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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tep RT-PCR 방법에 의한 수입 호접란묘의 심비디움 

모자이크 바이러스와 오돈토글로섬 윤문 바이러스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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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experiment was carried out to detect the cymbidium mosaic virus (CymMV) and the odontoglossum
ringspot virus (ORSV) in the seed-derived plantlets of Phalaenopsis imported from Taiwan by one-step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Simple and rapid crude plant extracts for RT-PCR were prepared. 
The reverse transcription step was performed at 42℃ for 45 min and the following thermal cycling scheme was used
for 36 reaction cycles: template predenaturation at 96℃ for 2 min, template denaturation at 96℃ for 30 s, primer 
annealing at 60℃ for 30 s, and DNA synthesis at 72℃ for 1 min. Of the 40 seed-derived plantlets of Phalaenopsis
imported from Taiwan, all of them were infected with CymMV, but ORSV was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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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국민 문화 수 이 향상됨에 따라 난에 한 수요가 증가하여 외

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난의 종류와 수량이 속히 증가되고, 이들 

수입 식물로부터 외국의 병해충이 함께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

이다. 호 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있는 양란 의 하나로서 

주로 만 등지에서 수입된 라스크 묘를 재배하여 2회 분갈이 

과정을 거쳐 18～24개월 사이에 시장 출하되고 있다. 난의 바이러

스는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지만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은 일반

으로 심비디움 모자이크 바이러스(cymbidium mosaic virus: 
CymMV)와 오돈토 로섬 윤문 바이러스(odontoglossum ringspot 
virus: ORSV)이다(Hu 등, 1993). 국내에서 재배하는 난에서도 심

비디움 모자이크 바이러스와 오돈토 로섬 윤문 바이러스의 피해

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박 등, 1998; Ryu 등, 1998), 특히 호

란에서는 검정 식물체 에서 29.7%(박 등, 1998) 는 42.9% 
(Ryu 등, 1998)의 식물체가 CymMV 는 ORSV에 감염된 것으

로 나타났다. ELISA 방법(Clark와 Adams, 1977)이 개발되어 식

물의 바이러스 검정에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Ma 등, 1994 ; 윤 등, 
1998; 윤 등, 1991), 최근에는 역 사 합효소 연쇄 반응(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을 이용한 바

이러스 검정 기술이 실용화되어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의 검정(이 

등, 1996), 감자 잎말림 바이러스의 검정(  등, 1996), potato 
virus S의 검정(정 등, 1997)  수박에서 오이 녹반 모자이크 바

이러스의 검정(양 등, 1998) 등에 활용된 바 있으며, RT-PCR 방

법은 ELISA 방법보다 103배 이상 정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등, 1996; 박 등, 1998). 기존의 RT-PCR 기법은 RT 반응 후 PCR 
반응을 수행하여 2단계로 실험이 수행되었으나(  등, 1996; 정 등 

1997; 이 등, 1996), 최근에 개발된 one-step RT-PCR 방법은 RT 
반응과 PCR 반응이 primer와 효소를 추가로 첨가하지 않고 한 개

의 tube 내에서 수행됨으로써 실험 단계를 이고 오염 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 이 있다(Marinho 등, 1998). 본 실험에서는 

바이러스 이병 증상을 보이는 호 란 식물체를 공시하여 one-step 
RT-PCR 방법에 의해 CymMV와 ORSV의 검정 조건을 구명하고, 

자 미경으로 CymMV와 ORSV 입자를 검경하 으며,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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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난 재배 농가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만 수입 호 란묘의 바

이러스 감염 정도를 검정하기 하여 실생 번식 식물체를 공시하여 

one-step RT-PCR 기술에 의해 CymMV와 ORSV의 감염 여부를 

검정하 다.
 

재료  방법 

식물 재료  바이러스 추출

본 실험에 사용한 식물 재료 에서 양성 조구 식물체로는 충

남 서산시에 있는 난 재배농장 고려원에서 재배 인 호 란 성묘 

에서 바이러스 이병 증상을 보이는 식물체를 수집하여 CymMV
와 ORSV에 이병된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 으며, 만 수입 실생

묘로는 충남 서산시 고려원에서 수집한 라스크묘 에서 20개체

와 경기도 화성군에 있는 난 재배농장 세제란원에서 수집한 라스

크묘 에서 20개체를 사용하 다. RT-PCR을 한 total RNA 추
출은 이 등(1996)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호 란 식물체의 잎 조

직으로부터 추출하 다. 즉, Eppendorf tube(1.5mL) 뚜껑을 이용

하여 직경 약 1cm의 편 2매(약 0.1g)를 직  Eppendorf tube 내
로 채취한 후, 액체질소로 동결하여 유리 으로 마쇄한 후 200μL 
추출용 완충액(3M guanidium thiocyanate, pH 6.5인 10mM 
2-ethane sulfonic acid, 30mM EDTA)을 첨가하 다. Phenol : 
chloroform : isoamyl alcohol(25:24:1)을 200μL 넣고 잘 섞은 

후 12,000rpm으로 4℃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징액 100μL
를 취하 으며, 상징액 100μL 에서 2μL와 DEPC(Diethyl-
pyrocarbonate) water 98μL를 섞어서 1:50(v/v) 농도로, 는 상

징액 1μL와 DEPC water 99μL를 섞어서 1:100(v/v) 농도로 희

석한 후 94℃에서 5분간 열처리 하여 RT-PCR용 template로 사용

하 다. 
 
One-Step RT-PCR

RT-PCR은 (주)기산과학의 RT-PCR kit를 사용하여 하나의 tube
내에서 one-step으로 수행되었으며, RT-PCR 조건은 Griesbach 
(1995), 이 등(1996), Marinho 등(1998)  양 등(1998)의 방법을 

참고로 하여 4μL RCR Mix(20mM dNTP mixture, 25mM 
MgCl2, 5u․μL-1 thermostable DNA polymerase, 40units 
reverse transcriptase-MMuLV), 4μL RNA액, 6μL sense primer 
(24pmol)  6μL anti-sense primer(24pmol)를 넣어 총 20μL로 

조  후 42℃에서 45분간 반응시켜 cDNA를 합성하 으며, PCR
은 96℃에서 2분간 template를 비 변성시킨 후 96℃에서 30 간 

template 변성, 55℃ 는 60℃에서 30 간 primer 부착  72℃
에서 60 간 DNA 합성을 1cycle로 하여 총 36cycle 는 

40cycle을 반응시키고, 72℃에서 10분간 충분하게 증폭시켰다. 이 

때 사용한 CymMV primer와 ORSV primer는 (주)기산과학에서 

구입하 으며, primer의 염기서열은 공개되지 않았다. PCR 반응이 

끝난 후 10μL PCR product를 2% agarose gel에서 100V로 80분

간 기 동하고, Et-Br로 염색한 후 UV하에서 band를 조사하

다.

자 미경에 의한 바이러스 검경

바이러스 이병 증상을 보이는 호 란 식물체에서 바이러스 입자

의 검경은 농 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병리과 자 미경실에 의

뢰하여 검경하 다. 즉, negative 염색법에 의해 염색한 후 투과 

자 미경(HITACHI H-800) 2만배율로 바이러스 입자를 찰한 

후 3만배율로 사진 촬 하 다.

결과  고찰 

One-Step RT-PCR에 의한 호 란의 CymMV와 ORSV의 검

정 조건 구명

모자이크와 괴 (壞疽) 반 을 나타내고, 정상 인 호 란 식물

체에 비하여 꽃의 크기가 작고 꽃잎의 색이 퇴색되었으며, 화경이 

나선형으로 꼬이는 등 바이러스 이병 증상을 나타내는 식물체에서

(Fig. 1) total RNA를 추출하여 RT 반응과 PCR반응을 한 개의 

tube내에서 one-step으로 수행하 다. Primer를 부착시키는 an-
nealing 온도는 55℃ 는 60℃로 하여 30 간 반응시킨 결과 6
0℃에서 band가 더 선명하 으며, PCR 반응은 40회 보다 36회에

서 더 선명한 band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의 A에서 Lane 1～
5  Lane7은 RNA액을 1:50(v/v) 농도로 희석한 것이고, Lane 6
은 1:100(v/v) 농도로 희석한 결과로서 327bp에서 두 농도 모두 

명확한 band가 형성되어 CymMV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Fig. 2의 

B에서 Lane 1～5  Lane7은 1:50(v/v) 농도로 희석한 것이고, 
Lane 6은 1:100(v/v) 농도로 희석한 결과로서 331bp에서 두 농도 

모두 명확한 band가 형성되어 ORSV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순수 

RNA만 추출하여 RT-PCR을 수행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RNA
액을 phenol : chloroform : isoamyl alcohol(25:24:1)에 한 번 더 

정제한 후 RT-PCR을 수행하여도 효과 으로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었던 것(양 등, 1998)을 고려할 때, 많은 양을 검정할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 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하여 RT-PCR용 RNA액 농도를 1:50(v/v)으로 하 고, 
RT-PCR 조건은 42℃에서 45분간 반응시켜 cDNA를 합성하 으

며, PCR은 96℃에서 2분간 template를 비 변성시킨 후 96℃에

서 30 간 template 변성, 60℃에서 30 간 primer 부착  72℃
에서 60 간 DNA 합성을 1cycle로 하여 총 36cycle을 반응시키

고, 72℃에서 10분간 충분하게 증폭시킴으로써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자 미경에 의한 호 란의 CymMV와 ORSV의 검경

자 미경에 의한 호 란의 CymMV와 ORSV의 검경 결과 

CymMV는 길이 540～560nm, 폭 10.7～12.0nm 정도로 가늘고 

약간 곡선인 실 모양이었고, ORSV는 길이 330～360nm, 폭 16.0 



515KOR. J. HORT. SCI. & TECHNOL. 18(4), AUGUST 2000

Fig. 1. Comparison of flowers of the healthy plants (left and middle in A) and the plant infected with CymMV and ORSV (right
in A) in Phalaenopsis. Lesions appeared on the leaf of plant infected with CymMV and ORSV (B).

Fig. 2. Detection of CymMV and ORSV in Phalaenopsis leaves by one-step RT-PCR. (A) Detection of CymMV (327 bp), 1:50
dilution: lanes 1,2,3,4,5,7; 1:100 dilution: lane 6; lane M: 100 bp DNA ladder. (B) Detection of ORSV (331 bp), 1:50 
dilution: lanes 1,2,3,4,5,7; 1:100 dilution: lane 6; lane M: 100 bp DNA ladder.

Fig. 3. Electron micrograph of virus particles isolated from 
Phalaenopsis. 
A: CymMV particle; B: ORSV particle. Bar indicates 300 nm.

～17.3nm 정도의 막 형으로, 가운데 검은 선이 있었다(Fig. 3). 박 

등(1990)이 심비디움을 비롯한 재배란에서 면역 자 미경을 이용

하여 CymMV와 ORSV를 검경한 결과 CymMV는 480×13nm, 
ORSV는 300×18nm의 크기 다는 결과와 비교할 때 본 결과에서

는 CymMV의 길이가 다소 길었다. 이 시료에서 CymMV와 

ORSV의 존재 비율은 3:1 정도로 CymMV가 더 많았으며, 이 

복감염 식물체에서 추출한 RNA액을 양성 조구 시료로 사용하

다.

One-Step RT-PCR에 의한 만 수입 호 란 묘의 CymMV와 

ORSV의 검정 

충남 서산시의 고려원에서 수집한 라스크묘 에서 20개체와 

경기도 화성군의 세제란원에서 수집한 라스크묘 에서 20개체

를 임의로 선정하여 RNA액을 추출한 후 One-Step RT-PCR에 의

한 호 란의 CymMV와 ORSV의 검정 조건 구명시험에서 얻어진 

결과에 입각하여 one-step RT-PCR을 수행한 후 PCR 산물을 

kb

1.0 ▶

0.4 ▶

    M  1   2   3   4   5   6   7

kb

1.0 ▶

0.4 ▶

M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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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o.
z

CymMV ORSV Sample No. CymMV ORSV

Positive control +++y ++ Positive control +++ ++
1 +  -x 21 + -
2 + - 22 + -
3 + - 23 + -
4 + - 24 + -
5 + - 25 + -
6 ++ - 26 + -
7 ++ - 27 ++ -
8 ++ - 28 + -
9 + - 29 + -
10 + - 30 + -
11 ++ - 31 + -
12 ++ - 32 + -
13 ++ - 33 + -
14 ++ - 34 + -
15 + - 35 + -
16 + - 36 + -
17 + - 37 + -
18 ++ - 38 + -
19 ++ - 39 + -
20 + - 40 ++ -

zSamples 1 to 20 were collected in the Korea Orchid Nursery and samples 21 to 40 were collected in the Seje Orchid Nursery.
yClearness of the amplification product.
xNo amplification product was detected.

Table 1. Detection of cymbidium mosaic virus (CymMV) and odontoglossum ringspot virus (ORSV) in seed-derived plantlets of
Phalaenopsis imported from Taiwan by one-step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Fig. 4. Detection of CymMV and ORSV in Phalaenopsis leaves by one-step RT-PCR. (A) Detection of CymMV (327 bp), lane
1: positive control; lane 2 to 11: seed-derived plantlets of Phalaenopsis imported from Taiwan (collected from Korea Orchid
Nursey); lane M: 100 bp DNA ladder. (B) Detection of ORSV (331 bp), lane 1: positive control; lane 2 to 10: seed-derived
plantlets of Phalaenopsis imported from Taiwan (collected from the Korea Orchid Nursey); lane M: 100 bp DNA ladder.

agarose gel에서 기 동하고, band를 조사하 다. Fig. 4의 A에

서 lane 1은 양성 조구이며, lane 2에서 11까지는 고려원에서 수

집한 만 수입 팔 높시스 실생묘의 CymMV 검정 결과로서 

327bp에서 CymMV 감염을 나타내는 band가 형성되었다. Band의 

밝기가 양성 조구에 비하여 검정시료에서 가늘고 흐릿한 을 고

려할 때 CymMV의 농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의 B는 

고려원에서 수집한 만 수입 팔 높시스 실생묘의 ORSV 검정 

결과로서, lane 1은 양성 조구로서 331bp에서 명확한 band가 형

성되었으나, lane 2에서 10까지는 실생묘를 기 동한 결과로서 

331bp에서 band가 형성되지 않은 으로 볼 때, 이 시료들은 

ORSV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남 고려원에서 수집

한 20개 시료와 경기도 화성군 세제란원에서 수집한 20개 시료 등 

총 40개 시료를 검정한 결과 모두 CymMV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다만 바이러스 농도는 낮았고, 시료간에도 바이러스 농

kb

1.0 ▶

0.4 ▶

  M   1     3     5     7     9     11M

kb

1.0 ▶

0.4 ▶

 M  1   3   5   7   9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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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ORSV 검정에서는 2
개 지역에서 수집한 40개 시료 모두 ORSV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Table 1). 이상의 결과를 고려할 때, 비록 제한된 시

료를 검정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만에서 수입되는 팔 높시스 실

생묘들이 CymMV에 감염된 비율이 높을 것으로 단된다. 박 등

(1990)은 팔 높시스 3개체를 자 미경으로 검정한 결과 1개체

가 ORSV에 감염되었다고 하 으며, Ryu(1998) 등은 팔 높시스 

28개체를 검정한 결과 CymMV에 감염된 것이 6개체, ORSV에 

감염된 것이 3개체, 두 가지 바이러스에 복 감염된 것이 3개체로 

42.9%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하 고, 박 등(1998)은 팔 높

시스 37개체를 검정한 결과 CymMV에 감염된 것이 5개체, 
ORSV에 감염된 것이 4개체, 두 가지 바이러스에 복 감염된 것

이 2개체로 29.7%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결과와 비교할 때 

본 연구 결과에서는 CymMV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난의 종류와 수량이 속히 증가하

여 이들 수입 식물로부터 바이러스를 포함한 외국의 병해충이 함께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에 있다. 식물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뚜렷한 방제법이 없는 재의 실정에서는 식물 검역이 철 히 이루

어져야 할 것이며, 조직배양을 통하여 바이러스 무병주를 생산하여 

바이러스의 를 막아야 할 것이다. 특히, 호 란의 경우 최근까

지는 화경배양을 통한 클론묘의 량증식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

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단순한 량증식보다는 화경배양 모주의 바

이러스 검정  생장  배양과 항바이러스제 처리 등을 통한 바이

러스 무병주의 생산이 요구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one-step 
RT-PCR 방법은 매우 효율 인 바이러스 검정 방법의 하나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록 

우리나라 난 재배 농가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호 란 만 수

입묘의 바이러스 감염 정도를 검정하기 하여 라스크묘 상태의 

실생 번식 식물체를 공시하여 역 사 합효소 연쇄반응(RT-PCR) 
기술에 의해 CymMV와 ORSV의 감염 여부를 검정하 다. 호 란 

식물체의 잎에서 조즙액을 추출하여 RT-PCR을 한 total RNA
로 사용하 다. 42℃에서 45분간 반응시켜 cDNA를 합성하 으며, 
96℃에서 2분간 template를 비 변성시킨 후, 96℃에서 30 간 

template 변성, 60℃에서 30 간 primer 부착  72℃에서 1분간 

DNA 합성을 1cycle로 하여 총 36cycle을 반응시키고, 72℃에서 

10분간 안정화하는 조건으로 one-step RT-PCR을 수행하 다. 바

이러스 검정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40개 시료 모두 CymMV
에 감염되어 있었으며, ORSV에 감염된 식물체는 없었다.  

추가 주요어： 자 미경, 난, 식물 바이러스, 라이머, 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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