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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oids are about 250-400 base pair of short single strand RNA fragments have been associated with 
economically important plant diseases. Due to the lack of protein expression capacity associated with 
replication, it is very difficult to diagnosis viroid diseases in serological methods. For detecting viroid 
at plants, molecular-based techniques such as agarose gel electrophoresis, polyacrylamide gel electro-
phoresis (PAGE), DNA-hybridization, blotting analysis and conventional RT-PCR are reliable. 
Real-time RT-PCR methods that grafted on RT-PCR methods with improved confirmation methods 
have been also utilized. However, they are still labor-intensive, time-consuming, and require personnel 
with expertise. 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 (LAMP) method is a nucleic acid amplifica-
tion method under the isothermal condition. The LAMP methodology has been reported to be simple, 
rapid, sensitive and field applicable in detecting a variety of pathogens. The results of LAMP method 
can be colorized by adding a visible material such as SYBR green I, Evagreen, Calcein, Berberine and 
Hydroxy naphthol blue (HNB) with simple equipment or naked eyes. The combination of LAMP 
method and nucleic pathogens, viroids, can be used to realize simple diagnosis platform for the genet-
ic point-of care testing system. The aim at this review is to summary viroid-caused diseases and the 
simple visible approach for diagnosing viroids using 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 (LAMP)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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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과수 바이로이드 감염 질병은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여 과실 및 화훼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

[12, 51]. 바이로이드에 대한 특별한 매개체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대다수의 바이로이드가 접목이나 삼목과도 같은 영양 

번식을 할 때 사용되는 도구에 의해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식물이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어도 감염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고 수확기에 접어들어 병징이 발현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어려워 수확되는 과실의 

상품 가치가 하락 되는 등, 농가에 치명적인 피해가 유발된다. 

바이로이드 유발 질병을 억제하기 위하여 현재 수행되고 있는 

최선의 방책은 바이로이드가 전염되지 않은 기주의 확보 및 

병원체 저항성 주를 생성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증폭 및 

감염 과정에서 매우 미세한 염기 변화로도 수많은 변종, 즉 

변이체의 생산을 쉽게 초래할 수 있기에 특정한 예방 및 조기 

방법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감자, 

자두, 사과, 호프, 국화 등의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농작

물 및 화훼 상품에 대한 조기 진단을 위하여 식물 감염성 질병

을 진단하기 위한 여러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바이로이

드를 검출하기 위한 방법 또한 개발 및 개선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바이로이드 질병의 심각성이 널리 인지되

지 않고 바이로이드 질병과 바이러스 질병의 구분이 확실하게 

인식되어 있지 않는 등의 바이로이드 질병에 대한 연구가 미

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 총설에서는 개괄적인 바

이로이드와 그와 관련된 질병 및 병징에 대하여 살펴본 후, 

기존부터 최신까지 사용되고 있는 검출·진단 방법과 관련된 

연구동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바이로이드의 개

바이로이드는 1971년, 최초로 감자에서 발견되었으며[52], 

바이러스와 유사한 질병을 발생시키기에 viroid라고 명명되었

다. 이러한 RNA 병원체는 외피 단백질이 없고 250~400 여개

의 염기로만 구성되어 현재까지 보고된 어떤 생물 병원체보다

도 크기가 작다. 전체 서열 중 G+C% 함량이 매우 높으며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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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del of five viroid domains (T1, P, C, V, T2) de-

termined from sequence homologies among viroids 

[30].

Table 1. Classification of viroids

   Family pospiviroidae .

Genus Type species Ref

Apscaviroid

Pospiviroid

Hostuviroid

Cocadviroid

Pospiviroid

Coleviroid

Apple scar skin viroid, Pear blister canker viroid, Citrus bent leaf viroid

Citrus exocortis viroid

Hop stunt viroid

Coconut cadang-cadang viroid

Potato spindle tuber viroid

Coleus blumei viroid 1

[46, 47, 63]

[68]

[36]

[79]

[67]

[1]

   Family avsunviroidae

Genus Type species

Avsunviroid

Pelamoviroid

Elaviroid

Avocado sunblotch viroid

Peach latent mosaic viroid 

Eggplant latent viroid

[10]

[29]

[14]

이상이 염기 결합으로 구성되어 막대 모양의 2차적인 구조를 

형성하는데[52], 어떠한 단백질도 암호화하고 있지 않아 스스

로 복제할 수 없으며, 복제 기작이 일어날 때는 숙주의 효소 

시스템을 이용한다[70]. 바이로이드는 오로지 식물체에만 감

염되어 RNA-mediated transcriptional gene silencing (TGS)

와 post-transcriptional gene silencing (PTGS) 등의 RNA si-

lencing를 유도한다[60]. 바이로이드는 전체 유사성

(homology) 확인에서 90% 이하일 경우 신종 바이로이드로 

분류하며 90% 이상일 경우에는 변종 혹은 변이체(varients)로 

구분한다[9]. 바이로이드의 구조는 총 5가지 도메인(domain)

으로 구분되며 연구 초기에 Fig. 1에서 나타낸 것처럼, 왼쪽 

말단인 Left hand terminal domain (T1), 병징 유발에 관여하

는 Pathogenic domain (P), 중앙의 보존 부위를 Central con-

served domain (C), 염기 변화가 심한 Variable domain (V), 

오른쪽 말단인 Right hand terminal domain (T2)로 나누었다

(Fig. 1) [30].

바이로이드가 주로 감염되는 숙주로는 사과, 배, 포도, 토마

토, 감자, 시트러스, 국화, 코코넛 팜, 아보카도, 홉 등이 있다

[58]. 주로 야기되는 바이로이드는 Pospiviroidae과의 Apple 

scar skin viroid (ASSVd) [46], Pear blister canker viroid 

(PBCVd) [24], Citrus bent leaf viroid (CVd-Ib) [63], Citrus 

exocortis viroid (CEVd) [68], Hop stunt viroid (HSVd) [36], 

Coconut cadang-cadang viroid (CCCVd) [79],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SDVd) [67], Coleus blumei viroid 1 (CbVd) 

[1], Avsunviroidae과의 Avocado sunblotch Viroid (ASVd) 

[10], Peach latent mosaic viroid (PLMVd) [29], Eggplant la-

tent viroid (ELVd) [14] 등이 있다(Table 1).

Apple scar skin viroid (ASSVd)

사과에 주로 감염되는 이 병원체는 1935년, 중국 만주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46]. 1987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Apple 

scar skin viroid (ASSVd)라고 명명되었고[23], 국내에서는 

1998년 경북 의성 지역에서 일본에서 도입한 미끼라이프라는 

품종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ASSVd에 감염된 사과는 크기가 

정상보다 50~70% 정도로 줄어들거나 정상 과실의 표면에 붉

은색이 아닌 얼룩덜룩 비착색 부위가 남는다. 또한 이러한 부

위는 과실이 성숙될수록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며 크기가 1~2 

cm까지 점차 확대되어 수확기에는 과피 전체의 50% 이상을 

덮게 되고 그로 인해 사과의 상품성을 떨어트린다(Fig. 2) [31]. 

또한 ASSVd 감염은 접목에 의해 성목에서 1~2년 내에 나무 

전체로 전염이 되며, 결실과에서 병징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부

분의 병징이 과실에서 발견되지만 예외로 특정한 환경에서 

재배될 때, 잎이 말리거나 잎에 상위생장성 병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20, 28]. 또한 감염 가지에 즙액이 묻은 전성 가위

를 사용할 경우에는 60~70%의 전염율을 내며, 최근에는 사과

뿐만 아니라 살구와 복숭아, 체리에서도 검출되었다[44].

Pear blister canker viroid (PBCVd)

유럽 배와 마르멜로 생식질에 감염되어 각 배들에 blister와 

splits와 껍질 궤양을 유발하는 Pear blister canker viroid 

(PBCVd)는 처음 R. Flores 등에 의해서 명명되었다[17]. 이들

은 Pospiviroidae과, Apscaviroid속에 속하며 잎과 과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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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ewly known symptom of Apple scar skin viroid (ASSVd) on apples [31].

A B

Fig. 3. (A) Symptoms of PBC disease on the pear indicator 

A 20 graft inoculated with the P2098T isolate 

(two-year-old stock) [11] and (B) Symptoms induced 

by PBCVd (isolate P2098T) 3-4 months after in-

oculation on the pear indicator Fieud 37, grown un-

der greenhouse conditions. Similar symptoms are ob-

served in the pear indicator Fieud 110 [J. C. 

Desvignes, unpublished data].

병리학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으나 오로지 배와 나무껍질에서

만 병징이 나타난다(Fig. 3). 얕은 껍질에 상처가 생기거나, 농

포는 기본으로 발생하며 산발적인 동고병과 비늘로 뒤덮인 

듯한 껍질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감염되었을 시, 5-8년 

후에는 식물 자체가 사멸한다[11]. 배(Pyrus communis)와 마르

멜로(Cydonia oblonga)가 주로 감염되는 자연 숙주로, 마르멜로

의 줄기는 유럽에서는 배 뿌리에 종종 접목되어 영양 번식을 

통한 바이로이드 질병에 노출된 적이 있다. 병징을 나타내지

는 않지만 명자나무(Chaenomeles), 마가목(Sorbus)에도 감염되

며, 실험적으로 일부로 오이(Cucumis sativus)에 감염시킨 예도 

존재한다[17].

Avocado sunblotch Viroid (ASBVd)

Avsunviroidae과에 속하는 이 병원체는 아보카도에 생리

적 장해, 유전적 장해를 끼치며 접목으로 전염될 수 있는 

Avocado sunblotch라는 질병을 유발한다. 처음 Sunblotch라

는 질병이 인지된 것은 1928년으로[57]. 1931년, sunblotch라

는 질병으로써 명명되었다[26]. 또한 1979년, Palukaitis, P. 등

이 sunblotch 질병을 유발시키는 바이로이드를 Avocado sun-

blotch Viroid (ASBVd)라는 명칭으로 확정하였다[48]. Avocado 

sunblotch Viroid는 매우 좁은 숙주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주

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Mill)에 감염된다[62]. 과실의 과

피에 노란색의 상처가 나며 괴저를 일으키거나 불그스름하게 

변하는 등의 과실 피해를 입히는 것이 주된 병징이며, 그 이외

에는 어린잎과 가지, 줄기에 노란색의 줄무늬 등이 생겨나며 

잎의 기형이 나타나거나 꼭대기 조직의 비틀림과 이른 노화 

현상이 나타난다(Fig. 4) [19].

Citrus exocortis viroid (CEVd)

주로 citrus (Poncirus trifoliata)에 bark scaling을 유발시키

는 citrus exocrtis viroid (CEVd)는 1948년에 처음 묘사되었으

며, Pospiviroidae과 Pospiviroid속에 속한다[37]. CEVd에 감

염되면 식물의 뿌리 부분에 bark scaling이 나타나거나 뿌리 

줄기의 껍질이 깨져 나가는 등의 뿌리 기형이 나타나며 과실

이 괴상한 모양으로 자라나는 등의 병징이 나타난다(Fig. 5)

[15, 53]. CEVd의 숙주 범위는 넓은 편으로, 국화 과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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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Fruit from infected trees are small and deformed 

with sunken lesions [David Rosen, University of 

California Statewide IPM Project] and (B) Foliage is 

discoloured and deformed [Andrew Geering (QAAFI].

A                     B

 

Fig. 5. Sanguinella sweet orange tree showing severe bark 

scaling on the Poncirus trifoliata rootstock due to the 

exocortis viroid [photo by Kotra Experiment Station, 

Mazandaran province, Iran].

A                    B

 

Fig. 6. (A) 'Perle' leaves infected with HpSVd showing 

speckling concentrated along leaf veins [photo by 

Ocamb lab] and (B) Generalized speckling on 

'Sterling' leaf due to HpSVd [photo by C. M. Ocamb, 

2007].

Gynura aurantiaca [77], 국화(Chrysanthemum morifolium) [13], 

가지 과의 숙주인 토마토 (Lycopersicon esculentum) [73] 등에도 

감염된다.

Hop stunt viroid (HSVd)

홉(Humulus lupulus)에 심각한 질병과 기형을 유발시키는 

이 병원체는 Pospiviroidae과, Hostuviroid속에 속하며 일본

에서 홉 stunt 질병을 유발시키는 물질로써 처음 묘사되었다

[74]. 기본적으로 감염되는 홉의 경우, HSVd에 감염될 시, 식

물 자체의 키가 작거나 위쪽에 자라나는 잎이 아래로 숙여지

며, 잎이 기존 잎보다 작아지거나(Fig. 6A) 잎에 노란빛이 돌게 

된다(Fig. 6B) [65]. 숙주 범위는 홉, 오이, 포도, 시트러스, 플럼, 

복숭아, 배 등으로 상당히 넓은 편으로 각 숙주마다 병징이 

특정하게 나타난다. 오이에서는 과실의 색이 옅어지는 병징이 

발견되었고[42], 플럼과 복숭아에서는 과실의 외피가 얼룩지

는 병징이 나타났다[80]. 1999년에는 시트러스에서 악액질 상

태의 병징이 나타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61].

이와 같은 바이로이드는 식물체에 감염되어 과실 및 잎에 

병징을 나타내어 농작물 및 회훼류의 상품적 가치를 떨어트리

는 등 농가에 큰 피해를 끼친다. 그러나 식물체가 어느 정도 

자란 후에야 그 병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어렵다. 

이러한 배경으로 바이로이드의 검출 기법은 최근까지도 개발

되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바이로이드의 검출 기법

기존 식물 병원성 감염체의 감염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단을 

병징에 의한 진단 및 식물의 조직을 직접 해부하여 현미경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등의 관찰을 통한 방법과 면역확산법

(Immunodiffusion Test), 형광항체법(Immunofluorescent 

Antibody Technique), 효소결합항체법(Enzyme-linked Imm-

unodorbent Assay, ELISA) 등의 혈청학적인 진단 방법이 사

용되었다[41]. 그러나 외피 단백질이 없고 염기 서열로만 구성

되어 있는 RNA 바이로이드는 어떠한 단백질도 발현 및 합성

하지 않아 혈청학적 검출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바이로이드를 

검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현재까지도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바이로이드 검출 초기에는 주로 RNA 병원체인 바이로이드

의 복제 중간체나 구조적 특징을 활용한 전기영동 방법(주로 

PAGE) [27, 47]이나 바이로이드 서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프로브를 활용한 혼성화 기반의 Northern blotting 및 Dot 

blotting [18, 43, 56]등이 활용되었다. RNA에서 DNA로 전환

시키는 역전사(Reverse transcription) 방법이 개발된 이후, 

RNA의 불안전성 등의 기존에 사용되던 검출 방법의 단점이 

보완되었다[43]. 또한 최근 들어 PCR 증폭 방법이 개발되면서

[39, 59] 역전사 과정과 함께 접목되어 미량으로 존재하는 바이

로이드의 양을 증폭시켜 확인하는 방법(RT-PCR)이 고안되었

다[21, 40, 52, 64, 78]. 또한 PCR 증폭 결과의 확인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도입되었고, 그 중 하나

인 실시간 증폭 확인 방법이 결합된 실시간 역전사 PCR 증폭 

방법은 현재까지도 꾸준히 활용되고 있다[6, 7, 25, 32, 54]. 그

러나 실시간 역전사 기반 PCR 증폭 방법의 경우, 값비싼 기기

와 전문 인력의 필요성으로 인해 현장 진단용으로는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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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YBR Green I dye cycles between an unbound (dena-

tured) and a bound (annealing through extension) 

state as the reaction progresses and signal intensity 

increases as the quantity of amplicons increase [photo 

by Sigma-Aldrich].

가 어렵기에 현장에서 바이로이드를 검출하기 위한 다른 방법

들이 고안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 (LAMP) 방법은 등온에서 핵산의 증폭이 가능하

다는 장점이 있어 현장 진단용 검출 기술의 밑바탕이 되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겔 기 동  올리고 로  기반의 바이로이드 검출  

활용

바이로이드의 복제 중간체나 구조적인 특징을 활용한 겔 

기반 전기영동(Gel electrophoresis) 방법이 오래 전부터 사용

되어 왔다[27, 47]. 그러나 이는 단순히 식물체에서 추출한 

RNA를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겔 등의 겔을 이용하여 전기 영

동 후, 기존에 존재하는 바이로이드의 패턴과 비교를 통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방법에는 부차적인 물질의 존재 

가능성에 의해 겔 상에 나타난 밴드가 정확히 바이로이드를 

나타내는 것인지 확신하기가 어려웠고, 시료 속 바이로이드의 

양이 매우 미량일 경우 검출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전

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특이적 올

리고 프로브를 활용한 blotting 과정[18, 43, 56]이며, 바이로이

드에 특이적인 올리고 프로브를 고체 기판에 고정하여 그 위

로 식물체에서 추출한 RNA를 흘려주는 것으로, 바이로이드 

서열과 상보적인 혼성화 과정에 기반하여 검출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 또한 시료 속 바이로이드의 양이 매우 미량일 경우 

검출이 불가하다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역 사 기반 PCR 방법의 원리  활용

1983년, Kary, M. 등에 의해서 Polymerase chain reaction, 

줄여서 PCR 증폭 방법[39]이 개발되면서 상기와 같은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PCR 증폭 방법을 통해 시료 

속에 존재하는 바이로이드를 증폭할 수 있게 되었다. 바이로

이드는 RNA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PCR 증폭 과정

에는 RNA를 cDNA (complementary DNA)로 전환시키는 역

전사(reverse transcription)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환된 

cDNA는 특이적 primer를 활용하여 PCR 증폭을 위해 주형으

로 활용된다.

PCR 증폭에는 주형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primer 쌍과 

높은 온도에서도 활성을 잃지 않는 Taq polymerase가 활용된

다. 원리는 Fig. 3에 표현된 것처럼 온도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90℃ 이상의 온도에서 주형이 변성되어 두 가닥 사이가 벌어

지고, 온도가 점차 낮아지면서 primer 쌍이 결합하여 다시 온

도가 상승하며 신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포함된다. 상기와 

같은 과정으로 미량의 주형 가닥이 증폭되고 이를 겔 기반 

전기 영동 방법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바이로이드를 

검출할 수 있다. 지난 1990년, Hadidi, A. 등은 이과 과실 나무

에 감염된 바이로이드를 역전사 기반 PCR로 증폭하여 겔 전

기 영동과 Southern blot 혼성화 방법으로 확인하였다[21]. 그 

밖에도 Weidemann, H. L. 등은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STVd)를, Yang, X. 등은 Citrus Exocortis viroid (CEVd)와 

Cachexia viroid를 역전사 기반 PCR 방법을 도입하여 검출하

였다[52, 78]. 그러나 역전사 기반의 PCR 방법에는 RNA 주형

이 필요하며 그를 위해서는 식물에서 RNA를 추출하여 정제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시간과 인력 소비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이 고안되었으며, 그 중 하나는 membrane에 

식물 수액을 집적하여 주형을 부착시켜 역전사 기반 PCR 증

폭을 수행하는 것으로[64], 1997년, Shamloul 등에 의하여 감

자 조직, 씨 등에서 추출한 핵산이 처리된 GeneReleaserTM를 

접목시켜 PSTVd가 검출되었다[40]. 또한, RNA 추출 방법 자

체를 개선하여 효용성을 높이는 방법도 고안되었는데, potas-

sium ethyl xanthogenate (PEX) buffer를 활용한 조직 균질화 

과정이 없는 핵산 추출 방법을 도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40, 

55].

역전사 기반의 PCR 방법은 시료 내 존재하는 바이로이드 

RNA를 cDNA로 합성하여 증폭함으로써 바이로이드 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역전사 기반의 PCR 방법은 증폭 결과를 확

인하기 위한 부가적인 과정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개선하

기 위해 도입된 것이 실시간으로 증폭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PCR 증폭 방법(real-time PCR)이다[3, 6, 7, 32, 54].

실시간 PCR 증폭 방법은 PCR 증폭이 수행되는 동안 실시

간으로 증폭 양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를 위하여 형광 표지 

물질이 접목된 방법이다. 사용되는 표지 물질은 주형에 특이

적이거나 비 특이적인 물질 모두 가능하며 주로 사용되고 있

는 것은 이중 나선 DNA 사이에 끼어 형광 빛을 띠는 SYBR® 

Green I [25], EvaGreen [76], SYBR® Gold [72] 등의 비 특이적 

형광 물질이나 형광 표지자가 부착되어 있는 주형 특이적

-probe, PNA probe [9]나 LNA® [82] 등의 핵산 analogue [50]

등이다. SYBR® Green I의 경우, 이중 가닥 DNA가 증폭되면서 

그 사이에 끼어들어 형광 빛을 방출하며(Fig. 7) 어떠한 주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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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aqMan probe chemistry mechanism (photo by Brain-

damaged).

라도 증폭함에 따라 사이로 끼어드는 형광 물질의 양이 증가

하는 것을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증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5]. 주형에 특이적인 물질 중 주형-특이적 probe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TaqMan probe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probe

에는 Fig. 8에 표현된 것처럼 한 쪽에는 형광 물질이, 한 쪽에는 

Quencher이 위치하고 있다.

실시간 PCR 증폭 방법을 사용하면 증폭되는 RNA의 초기 

양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세포에 존재하는 mRNA의 

발현 정도를 연구하기 위해 활용되었으나 2004년, Bloonham, 

N. 등에 의해 porato spindle tuber viroid (PSTVd)를 검출하

기 위해 도입된 이후로 바이로이드를 검출하기 위하여 활발하

게 활용되고 있다[3].

현재에도 실시간 PCR 증폭 방법은 바이로이드 검출을 위해 

꾸준히 사용되고 있으나, PCR 증폭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온

도 변화 과정과 모니터링을 위한 값비싼 기기 및 복잡한 과정

에 따른 전문 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장 진단 용으로 활용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LAMP)의 

원리  활용

2000년, Notomi, T. 등에 의하여 온도의 변화 없이 단시간 

내에 등온에서 핵산을 증폭시킬 수 있는 Loop-mediated iso-

thermal amplification (LAMP) 방법이 개발되었다. 이 방법은 

기존 PCR 방법에서 수행되었던 핵산 서열의 변성(denatura-

tion), 접합(annealing), 신장(extension)의 세 가지 단계를 수행

하지 않고도 단일 온도에서 핵산의 접합 및 신장이 가능하다

[45]. 또한 증폭 효율이 매우 높으며 특정한 기기가 요구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으며, 현재 사람, 식물, 동물 모두

에서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만이 아니라 식물

에서만 병원성을 일으키는 바이로이드의 검출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5].

LAMP 방법에서 주로 활용되는 효소는 Bst polymerase로, 

이는 Bacillus stearothermophilus의 DNA polymerase I을 인공

적으로 합성한 것으로 등온에서 핵산을 증폭시킨다. 또한 5‘→

3’ DNA polymerase 활성을 띠고 있으나 반대로 5’→3’나 3‘→

5’의 exconuclease의 활성은 띠고 있지 않아[22] 증폭 산물이 

쭉 연결되어 생성되며 겔 전기영동 결과에서는 끌리는 band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Fig. 9).

LAMP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3쌍의 primer가 필요하며, 

각 primer들은 주형 가닥에 특이적으로 부착되어 증폭된다. 

primer가 부착되는 부위는 총 6군데로, 주형 가닥의 B1, B2, 

B3 부위이며 상보적인 가닥의 F1, F2, F3이다. primer 쌍은 

기본적으로 F3, B3 primer (inner primer) 쌍, FIP, BIP primer 

(outer primer) 쌍으로 구성되며 증폭 효율을 상승시키기 위해 

Loop (LF, LB) primer 쌍을 추가하여 수행되기도 한다. 안쪽

(inner)에서 작용하는 primer인 FIP와 BIP primer는 각각 F1c, 

F2 부위와 B1c, B2 부위의 서열을 포함하고 있으며 후기의 증

폭 과정에서는 오로지 이 두 primer만이 사용된다. 각 primer

가 부착되는 위치와 증폭 원리는 Fig. 10에 나타나 있다[45].

Inner primer인 FIP primer가 주형 가닥의 F2c 부위에 결합

되어 상보적인 서열을 합성하며, outer primer인 F3 primer가 

F3c 부위에 느리게 부착되어 FIP primer가 부착된 가닥이 방

출된 DNA 가닥의 합성이 시작된다. 여기서 방출된 FIP pri-

mer 부착 DNA 가닥은 한 말단에서 환형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단일 가닥의 DNA는 BIP primer에 의해 시작

되는 DNA 합성과 그 다음의 B3 primer가 부착된 가닥의 합성

을 위한 주형 가닥으로써 작용하며 dumb-bell 모양의 산물을 

형성한다. 자가 부착된 DNA의 생성은 stem-loop 모양으로 

빠르게 전환된다. 이러한 stem-loop 모양의 DNA는 LAMP 

cycle의 주요한 시작 물질로 활용된다.

이와 같이 LAMP 방법은 기존에 활용되던 PCR 증폭 방법

과는 다르게 온도 변화 없이 등온으로 증폭이 가능하다는 장

점으로 인해 현장 진단 형 검출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

에서 안 등에 의해서 수행된 salmonella spp.의 검출 관련 연구

에서는 일반적인 PCR 증폭과 실시간 PCR 증폭 방법과 LAMP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일반적인 PCR 증폭 방법보다 LAMP 

방법의 검출 능력이 더 높으며, 실시간 PCR 증폭 방법과는 

비슷한 양상을 보임을 검증하였다[2]. 그 밖에도 다양한 주형

에 대하여 LAMP 방법의 효율이 검증되었다[35, 69, 81].

RNA로만 구성되어 있는 바이로이드를 검출하기 위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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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garose gel image of the included 

RNA LAMP Control Reaction. 

The common “ladder” banding 

pattern within a HMW smear is 

customary of LAMP reactions. No 

dedicated RT step or use of addi-

tional RT enzyme was used [photo 

by biocat].

Table 2. Summary of detection methods used in one-pot LAMP assays [16]

Hydroxynaphthol blue Calcein SYBR Green I EvaGreen Berberine

Substance
Hydroxynaphthol blue 

(HNB)
Calcein AM + 

MnCl2
SYBR Green I EvaGreen Berberine-SO4

Toxicity
May cause eye

irritation
May be harmful to

skin and eyes
Mutation 
enhancer

Possible carcinogen
May be toxic in high 

concentrations

Detection 
mechanism

Decrease of free Mg2+
Decrease of free

Mn2
dsDNA 

intercalation
dsDNA 

intercalation
Small groove
intercalation

Readout
Absorption

Absorbance: 650 nm

Fluorescence
Excitation: 495 nm
Emission: 515 nm

Fluorescence
Excitation: 494 nm
Emission: 521 nm

Fluorescence
Excitation: 500 nm
Emission: 530 nm

Fluorescence
Excitation: 450 nm
Emission: 530 nm

Effect on 
amplification

None
Manganese may
inhibit reaction

Not inhibiting 
when

used 0.5–1×

Not inhibiting when
used 0.5–1×

Not inhibiting
(≤180 μM)

One-pot real-time 
assay

- + + + + + + + + + + + + + + +

Equipment for
real-time detection

-
Fluorometer with

FAM filter
Fluorometer with

FAM filter
Fluorometer with

FAM filter
Fluorometer with

FAM filter

One-pot end point 
assay

+ + + + + + + + - -

+ + +

(UV light with low 
background signal)

Equipment for
end point detection

None UV lamp (optional)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UV lamp

Field applicability 
(Depending on 
visualization.)

+ + + + + + + + + + + + + + + +

존에는 식물체에서 RNA를 추출한 후 역전사 과정으로 cDNA

를 생성한 후 그를 활용해 LAMP 과정을 수행하였다[49]. 그러

나 최근 들어 RNA 주형을 그대로 도입하여 한 튜브 내에서 

역전사와 LAMP 과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법이 고안되었고

[4], 이를 활용하여 Peach Latent Mosaic Viroid (PLMVd),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STVd) 등이 검출되었다[34, 71].

LAMP 수행의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전 까지만 해

도 겔 전기 영동 방법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현장 진단에서는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육안 관찰을 용이하게 하는 

물질을 포함하여 부가적 과정을 생략하는 방법이 고안되었다. 

그 종류는 필터 기반의 형광 관찰 기기(Fluormeter, Gel. Doc. 

등)을 활용하여 관찰할 수 있는 Caseine, SYBR® Green I, 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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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mechanism of LAMP [45].

berine 등과 특정한 장비 없이 육안으로 색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hydroxynaphthol blue (HNB) 등이다. 각 물질들의 작용 

원리는 Fig. 12와 같으며, Jens Fischbach 등은 각 검출 방법에 

관한 장단점을 비교하였다(Table 2) [16].

Table 2에서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결과 확인을 위해 사용

될 수 있는 여러 물질들 중에서도 Calcein과 Hydroxynaph-

thol blue (HNB)이 현장 진단용으로써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였다. 그러나 그 중 Calcein의 경우, 사용자의 피부와 눈에 

독성을 나타내며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 따로 형광을 측정하

기 위한 기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관찰을 위한 부가적인 장

비 없이 육안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독성이 가장 약한 

HNB가 현장 진단용으로 사용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사료된

다.

상기 서술된 이점으로 인하여 현장에서의 유효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LAMP 방법이지만, 이 역시 한계점이 존재한

다. 기존 PCR처럼 핵산 기반으로 한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이

기 때문에 주형 가닥에 특이적으로 부착되는 primer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LAMP의 경우, 특정한 조건 하에서 

primer끼리의 자가 증폭 과정이 수행되어 비 특이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33, 66, 75]. 그러나 아직 그에 대한 정확한 연구 

보고는 없으며, 바이로이드 자체가 GC%가 높기 때문이거나 

primer들의 농도가 높아 primer dimer가 형성되면서 비 특이

적인 증폭이 유도되거나[33] primer들이 증폭의 민감도를 향

상 시키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66]. 이러한 자가 

증폭 과정을 감소시키기 위해 Kazuya S. 등은 LAMP 반응 

시간을 반으로 줄이는 방법을 도입했고[66], Lee, D. 등은 각 

primer 쌍들을 실온에서 30분 동안 보관한 후 바로 LAMP 반

응을 수행 하였다[33]. 비 특이적인 증폭을 유도할 수 있는 

MgSO4나 MgCl2의 농도를 낮추거나 반응 온도를 높여 비 특이

적인 결합을 줄일 수 있다[38].

고   찰

외피 단백질이 없고 오로지 RNA로만 구성된 바이로이드는 

증폭과 감염과정에서 간단한 염기의 변화로도 수많은 변종, 

즉 변이체의 생산이 쉽게 초래된다. 또한 바이로이드에 대한 

특정한 매개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매개체 방제를 통한 

통제 수단은 존재하지 않고, 다른 방제 약제 또한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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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Overview of indirect and direct detection methods used for monitoring 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 (LAMP) 

[16].

않는다. 바이로이드에 감염되면 초기에는 별다른 병징을 보이

지 않다가 수확기에 접어들어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발견하기가 어려운 편이다. 또한 토종 농작물 및 부가가치가 

높은 화훼 작물에 질병을 유발해 상품적 가치를 떨어트려 심

각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기 때문에 바이로이드 질병에 감염

되지 않은 기주의 확보가 중요하며 그로 인해 조기 진단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현재 식물체에서 

바이로이드를 검출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고안되었으며 최근

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역전사 PCR 증폭 방법과 실시간 

검출 기법이 접목된 방법과 등온 증폭(LAMP) 방법이다. 전자

의 경우 민감도가 높고 반응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이로이드 

검출에 꾸준히 활용되고 있으나 현장 진단에서 활용되기에는 

값비싼 기기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로 인하여 현재는 온도 변화를 위한 기기가 필요 없고 복잡

하지 않은 방법으로 실시간 검출 방법과 비슷하거나 높은 민

감도를 보이는 LAMP 방법이 현장 진단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LAMP 방법은 아직 현장 진단 

용으로 활용되기에는 여러 가지 해결할 점이 존재한다. 그러

나 상기 서술된 한계점이 극복된다면 LAMP 방법은 바이로이

드 진단 방법에서 가장 큰 효용성을 가질 것이며 이와 같은 

현장 진단용 방법의 개발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농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선진형 무병묘목 선

발, 국가 주요 종자 관리 및 외래 병종 유입에 대한 관리에서도 

주요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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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식물체에 감염성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로이드 검출  진단 방법

이세희․김양훈․안지 *

(충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미생물학과)

바이로이드는 매우 작은 RNA 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피 단백질이 없고 오로지 식물에만 감염되어 질병을 

유발한다. 바이로이드 감염 질병을 예방하거나 진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며, 이는 병징이 초기에는 발견

되지 않고 수확기에 접어들어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한편, 혈청학적인 방법은 식물 병원체를 검출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으나 바이로이드는 핵산인 RNA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검출할 수가 없다. 때문에 바이

로이드를 검출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분자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초기에는 바이로이드의 분자적인 크기

와 구조적 특징을 이용한 겔 전기 영동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 후에는 역전사 반응과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접목시킨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RT-PCR) 방법이 활용되었고, 그에 대한 효율적인 결과 확인을 위해 형광 물

질을 도입한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Real-time RT-PCR)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온도를 변화시키

기 위한 값비싼 기기와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함으로 현장에서는 활용되기가 어렵다. 최근 개발된 고리 기반의 

등온 증폭법(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의 경우, 온도의 변화가 필요 없어 비싼 온도 조절 기기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매우 높은 증폭 효율을 지니며 반응 시간이 짧은 등의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기에 최근 현장 

진단용 기술에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 총설에서는 바이로이드 유발 질병에 대하여 요약하고 그에 

대한 검출 및 진단 방법에 대한 연구 동향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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