, 16L:8D, 상대

습도 50~60% 조건의 곤충사육실에서 서광 품종의 토마토

를 기주식물로 하여 계대사육 하였다. TRV(Tobacco rattle 

virus)는 RNA1, RNA2의 두 개의 genome을 가지며, Liu 

등(2002)의 TRV RNA2 VIGS vector를 RNAi 제작에 사용

하였다.

2. TRV cloning

Ko 등(2015)의 생물검정을 통해 선발된 유전자들은 효

과검정을 위해, att site가 아닌 multi-cloning site를 가지

는 TRV RNA2 vector에 cloning하였다. 유전자의 sequence

를 토대로 5′과 3′ 말단에 제한효소 Sac I과 Xho I (NEW 

ENGLAND BioLabs)을 추가하여 제작한 primer (product 

size 250bp)(Table 1)와 담배가루이 total RNA를 template

로 one step PCR(GeNet Bio)을 이용하여 목표로 하는 유

전자를 증폭하였다. 정제된 PCR 산물과 TRV RNA2 vector

는 각각 SacI과 XhoI으로 37℃에서 digestion한 후, 정제하

여 T4 DNA ligase (Promega)를 이용하여 ligation을 수행

하였다. Ligation 산물은 DH5α E. coli competent cell에 

transformation하여, Kanamycin(1㎍/ml)을 포함한 LB 

plate 배지에 200㎕씩 도말하여 배양하였다(37℃, overnight). 

배지상의 colony는 mini prep.을 통해 plasmid DNA를 추

출, sequencing을 통하여 선발된 유전자의 sequence와 일

치하는지 확인하였다.

3. Agrobacterium tumefaciens EHA105 

transformation

Agro-infiltration을 통해 목적 유전자가 삽입된 TRV를 

식물에 접종하고자, Agrobacterium tumefaciens EHA 

105 competent cell에 plasmid DNA를 transformation하

였다. 목적 유전자가 삽입된 TRV RNA2 vector 3 ㎕와 

Agrobacterium tumefaciens EHA 105 competent cell을 

섞어 액체질소에 얼린 뒤, 37℃ water bath에서 녹였다.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한 후, ice에 옮긴 뒤 LB broth 

1㎖을 추가하여 30℃에서 2시간 동안 진탕배양하였다. 이

후, Kanamycin(1㎕/㎖)과 Rifampicin(1㎕/㎖)이 포함된 

LB plate 배지에 도말한 뒤, 30℃에서 2~3일간 배양 하였

다. Agrobacterium stock cell은 만들어 –80℃에 보관하

였다.

4. 담배(Nicotiana benthamianana) Agro- 

infiltration

바이러스 접종을 위해, TRV RNA1, TRV RNA2, TRV 

RNA2: tobacco whitefly cDNA가 들어있는 Agrobacterium

을 Kanamycin(1 ㎍/㎖)과 Rifampicin(1 ㎕/㎖)이 포함된 

LB plate 배지에 streaking하여 30℃에서 1~2일간 배양하

고, 접종할 기주식물인 담배(Nicotiana benthamianana)

는 25℃, 16/8(L/D) 조건에서 4주간 생육하였다. Infil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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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icotiana benthamiana inoculated (A): negative control, (B): TRV RNA2 original vector, (C): unknown gene 1, (D): unknown 
gene 2, (E): unknown gene 3.

buffer(10 mM MES, 10 mM MgCl2)에 접종할 Agrobacterium 

cell을 OD600=0.6으로 현탁하고, Acetosyringone을 150 

mM 첨가하였다. 바이러스의 발현을 위해 TRV RNA1과 

TRV RNA2 또는 서로 다른 유전자가 cloning된  TRV RNA 

2를 동량으로 섞어 주사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사용하여 

잎 뒷면에 접종하였다(Fig. 1).

5. TRV 진단 및 cloning insert확인

식물체 내에서 바이러스 복제와 RNAi발현 여부확인은 

TRV 외피단백질(CP)의 PCR을 통해 확인하였다. Trizol 

reagent(MRC)를 사용하여 담배의 total RNA를 추출한 후, 

Aqua phenol을 사용하여 total RNA를 정제하였다. 정제한 

total RNA는 TRV CP F primer와 TRV CP R pr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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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mers list used in this study.

Clone 5′-oligo 5′-oligo sequence 3′-oligo 3′-oligo sequence

Using primers in TRV cloning

1
TRV 

cloning 1 F
AAA GAG CTC GCA ACA ATG GGA 
AAC AAC AAC A

TRV 
cloning 1 R

AAA CTC GAG AGG ATC CAG ATC 
CGC GGT G

2
TRV 

cloning 2 F
AAA GAG CTC TAG TGC GGA GAT 
GCT GGG C

TRV 
cloning 2 R

AAA CTC GAG GTG AAG ACC TTC 
TCG ACA TC

3
TRV 

cloning 3 F
AAA GAG CTC CCC GCC GCC AAA 
GTC CAA T

TRV 
cloning 3 R

AAA CTC GAG CGG CGT ATT GGT 
TGG AGT AG

Using primers in virus detection in plant

TRV CP TRV CP F TGG GAG ATA TGT ACG ATG AAT C TRV CP R GGA TTA GGA CGT ATC GGA CC

Tobacco 
Whitefly 
cDNA

Insert F

1
AAA GAG CTC GCA ACA ATG GGA 
AAC AAC AAC A

LR check R AAA CTT CAG ACA CGG ATC TAC2
AAA GAG CTC TAG TGC GGA GAT 
GCT GGG C

3
AAA GAG CTC CCC GCC GCC AAA 
GTC CAA T

Fig. 2. An electrophoresis of Agro-infiltration in tobacco. It was 
analyzed TRV RNA2 vector coat protein from 3 genes selected 
from cDNA library of tobacco whitefly on agarose gel for CP 
detection. It was confirmed the size about 600bp (positive 
control coat protein size of 624bp). M: 1kb ladder; Lane 1~9: 
3 genes selected from cDNA library of whitefly, Lane 10: TRV 
RNA2 vector (positive control), Lane 12: negative control.

(Table 1)를 사용하여 one step PCR (GeNet Bio)을 통해 

증폭하였다. 증폭한 PCR 산물은 1% agarose gel 상에서 

10㎕를 100V, 40분 동안 전기영동 하여 확인하였다. CP

를 통한 바이러스 감염 여부 진단 후, ReverTraAce-α-Ⓡ 

(ToYoBo)와 random primer, oligo(dT)20를 사용하여 추

출한 total RNA를 template로 하는 cDNA를 합성한 후, 유

전자 sequence를 토대로 제작한 insert F primer와 LR 

check R primer(Table 1), Primer Taq (GeNet Bio)을 사

용하여 PCR 증폭하였다. PCR 산물은 1% agarose gel 상에

서 10㎕를 100V, 40분 동안 전기영동 하여 확인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곤충에서의 RNAi 발현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

법이 있다. 이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선충의 경우 체색이 

투명해지거나 암컷의 형태가 타원형의 방추모양으로 변형

되는 등의 표현형 변화를 통해 확인하거나 뿌리혹과 난낭 

수의 변화 및 알의 부화율의 변화를 확인하는 생리·생태적 

변화를 통해 RNAi 효과를 확인하고 qRT-PCR을 이용하여 

대상 곤충에서의 특정 대상 유전자의 발현량 변화를 확인 

하는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으로 RNAi 효과를 확인하였다

(Fairbairn et al., 2007; Mao et al., 2007). 본 연구의 선행 

실험에서는 담배가루이의 성충 발생량과 알·약충수의 발생

량 변화 등 개체군 밀도의 변화로 RNAi 효과를 확인하였고

(Ko and Youn, 2015), 방제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3개의 

유전자를 선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발된 3개의 유

전자가 식물체 내에서 발현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이전 실험에서 cDNA library의 screening 작업을 

통해 선발된 3개의 유전자를 제한효소 Sac I과 Xho I을 이

용해 TRV RNA2 vector에 cloning하였다. 유전자를 cloning

한 TRV는 담배(N. benthamianana)에 Agro-infiltration한 

후 CP detection을 통해 식물체 내에서의 유전자 발현 유무

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유전자와 original TRV를 접종한 

담배 sample에서는 600bp 위치에서 band가 확인되었다

(Fig. 2). TRV의 CP size는 약 624bp로, 이를 통해 TRV가 

식물체 내에서 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P를 

확인한 후에는 TRV에 cloning한 유전자(insert)의 발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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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 electrophoresis of Agro-infiltration in tobacco. It was 
analyzed insert from 3 genes selected from cDNA library of 
tobacco whitefly on agarose gel for insert detection. It was 
confirmed the size about 300bp (insert size of 250bp). M: 1 
kb ladder; Lane 1~9: 3 genes selected from cDNA library of 
whitefly, Lane 10: TRV RNA2 vector (positive control), Lane 
12: negative control.

무를 확인하고자 insert의 forward primer와 vector의 

reverse primer를 이용해 insert 부분을 증폭시켰다. 그 결

과, 유전자를 cloning한 TRV를 접종한 담배 sample에서는 

300 bp 위치에서 band가 확인되었다(Fig. 3). 이는 진단을 

위해 증폭시킨 부분이 250 bp의 insert와 TRV vector의 

일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감안하면 식물체 내에서 cloning한 

유전자 또한 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P detection과

는 다르게 TRV positive control에서는 어떤 band도 확인

되지 않았는데, 이는 증폭에 사용한 primer 중 insert의 

forward primer가 binding되지 않아 진단이 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된다. 

IV. 결 론

담배가루이는 600여종의 기주를 광범위하게 가해하는 

주요 흡즙성 해충으로, 흡즙으로 인한 피해 뿐만 아니라 

TYLCV (Tomato yellow leaf curl virus)를 포함한 100종 

이상의 바이러스를 매개한다. 일반적으로 살충제를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하지만 저항성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NAi를 통해 담배가루이를 방

제하기 위해 이전 실험에서 선발한 target gene에 대한 식

물체내에서의 RNAi 발현 효과를 알아보았다. 먼저, 식물체 

내에서의 유전자 발현 유무를 확인하고자 유전자를 cloning

한 TRV vector를 담배에 접종하여 TRV의 CP를 detection

하였다. 그 결과, TRV의 CP size인 624 bp와 유사한 600 

bp의 위치에서 band가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식물체 내에

서 TRV가 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P detection 

후에는 TRV RNA2 vector에 cloning한 유전자도 안정적으

로 발현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insert를 포함한 증폭시킨 

부분의 size와 유사한 300 bp의 위치에서 band가 나타나 

삽입된 유전자도 식물체 내에서 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후 TRV vector를 통해서 목적 유전자를 접종시

킨 담배를 담배가루이에게 섭식시켜 담배가루이 체내에서

의 RNAi를 유도한 후 qRT-PCR을 통해 유전자 발현량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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