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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an potato latent virus 검출을 위한 PCR 기반 진단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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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ndean potato latent virus (APLV) is a phytopathogenic virus that belongs to the Group IV (+) sense ssRNA 
viruses of the genus Tymovirus. It mainly infects potatoes and is specified as a controlled quarantine virus in Korea. 
In this study, two primer sets of RT-PCR and nested PCR [set 2 (404 → 259 bp) and set 23 (501 → 349 bp)], were 
selected, which can rapidly and accurately diagnose APLV in quarantine sites. In addition, a modified-positive control 
plasmid is development, can possible verification of laboratory contamination in diagnosis of APLV detection. The 
PCR-base system develop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diagnose APLV and contribute to the plant quarantin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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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Andean potato latent virus (APLV)는 Group IV (+) 

sense ssRNA viruses, Tymovirus속으로 분류되며 1966

년 최초로 보고되었다(Gibbs et al., 1966). APLV는 약 28 

nm 지름의 정방형으로 딱정벌레(Epitrix spp.) 및 종자전

염을 하고(Jones et al., 1977; Fribourg et al., 1977), 

핵산은 3개의 단백질을 암호화하며 총 염기서열의 길이는 

약 6.4 kb이다(Koenig and Lesemann, 1981; Bernal et 

al., 2000). APLV는 파파리자, 비름과, 명아주과, 박과 및 

가지과에서 감염 보고사례(Gibbs and Harrison, 1969; 

Koenig and Bode, 1978)가 있으며, APLV 감염증상은 주

로 괴사반점, 오그라짐, 잎 끝의 괴사 및 모자이크가 나타

날 수 있다. APLV는 유럽식물보호연맹의 검역목록에 올라

있는 non- European potato viruses로 감자에 대한 위험 

병원체로 분류되며, 우리나라에서도 감자(Solanum 

tuberosum)와 파파리자(Ullucus tuberosus) 수입 시 검사

를 수행하는 관리급 검역바이러스로 지정되어있다(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2013). 최근 검역현장에서는 많은 검사량과 검사인력 부족 

등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기초의 

검사 방법들과 유전자변형-양성대조구가 개발 및 현장적

용(Lee et al., 2013a; Lee et al., 2013c; Lee and Shin, 

2014; Lee et al., 2014a; Lee et al., 2015)되어 바이러스 

검역실적이 증가하였으나(Shin, 2009; Lee et al., 2013b), 

APLV를 검출하기 위한 진단방법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검역현장에서 APLV를 정밀진단 할 

수 있는 역전사(RT)-PCR, nested PCR 및 유전자변형 양

성대조구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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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프라이머 설계 및 재료수집

APLV와 함께 14종(유사염기서열 및 동일 기주에 감염될 

가능성을 가진 바이러스)의 염기서열(GenBank accession 

No. NC_020470, NC_020471, NC_007609, NC_001480, 

NC_001977, NC_001746, NC_009532, S97776, NC_011539, 

NC_002164, NC_001747, NC_011062, NC_011537, NC_004063 

및 AF035633)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염기서열들은 multiple 

alignment 후 Primer3를 사용하여 종 특이적 프라이머를 

탐색하였다(data not shown). APLV-특이적 프라이머 설

계 후 RT-PCR 증폭 산물이 가장 많이 조합되는 부분을 

대상으로 Bioneer (Korea)에 의뢰하여 유전자 합성을 수행

하였으며, 합성한 유전자는 1 ng/㎕로 조절하였다(Lee et 

al., 2014). 한편 APLV, Poinsettia mosaic virus (PnMV), 

Turnip yellow mosaic virus (TYMV), Potato X virus 

(PVX), Potato Y virus (PVY) 및 Potato T virus (PVT)의 

감염기주, RNA 또는 cDNA를 구매(Adgen, England; Bione, 

Korea) 또는 유관기관의 협조로 수집하였다. 또한 APLV

가 감자에 발생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진단시스템 개

발에 활용하기 위하여 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감자를 구

매하였다.

2. 핵산추출 및 RT-PCR 프라이머 선발

이병시료의 RNA추출 RNeasy
®
 Plant mini kit (Qiagen, 

Netherlands)를 사용하였고, 감자 genomic DNA는 DNeasy
®
 

Plant mini kit (Qiagen, Netherlands)를 사용하여 프로

토콜에 따라 핵산을 추출하였다(Lee et al., 2014b). RT-PCR 

프라이머 선발은 기존에 보고된 검역현장 방법을 적용(Lee 

et al., 2013b)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ⅰ) 합성한 plasmid

를 주형으로 특이적 밴드를 형성하는 프라이머 조합을 1차

로 선발하였고, ⅱ) 1차 선발된 프라이머 조합들을 대상으

로 참고바이러스주 5종들과 반응하여 비 특이적 밴드를 형

성하는 조합을 제외하는 2차 선발을 수행하였다. ⅲ) 2차 

선발된 프라이머 조합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감자의 genomic 

DNA에 비 특이적인 밴드를 형성하는 조합을 제외하는 3차 

선발을 수행하였다. ⅳ) 프라이머 조합의 위치와 반응강도

를 고려하여 2개의 RT-PCR 프라이머 조합을 최종 선발하

였고 검출한계 실험을 수행하였다. 

3. Nested PCR 프라이머 선발 및 유전자변형-

양성대조구 제작

Nested PCR 프라이머 선발을 위하여 최종 선발한 2개의 

RT-PCR 산물의 안쪽 영역을 증폭할 수 있는 프라이머 조

합을 설계하고, 100배 희석 RT-PCR 산물을 주형으로 반

응하였다. 밴드의 강도 및 RT-PCR 산물 크기의 차이를 

고려하여 PCR 반응을 하였으며, 조건과 조성은 이전에 보

고된 검역현장 바이러스 검출법과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Lee et al., 2015). 한편 APLV 진단에 사용할 유전자변형 

양성대조구 플라스미드를 제작하였다. 최초 제작한 800 bp 

플라스미드를 대상으로 최종 선발한 nested PCR 증폭산물 

영역에 Xho I이 반응할 수 있는 염기서열을 Site-Directed 

Mutagenesis Kit (Enzynomics, Korea)를 이용하여 삽입

하였다(Nelson and McClelland, 1992). 최종적으로 유전

자의 삽입은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4. APLV 진단시스템 검증

APLV 이병시료에서 추출한 RNA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

서 개발한 진단시스템을 적용하였다. RT-PCR과 nested 

PCR은 동일하게 수행하였으며, 전기영동은 HT DNA 

LabChip® Kit ver. 2 (Caliper Life Sciences, USA)를 사

용하여 APLV-특이적 밴드를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APLV 특이적 프라이머 13개(정방향 7개 및 역방향 6개)

가 설계되었으며, 83-781 bp의 PCR 증폭이 가능한 31개 

조합을 구성하였다(data not shown). 최초 31개의 조합을 

대상으로 APLV 특이적 유전자 선발을 수행한 결과 모든 

조합이 밴드를 형성하였으나, 이 중 300-800 bp의 PCR 

산물을 형성한 12개의 RT-PCR 프라이머 조합을 선발하였

다(Fig. 1A). APLV에 특이적 밴드를 형성한 12개의 

RT-PCR 프라이머 조합을 대상으로 참고바이러스주 5종

과 비 특이적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 7개의 조합에서 비 

특이적 밴드가 증폭된 반면 RT-PCR 프라이머 조합 2, 17, 

23, 28 및 30에서는 비 특이적 현상이 분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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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lection of specific RT-PCR and nested PCR primer 
sets for detecting APLV
First (A), second (B) and third (C) selection of APLV-specific 
RT-PCR primer sets. Lane M, 100 bp step DNA Ladder maker 
(Genepia, Korea); lane number, RT-PCR primer sets; dot, 
selected RT-PCR primer set. +, positive control; - or N, negative 
control; Pn, Poinsettia mosaic tymovirus; TY, Turnip yellow 
mosaic tymovirus; PX, Potato X potexvirus; PY, Potato Y 
potyvirus; PT, Potato T trichovirus. Panel D, sensitivity of 
RT-PCR primer set 2 and 23. Lane number, diluted values.

Fig. 2. Selection of nested PCR primer sets for APLV detection 
Lane M, 100 bp step DNA Ladder maker; lane 1-3, nested PCR 
products of RT-PCR primer set 2; lane 4-7, nested PCR 
products of RT-PCR primer set 23; circle, final selection of 
nested PCR primer set for detection of APLV.

(Fig. 1B). 또한 참고바이러스주에 반응을 하지 않은 5개의 

RT-PCR 프라이머 조합을 대상으로 감자 genomic DNA에 

비 특이적인 반응을 분석하였으나 밴드를 형성하지 않았다

(Fig. 1C). 이에 따라 증폭산물의 위치와 반응강도를 고려

하여 RT-PCR 프라이머 조합 2와 23을 선정하였으며, 조

합 2는 10
–10
 및 조합 23은 10

-7
로 검출감도가 분석(Fig. 1D)

되어 APLV 진단에 적합한 RT-PCR 프라이머 조합으로 최

종 선발되었다.

RT-PCR을 재검증할 수 있으며 더욱 높은 검출감도의 

증폭을 하기위하여 nested PCR 프라이머 조합을 설계하였

다. RT-PCR 프라이머 조합 2의 nested PCR 프라이머 조

합은 3개 조합[APLV_F3/R1 (259 bp), APLV_F3/R2 (298 

bp) 및 APLV_F4/R2 (147 bp)]이었으며, 조합 23은 4개 

조합[APLV_F4/R4 (212 bp), APLV_F5/R5 (389 bp), APLV_ 

F6/R5 (349 bp) 및 APLV_F7/R5 (334 bp)]이었다. Nested 

PCR 결과 모든 조합에서 APLV 특이적 밴드를 형성하였으

나, 염기서열 분석을 위한 증폭 크기 및 RT-PCR과의 차이

를 고려하여 각각 1개씩의 nested PCR 조합을 선발하였다. 

따라서 RT-PCR 프라이머 조합 2는 APLV_F3/R1 (259 bp) 

및 조합 23은 APLV_F6/R5 (349 bp)가 가장 적합한 nested 

PCR 조합으로 선발되었다(Fig. 2). 이에 따라 RT-PCR 조합 

2 (nested PCR 증폭산물 259 bp)와 조합 23 (nested PCR 

증폭산물 349 bp)이 검역현장에서 APLV를 진단하는 최종 

RT-PCR 및 nested PCR 프라이머 조합으로 선발되었다

(Table 1).

또한, PCR 등 분자생물학적 진단시스템에는 양성대조구 

개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대량으로 수입하는 시료

에 대한 검역검사법의 개발은 정밀성과, 편의성, 신속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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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inal selectived RT-PCR and nested PCR primer sets for detecting APLV from quarantine sites.

Primer
Sequence

Length
(mer)

Band size
(bp)Set PCR Name

2

RT
APLV_F1 GCCAGAGAGTTGCTAATC 18

404
APLV_R2 GACGAGGTTGATGGTGATA 19

Nested
APLV_F3 GACTCCTGCCGTTTCTAA 18

259
APLV_R1 CCAAGTAGGTGGGAGTAA 18

23

RT
APLV_F4 AGTCTCTCCTCTTCCACCGT 20

501
APLV_R5 GATTGGACCTTTGTGTGCTA 20

Nested
APLV_F6 AAAGCCCAGCGAGATACTC 19

349
APLV_R5 GATTGGACCTTTGTGTGCTA 20

Fig. 3. The result of RT-PCR and nested PCR for detecting 
APLV RNA sample using HT DNA LabChip® Kit ver. 2
Lane M, HT DNA 5K maker (Caliper Co.); lane 1, APLV 
RT-PCR primer set 2; lane 2 (404 bp), nested PCR primer set 
of RT-PCR primer set 2 (259 bp); lane 3, APLV RT-PCR primer 
set 23 (501 bp); lane 4, nested PCR primer set of RT-PCR 
primer set 23 (349 bp).

특이성을 가져야 하며, 검사법이 표준화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검사결과에 대한 오염여부와 거짓양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 안정성과 함께 보다 과학

적인 검역을 지원해야 한다(Lee et al., 2013a). 그러나 검

역바이러스는 국내 미보고 바이러스로 국내 유입시 농가에 

직접적 및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며, 나아가서는 관련 작물

의 수출제한 등 국가적 피해가 따를 수 있어 시료의 활용이 

제한된다(Shin, 200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플라스미

드를 이용한 양성대조구 개발을 수행하였다. APLV 특이적 

RT-PCR 프라이머 조합 2를 선택하여 이들의 nested PCR 

증폭부위 안쪽으로 염기서열을 삽입한 결과 CTCGAG 삽입

이 확인되었다(data not shown). 플라스미드로 만들어진 

양성대조구는 작물로 감염 우려가 없고, 세포로 보존되어 

있어 언제든지 plasmid prep.으로 쉽게 활용이 가능하며, 

유전자의 삽입으로 실험실 오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양성대조구로부터 실험실 오염이 일어

날 경우 다음의 2가지 증상이 나타날 것이다; i) RT-PCR 

프라이머 조합 2의 nested PCR 산물을 대상으로 제한 효소 

Xho I가 반응하여 두 개의 밴드가 관찰되거나, ii) nested 

PCR 산물의 염기서열 분석 시 인위적으로 삽입한 6개의 

염기서열 부위가 분석될 것이다(Lee et al., 2013a).

한편, 검역병원체는 식물을 자연기주로, 국내에 분포하

지 않는 병원체 중 검역적 위험도가 높은 병원체를 매년 

병해충 위험도 평가(Pest Risk Analysis)를 거쳐 ‘금지급’, 
‘관리급’ 및 ‘규제비검역’으로 구분한다(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2013; 

Lee, 2013). 금지급은 병원체의 위험도가 높아 병원체와 

관련된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며, 관리급 또는 규제비검역

은 수입검사에서 발견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 처분을 하고 

있다(Lee, 2013). 지금까지 보고된 RT-PCR 및 nested 

PCR 진단시스템들(Shin, 2009; Lee, 2013; Shin and 

Rho, 2014; Lee et al., 2015)은 기존의 진단시스템인 효소

결합면역흡착측정법으로 검출하지 못한 Cherry leaf roll 

virus 및 감자걀쭉병 등 새로운 바이러스들을 검출하면서 

바이러스 검출실적이 증가하였다(Shin, 2009). 또한 동일

한 조성과 조건을 사용하는 RT-PCR 및 nested PCR 진단

시스템은 현장에서 활용이 매우 편리하였으며 1년 이상의 

충분한 점검기간 및 모니터링 기간을 통해 식물검역에 기

여하고 있다(Lee, 2013).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개발한 진

단시스템은 향후 감자 등 수입작물에서 APLV 검역에 기여

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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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적 요

Andean potato latent virus (APLV)는 Group IV (+) 

sense ssRNA viruses, Tymovirus속으로 분류되는 식물

병원성 바이러스로, 주로 감자에 감염되며 국내 관리급 검

역바이러스로 지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검역현장에서 

APLV를 신속･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2개의 RT-PCR 프

라이머 조합[조합 2 (404 bp)와 23 (501 bp)]과 각각의 

nested PCR 조합(404→259 bp 및 501→349 bp)을 선발

하였다. 또한, 진단에 양성대조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

전자변형 양성대조구를 개발하여 실험실 오염에 대한 검증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PCR 기반 진단

시스템은 향후 검역 현장에서 APLV를 검출하여 우리나라 

식물검역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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