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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파이토플라스마에 감염된 뽕나무의 각 부위를 nested-PCR법과 경쟁 PCR법을 이용하여 파이토플라스마의 검

출 범위 및 밀도 변화를 조사하였다. 파이토플라스마에 부분 감염된 뽕나무를 총 5부위(A. 빗자루병이나 오갈병 증

상을 보인 잎의 엽병, B. 병징을 보인 잎이 있는 가지의 아래쪽 건전해 보이는 잎의 엽병, C. 병징을 보인 잎의 가

지 부위, D. 병징을 보이지 않은 가지 쪽의 영병이나 가지, E. 잔뿌리)로 구분하였다. AS-1/AS-2 프라이머를 이용한

nested-PCR 결과, 파이토플라스마는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었으며, 파이토플라스마의 검출범위는 P1/P7 프라이머를 이

용한 direct-PCR 산물에서는 희석액이 104배까지 검출되었고, AS-1/AS-2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nested-PCR를 수행한

결과, PCR 산물을 1013배 희석한 시료까지 파이토플라스마가 검출되었다. 경쟁 PCR 결과, 뽕나무 파이토플라스마의

밀도는 7.94×1018-1012copies/µL의 범위내에 존재하였으며, 년 중 파이토플라스마가 모든 시료에서 존재하였다. 초기

생장시기에는 “B”부위와 “C”부위에서 파이토플라스마 밀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A”부위와 “D”부위에서는 이보다 낮

게 나타났다. 휴면기에는 “C”부위와 “E”부위가 “D”부위보다 밀도가 높았다. 모든 시료 중 “C”부위와 “A”부위에서

년 중 파이토플라스마 밀도가 안전적으로 존재하였다. 본 연구 결과, nested-PCR 법과 경쟁 PCR법은 식물체내의 파

이토플라스마의 정확한 검출과 밀도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Abstract: The detectable levels and population fluctuations of phytoplasmas infecting dwarf mulberry trees were

investigated using nested-PCR and competitive-PCR methods. Samples of five different types were studied : A.

petiole of a leaf that displays dwarf symptoms, B. petiole from apparently healthy leaf residing on a branch also

supports a leaf with dwarf symptoms, C. the branch portion that supports a leaf with dwarf symptoms, D. the

leaf petiole from healthy appearing leaves on branch with no dwarf symptoms, and branch portion of branch

with no dwarf symptoms, E. the rootlets of trees with dwarf symptoms. These 5-parts were collected from each

tree during June - April, once in every two months. The phytoplasma was detected from all parts of collected mulberry

samples during all seasons using nested-PCR with AS-1/AS-2 primer pairs. The phytoplasma was detected until

104 dilution using direct-PCR method, but it was detected until 1013 dilution by the nested-PCR method. The

density of pytoplasma was found to be 7.94×1018-1012copies/µL in mulberry trees. The density of phytoplasma

was observed throughout the year in all samples of mulberry trees. The highest rates of phytoplasma was found

in the samples B and C during the early growing season followed by the sample A and D during the dormant

season. Samples C and E displayed the highest phytoplasma density followed sample D. The density of

phytoplasma appeared stable during all the seasons for samples C and A. The result of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s the utility of nested-PCR and competitive-PCR for detection and determination of population

fluctuations of phytoplasmas in plant t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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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파이토플라스마는 Bacteria(Kingdom); Firmicutes(Division);

Mollicutes(Class); Acholeplasmatales(Order); Acholepla-

smataceae(Family); Candidatus Phytoplasma(Genus)에 속

하는 원핵생물이며, Candidatus Phytoplasma는 16S rRNA

유전자의 염기배열에 따라 15개의 Group으로 분류되고

있다(Bertaccini, 2007).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수목 파이토플라스마 중 뽕나무 오갈병(mulberry dwarf

phytoplasma)과 붉나무 빗자루병(sumac witches'-broom

phytoplasma)은 Candidatus Phytoplasma asteris Group에

포함되며, 대추나무 빗자루병(jujube witches'-boom phyto-

plasma)은 16SrV(elm yellows group)에 속한다(Han, 2000).

파이토플라스마(phytoplasma)는 기주가 반드시 식물이

라는 사실과 동물의 마이코플라스마와 유사한 미생물이

지만 인공배지에서는 배양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

러한 특성에 바탕을 두고 마이코플라스마 유사체

(mycoplasma-like organisms; MLOs)라 하였고(Doi et al.,

1967), 1994년에 프랑스의 보르도에서 개최된 제10회 국

제마이코플라스마학회에서 파이토플라스마(Candidatus

Phytoplasma)라는 잠정적인 속명을 승인 받게 되었다

(ICSB, 1995). 그리고 파이토플라스마 내에서도 변이가 있

다는 것이 밝혀져 16S rRNA(ribosomal RNA) 유전자의

전체 염기배열의 분석에 따라 15개의 주요한 파이토플라

스마 group이 분류되었다(Bertaccini, 2007).

세계적으로 파이토플라스마에 의한 식물병은 목본류,

초본류 등에서 약 700여종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McCoy et al., 1989), 우리나라에서도 대추나무, 밤나무

같은 유실수 및 오동나무, 뽕나무와 같은 경제수종, 시호,

천궁과 같은 약용식물을 포함하여 약 50여종이 넘는 식물

에서 파이토플라스마에 의한 병이 보고되었다(Lee, 2001).

파이토플라스마에 의한 병은 전신성이고, 이 병에 걸린 나

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여 재배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해

를 끼칠 뿐만 아니라, 병든 나무는 치료하지 않으면 몇 년

안에 고사하게 된다. 파이토플라스마는 인공배양이 되지

않는 이유로 현재까지 특별한 방제대책이 없으며, 파이토

플라스마의 전염경로가 주로 흡즙성 곤충에 의하여 이루

어지고 있기 때문에 파이토플라스마에 의한 병의 발생 및

기주가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파이토플라스마에 의한 병을 진단 할 수 있

는 방법으로 최근 소량의 시료에서 특정 DNA를 선택적

으로 증폭할 수 있는 polymerase chain reaction(PCR) 기

법이 개발(Mullis et al., 1987)되면서 파이토플라스마 검

출에도 응용되었다. PCR 기법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

자 또는 형광현미경기법이나 혈청학적 기법 등 다양한 파

이토플라스마 검출 기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Aherens et al., 1992; Chen et al., 1994).

PCR법 중 최근에는 중합효소 연쇄반응의 방법인 nested-

PCR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증폭하려는 유

전자 부분을 먼저 outside primers로 증폭시키고 여기서 얻

어진 반응 산물의 염기서열 중 일부분을 목표로 하는

inside primers와 반응시켜 2번째 증폭을 시행하여 적은 수

의 DNA도 효과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

져 있다. 또한 경쟁 PCR은 일반적인 PCR과는 달리 이미

농도를 알고 있는 mutant template를 넣어 파이토플라스마

의 DNA와 같이 동시에 증폭시킴으로써 상호 경쟁적으로

DNA를 증량시키는 것으로 DNA의 정량분석은 mutant

template와 파이토플라스마의 DNA가 동시에 equimolar

amplification 된다는 특성을 통하여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파이토플라스마에 전염되면 초본류의 경

우 발병 초기부터 병징이 나타나는데 반해서 목본의 경우

임목내부의 일정부위에 잠재되어 있다가 해가 거듭될수

록 단기간 내에 병징이 발현되어 고사하는 특성을 보여,

초기 부분 병징을 보인 뽕나무(Morus alba L.) 파이토플

라스마를 대상으로 nested-PCR법과 경쟁 PCR법을 이용

해서 파이토플라스마의 검출 감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실

시하였으며, 또한 파이토플라스마는 기주 내에서의 시기

별 부위에 따라 밀도가 달라지는데, 이에 대해 정확한 진

단 부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기주 내에서의 파이토플

라스마병을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한 시기별 부위별 밀도

를 조사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부분적으로 뽕나무 오갈병 감염증상을 보인 뽕나무를

전북 완주군 소재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잠업시험장에서

선발하였으며, 선발된 뽕나무를 A. 오갈병 병징을 보인 잎

의 엽병, B. 병징을 보인 부분의 아래쪽 건전해 보이는 잎

의 엽병, C. 병징을 보인 잎의 가지부위(사부조직), D. 병

징을 보이지 않은 가지의 엽병(6월-8월) 또는 가지(12월-

4월), E. 잔뿌리 등 총 5개 부위로 구분하여 2달 간격으로

시료를 채집하였다. 

2. 방법

1) 전체 DNA 추출 

전체 DNA를 추출은 Kollar et al.(1990)의 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동결건조된 샘플 0.3 g을 막자사발

에 넣고 액체질소를 이용하여 얼린 다음 막자를 이용해서

아주 곱게 간 후, CTAB 추출용액(2.5 M NaCl, 0.5%(W/

V) polyvinylpyrrolidone-10(Sigma, U.S.A), 1% Cetvltri-

methyl ammonium bromide), 0.5 M Tris-HCl(pH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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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M EDTA(pH 8.0), 0.2% 2-mercaptoethanol) 3 mL

를 첨가하여 균질화하였다. 현탁액을 1.5 mL tube에 넣어

65oC에서 45분간 반응한 후 4oC에서 1,200×g으로 10분간

원심분리 시켰다. 원심분리하여 얻어진 상층액에 같은 양

의 phenol:chloroform:isoamylalcohol(25:24:1)을 넣어 잘

섞고, 실온에서 30분간 놓아둔 후 다시 4oC에서 1,200×g

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원심분리하여 얻어진 상층

액에 chloroform/isoamyl alcohol(24:1)을 첨가하고 다시

1,200×g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한 다음, 상층액의 0.7배에

해당하는 isopropanol을 넣고 4oC에서 30분간 침강시킨 후

4oC에서 1,200×g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회수한 침

전물을 70% ethanol(1 mL)로 1회 세척하고 충분히 건조

시킨 다음 멸균 증류수(80 mL)에 녹여 DNA 농도를 측정

하였다. 전체 DNA는 -20oC에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2) PCR 및 nested-PCR 수행

파이토플라스마 검출을 위한 프라이머는 파이토플라스

마 검출 프라이머인 P1/P7(Deng et al., 1991; Schneider

et al., 1995)을 이용하였으며, nested-PCR은 AS-1/AS-

2(Aherens and Seemüller, 1992)을 이용하였다. PCR반응

은 50-100 ng/mL DNA, 1×PCR buffer(50 mM KCl, 10

mM Tris-HCl, pH8.3), 2.0 mM MgCl2, 0.5 mM forward

primer, 0.5 mM reverse primer, 각 200 µM 씩의 dNTPs,

1U AmpliTaq Gold DNA polymerase(Perkin-Elmer)를

넣고, 최종 volume을 멸균 증류수로 30 mL가 되게 맞추

었다. 

반응 조건은 먼저 denaturation을 95oC에서 10분간 행한

후, denaturation을 94oC에서 1분, annealing은 58oC(60oC,

nested-PCR)에서 2분, extention은 72oC에서 3분을 35회

(30회, nested-PCR) 반응시킨 후 마지막 extention은 10분

간 실시하였다. 각 PCR 산물은 1.5% agarose gel에 전기

영동을 하고, ethidium bromide로 염색한 후 UV

transilluminator를 이용하여 DNA band를 확인하였다. 

3) PCR법과 nested-PCR법의 민감도 비교

PCR법과 nested-PCR법의 검출 민감도를 확인하기 위해

붉나무빗자루병 파이토플라스마가 검출된 시료의 DNA

를 10배씩 희석하여 P1/P7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그 PCR 산물을 AS-1/AS-2 프라이머

를 이용하여 nested-PCR을 수행한 후, 각 각의 PCR 산물

을 1.5% agarose gel에 전기영동을 하고, ethidium bromide

로 염색한 후 UV transilluminator를 이용하여 DNA band

를 확인하였다.

4) 경쟁중합효소연쇄반응(Competitive PCR) 수행

부위별 파이토플라스마의 밀도를 알아보기 위해 Hu 등

(1995)이 보고한 경쟁 PCR법을 적용하였다. PCR 또는

nested-PCR에서 파이토플라스마의 존재가 확인된 시료를

대상으로 밀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미 농도를 알고 있는

DNA 용액과 함께 PCR을 수행하여 밀도를 추정할 수 있

는 방법인 경쟁 PCR을 수행하였다. 밀도 측정의 기준이

되는 competitor DNA로는 Competitive DNA construction

Kit(TaKaRa Co.)를 사용하여, 우선 competitor DNA 용액

의 OD
260
을 측정하여 competitor DNA농도를 알아낸 뒤

이것을 10배씩 희석한 후 PCR에 이용하였다. AS-1/AS-2

프라이머 증폭 산물의 영역을 target DNA로 보았으며,

PCR 반응액의 조성은 10xPCR buffer 3 mL, 10 mM

dNTP 1.5 mL, AS-1 primer 1.5, AS-2 primer 1.5 mL, Ex

Taq(5U/mL) 0.2 mL, 멸균수 20.3 mL에 target DNA 1 mL

와 competitor DNA 1 mL를 넣어서 최종적으로 30 mL로

맞추었다. PCR 조건은 먼저 95oC에서 10분간 denaturation

하고, 그 다음 94oC에서 1분간 denaturation, 60oC에서 2분

간 annealing, 72oC에서 3분간 extension을 30회 반복하고,

마지막으로 72oC에서 10분간 extension하였다. 그 후 전기

영동하여 competitor DNA와 target DNA의 밴드가 서로

비슷한 크기를 형성하는 부분을 파이토플라스마의 밀도

로 보았다.

결 과

1. PCR 및 nested-PCR법에 의한 파이토플라스마 검출

뽕나무 오갈병 증상을 부분적으로 보인 뽕나무를 대상

으로 부위별 및 시기별로 채집하여 파이토플라스마 검출

프라이머 P1/P7을 이용하여 PCR을 수행한 결과, 파이토

플라스마에 감염된 시료에서는 약 1.8 kbp 크기의 PCR 산

물이 증폭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월에 채집한 시료

들 중 병징을 보인 엽병(A부위), 병징을 보인 엽병의 아래

쪽 엽병(B부위), 병징을 보인 쪽의 가지(C부위), 잔뿌리(E

부위)에서 파이토플라스마가 검출되었고, 병징을 보이지

않은 가지의 엽병 또는 가지(D부위)에서는 파이토플라스

마가 검출되지 않았다. 8월과 10월에 채집한 시료에서는

병징을 보인 엽병(A부위), 병징을 보인 엽병의 아래 쪽 엽

병(B부위), 병징을 보인 쪽의 가지(C부위)에서 파이토플

라스마가 검출되었으며, 병징을 보이지 않은 가지의 엽병

또는 가지(D부위)와 잔뿌리(E부위)에서는 파이토플라스

마가 검출되지 않았다. 12월과 2월에 채집한 시료에서는

병징을 보인 쪽의 가지(A부위), 잔뿌리 부위(E부위)에서

파이토플라스마가 검출되었다. 4월에 채집한 시료에서는

병징을 보이지 않은 쪽의 가지(D부위), 잔뿌리(E부위)에

서 파이토플라스마를 검출하였다(Figure 1-A).

AS-1/AS-2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P1/P7 PCR 산물을

nested-PCR을 수행한 결과, 공시한 모든 시료에서 약 560



626 韓國林學會誌 제100권 제4호 (2011)

bp크기의 PCR산물이 증폭되어 파이토플라스마가 감염되

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P1/P7 프라이머에 의하

여 파이토플라스마의 DNA를 증폭하고 다시 PCR산물을

이용하여 nested-PCR를 수행할 경우 파이토플라스마의 존

재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었다(Figure 1-B).

2. PCR법과 nested-PCR법의 민감도 비교

일반적인 PCR법과 nested-PCR법의 검출 민감도를 확

인하기 위해 파이토플라스마가 검출된 시료를 선발한 후

DNA량을 1016배까지 희석한 후 P1/P7 프라이머를 이용하

여 PCR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AS-1/AS-2 프라이머를 이

용하여 다시 nested-PCR을 수행하여 PCR법과 nested-

PCR법의 민감도를 비교한 결과, 일반 PCR법으로는 104

배 희석한 시료까지 파이토플라스마가 검출되었으나,

nested-PCR를 수행한 결과에서는 1013배까지 희석한 산물

에서 파이토플라스마가 검출되었다(Figure 2).

3. 부위별 시기별 파이토플라스마 밀도

선발된 뽕나무에서 채취한 공시시료 5부위의 모두에서

파이토플라스마가 검출되었다. 파이토플라스마 밀도는

competitor DNA 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competitive

PCR의 재료가 되는 P1/P7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증폭한

PCR 산물을 105배로 희석해서 competitive PCR을 수행하

여 뽕나무의 competitor DNA의 농도를 7.94×1018copies/

µL에서 1012copies/µL로 조정하였다. 

부위별 파이토플라스마 밀도변화는 6월에 오갈병 증상

을 보인 잎의 엽병(A부위)의 경우 1014copies/µL를 보였으

나, 이후 8월과 10월에는 약 1015copies/µL를 나타나 파이

토플라스마 밀도가 약간 증가하였다. 병징을 보인 부분의

아래쪽 건전해 보이는 잎의 엽병(B부위)의 경우에는 6월

에 1016copies/µL을 보였으나, 8월과 10월에는 1015copies/

µL의 밀도를 보여 6월에 파이토플라스마 밀도가 높게 나

Figure 1. A. Agarose gel showing direct-PCR amplification of
phytoplasma using a primer pair P1 and P7 (about 1.8 kb). B.
nested-PCR amplification of phytoplasma using a primer
pair AS-1 and AS-2 (about 560 bp). Lane: 1-5; A-E parts in
June, lane: 6-10; A-E parts in August, lane: 11-15; A-E parts
in October, lane: 16-18; C-E parts in December, lane: 19-21;
C-E parts in February, lane: 22-24; C-E parts in April. M.
molecular weight marker (100 bp).

Figure 2. PCR detection of phytoplasma in mulberry trees. A.
Agarose gel showing direct-PCR amplification of phytoplasma
using a primer pair P1 and P7 (about 1.8 kb). B. nested-PCR
amplification of phytoplasma using a primer pair AS-1 and
AS-2 (about 560 bp). Lane : 1: 101, 2: 102, 3: 103, 4: 104, 5:
105, 6: 106, 7: 107, 8: 108, 9: 109, 10: 1010, 11: 1011, 12: 1012, 13:
1013, 14: 1014, 15: 1015, 16: 1016, M. Molecular weight marker
(100 bp).

Figure 3. Agarose gel electrophoresis of PCR products amplified
from dwarf-infected mulberry trees. T: Target DNA, C:
Competitor DNA. A. Petiole of a leaf that displays dwarf
symptoms, B. Petiole from apparently healthy leaf residing on a
branch also supports a leaf with dwarf symptoms, C. The
branch portion that supports a leaf with dwarf symptoms, D.
The leaf petiole from healthy appearing leaves on branch
with no dwarf symptoms, and branch portion of branch with
no dwarf symptoms, E. The rootlets of trees with dwarf
symptoms. Lane: M. Molecular weight marker (100 bp),
MD: 1:1018, 2: 1017, 3: 1016, 4: 1015, 5: 1014, 6: 1013, 7: 1012

(copies/µL) competitor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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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병징을 보인 잎의 가지부위(C부위)에서는 6월에

1016copies/µL을 보였으나 8월과 10월에는 각 각 1015copies/

µL를 보였고 이후 12월에는 다시 1016copies/µL를 보이다

가 2월과 4월에는 각각 1015copies/µL, 1014copies/µL의 밀

도를 보여 휴면기에는 파이토플라스마 밀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병징을 보이지 않은 가지부분(D부위)의 경

우 6월과 8월에는 1014copies/µL를 보였으나 이후 10월에

는 1014.5copies/µL로 약간 밀도가 증가하다가 12월에는 다

시 1014copies/µL를 보였고 이후 2월에는 1014.5copies/µL,

4월에는 1016copies/µL를 보여 다시 밀도가 증가하였다. 뿌

리(E부위)에서는 6월에 1015copies/µL로 나타났으나, 8월

과 10월에는1014copies/µL로 약간 밀도가 감소하다가 12

월에는 1015.5copies/µL, 2월에는 1016copies/µL로 밀도가

증가하였다가 4월에는 1014.5copies/µL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즉 휴면기에는 뿌리부분에 파이토플라스마 밀

도가 높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Figure 3, 4).

뽕나무에서 파이토플라스마의 시기별 밀도는 6월에는

병징을 보인 부분의 아래쪽 건전해 보이는 잎의 엽병(B부

위) 및 병징을 보인 잎의 가지(C부위)에서 1016copies/µL

로 파이토플라스마 밀도가 증가했으며, 8월과 10월에는

오갈병 증상을 보인 잎의 엽병(A부위)에서 1015copies/µL

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12월의 경우에는 병징을 보인

잎의 가지(C부위)에서 1016copies/µL로 제일 높았다. 2월

의 경우에는 뿌리(E부위)에서 제일 높은 1016copies/µL로

제일 높았으며, 4월의 경우에는 병징을 보이지 않은 가지

부분(D부위)에서 1016copies/µL의 파이토플라스마 밀도를

보였다. 또한 병징을 보인 쪽의 가지(C부위)에서 파이토

플라스마의 밀도가 증가할 때는 병징을 보이지 않은 가지

부분(D부위)에서 감소하고, 병징을 보이지 않은 쪽의 가

지 부위(D부위)에서 증가할 때는 병징을 보인 쪽의 가지

(C부위)의 파이토플라스마의 밀도가 감소하는 서로 상반

되는 경향을 보였다(Figure 3, 4). 

고 찰

파이토플라스마의 연구는 주로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을 이용하여 파이토플라스마병의 계통분류연구가 주로 이

루어져 왔으나, 파이토플라스마의 조기 진단을 위한 방법

등의 연구는 미비하다. 파이토플라스마 감염여부를 식물

체에서 조기에 진단할 수 있으면 방제법도 조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PCR방법을 적용한 조기 진단이 가능하

고 정확하다 하더라도 파이토플라스마 밀도가 식물체에

서 낮은 경우에는 식물체에 파이토플라스마 감염여부를

PCR에만 의존하는 것은 파이토플라스마 감염여부를 정

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 파이토플

라스마 진단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PCR를 수행하였지만

일부의 시료에서는 파이토플라스마가 검출되지 않는 경

우가 많았다. PCR과 nested-PCR를 적용하여 비교한 결과,

PCR법으로서는 검출되지 않았던 파이토플라스마가 nested-

PCR을 통하여 진단한 결과 PCR에 의하여 검출되지 않았

던 시료에서도 파이토플라스마가 검출되어 PCR에 의한

진단법과 nested-PCR법과 병행하여 파이토플라스마를 진

단한다면 파이토플라스마의 밀도가 낮더라도 정확한 진

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파이토플라스마에 감염된

뽕나무 오갈병의 시료를 PCR법과 nested-PCR법을 이용

하여 시료를 10배씩 희석하여 검출 한계를 실험한 결과,

뽕나무의 경우 nested-PCR법이 일반 PCR법보다 109배 감

도가 우수했음을 알 수 있었다. Wei 등(2000)은 뽕나무오

갈병 파이토플라스마 검출을 direct-PCR과 nested PCR를

수행한 결과, 병징이 없는 부분의 일부에서도 파이토플라

스마가 검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PCR법으로 파이토플라

스마를 진단할 경우 nested-PCR법까지 수행해야 파이토

플라스마의 낮은 밀도를 보이는 초기에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경쟁 PCR은 일반적인 PCR의 한계, 즉 병원균의 DNA

증폭을 위한 프라이머의 특이성, 감도, 식물체의 세포에

존재하는 다양한 PCR 억제물질 등으로 인한 위음성결과

(false negative result)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이 방법은 병원균의 밀도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과 아울러 병원체를 직접 배양하지 않고서

도 밀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체 DNA의 농도를 알기 위해서 보통 UV 흡광분석기를

사용하지만, 파이토플라스마 만의 농도는 알 수 없기 때

문에 파이토플라스마와 같이 인공 배양배지를 이용할 수

없는 순활물기생체의 밀도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

용한 방법으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Tsai 등(1988)은 코코넛야자나무 지하부의 경우 2월부터

Figure 4. The density fluctuations of mulberry dwarf (MD)
infected phytoplasma. A. Petiole of a leaf that displays dwarf
symptoms, B. Petiole from apparently healthy leaf residing
on a branch also supports a leaf with dwarf symptoms, C.
The branch portion that supports a leaf with dwarf symptoms,
D. The leaf petiole from healthy appearing leaves on branch
with no dwarf symptoms, and branch portion of branch with
no dwarf symptoms, E. The rootlets of trees with dwarf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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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는 파이토플라스마가 관찰되었지만 지상부는 4월

부터 11월까지 밀도량에 따라 극히 제한된 시기에만 파이

토플라스마가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Cha와 Tattar

(1991)는 누렁병에 걸린 물푸레나무에서 형광현미경기법

에 의한 파이토플라스마의 밀도 변화는 뿌리에서는 연중

80% 이상에서 검출가능하고, 지상부에서는 5월부터 10월

까지 높은 형광반응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경쟁 PCR을 이용한 파이토플라스마의 밀도변동은 대

추나무빗자루병을 대상으로 이재춘(2000)과 이상훈(2005)

에 의하여 시도되었으며, 채집부위를 엽병, 가지, 뿌리 3

부위를 선택해서 밀도변화를 조사하였다. 이재춘(2000)과

이상훈(2005)의 공통점은 대추나무 파이토플라스마의 경

우 가지와 뿌리 부위에서 년 중 고른 밀도를 보였으며, 엽

병 부위는 파이토플라스마의 밀도 변동이 컸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이재춘(2000)는 년 중 가지 부위보다 뿌리 부위

에서 높은 파이토플라스마의 밀도를 보였다고 보고하였

으며, 이상훈(2005)의 경우에는 5-7월을 제외하고 뿌리보

다 가지에서 높은 파이토플라스마의 밀도를 보였다고 보

고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모두의 부위에서 높은 파이

토플라마 밀도가 나타나 기주에 따라 식물체의 파이토플

라마의 밀도량이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뽕나무

의 경우 년 중 어느 부위를 이용하더라도 파이토플라스마

의 밀도가 높게 유지하고 있으며, nested-PCR를 수행할 경

우 파이토플라스마의 전염여부를 쉽게 진단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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