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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lbrood disease is infected by Paenibacillus larvae on larval stage of honeybee, and is lethal disease 
to result in population death. This disease was manifested in 2008 in Korea, is still suffered by the 
secondary damages. In this study, we are to examine diagnostic PCR approaches to manage the 
Foulbrood disease. PCR amplification of 16S rRNA is generally using for microbial infection, but the 
specificity is little poor for the correct diagnosis. Therefore, we are to identify specific genes expressed 
in Paenibacillus larvae, and perform PCR analysis. We selected five distinct genes from literature 
references. Those genes are commonly known as toxic genes for host infection, and include Toxin1, 
Toxin2A & 2B, SplA, CBP49, and SevA&SevB. PCR amplification for these genes is difficult to detect 
at the first time. So, we performed the second PCR using the first PCR product as a template. This 
approach using the nested PCR was very useful for detecting large marker genes. When Paenibacillus 
larvae was cultured in the medium containing plant extracts, PCR amplification of the identified genes 
is correlated with the microbial growth inhibition. Therefor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identified 
genes might be useful to study diagnostic PCR markers for honeybee Foulbrood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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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부저병은 그람양성균인 Paenibacillus larvaer가 꿀벌 유충에 

감염된 후, 부패되어 최종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다[2]. 

P. larvae 는 열과 건조에 내성이 강한 내생포자(endospore)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장 35년 까지도 감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부저병 발생은 양봉농가의 막대한 피

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제 

3종 법정 전염병으로 관리되어오고 있다. 

세균이 동정된 지역에 따라 미국부저병(American Foul-

brood)과 유럽부저병(European Foulbrood) 으로 분류될 수 

있다[12, 14]. 미국 부저병의 경우, 1950년대 미국으로부터 전

파된 것으로 추측되며, 2008년 봄에 국내에 처음 발병 사례가 

보고되었다[8]. 이후 국내 양봉산업에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불러 올 만큼 막대한 피해를 끼쳤고, 양봉농가들은 지속적인 

후유증으로 2차 피해를 받고 있다. 일례로 부저병으로 인하여 

한때 9만 1천개의 달하였던 전남지방의 꿀벌 봉군이 현재 1천

여개 밖에 남지 않았을 정도로 약 98%정도가 괴멸되었던 무서

운 질병이다. 부저병이 치명적인 이유는 치료방법이 거의 전

무하다시피 하고 한번 발병하면 봉군 전체를 소각하여야 하

며, 발병 이후 40년 정도는 그 지역에서 양봉을 하지 못할 만큼 

피해규모는 상상을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부저병은 예방이 

최우선이며, 동시에 감염여부를 초기에 진단하여 관리하는 것

이 최고의 치료방법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부저병 진단방법은 미생물학적 배양을 통

한 PCR 진단 마커를 이용하는 방법과 임상증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3]. PCR 마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미국 부저

병의 16S rRNA유전자를 표적하여 진단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13]. 미생물 배양을 통한PCR 진단 방법은 부저병균의 초

기배양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배양이 더디다는 이

유로 여러가지 2차 침입세균들에 의한 감염 등으로 인해 정보

의 부정확성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임상진단으로는 

갈색으로 폐사한 유충의 교질성 점액을 우유 또는 진단키트에 

떨어뜨려 진단하는 방법이 있으며, 우유의 경우 균이 내생포

자를 형성할 때 단백질분해효소를 분비하는 부저병균의 생화

학적 특징을 이용하여 40초 내에 응결하면 감염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2]. 그러나 꿀벌의 특성상 병원균에 감염된 유충을 성

충이 제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하여 병을 

진단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봉산업의 부산물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큰 비중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있지 않

은 꿀벌의 부저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진단할수 있는 방

법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으로 PCR방법을 이용하여 

부저병의 원인균인 P. larvae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68 생명과학회지 2017, Vol. 27. No. 1

Table 1. Primer sets used in this study  

Gene Start - End Product Tm GC% Sequence (length -> 20)

16S Ribosomal

RNA

1st
Left

Right
805 - 1265 461bp

54

54

55

55

5’-AGTCCACGCCGTAAACGATG–3’

5’-CTTCCCGTTGTACCGACCAT–3’

2nd
Left

Right
896 - 1141 246bp

52

52

50

50

5’-ACGGTCGCAAGACTGAAACT–3’

5’-CGTGCTGGCAACTAAGATCA–3’

 Toxin 1

(Plx 1)

1st
Left

Right
841 - 1286 446bp

54

52

55

50

5’-GTACCGGATGAGGAGGAACT–3’

5’-TGAGCTCCTGATCCATTGTC–3’

2nd
Left

Right
876 - 1142 267bp

52

52

50

50

5’-CAGAATTGCAGATGGGGAGT–3’

5’-TGGCCATCCTCTCCATTATC–3’

SevAand SevB

1st
Left

Right
6446 - 6959 514bp

60

52

45

50

5’-TAACGCCCATTCAATCGTGG–3’

5’-AGTCGCACCGACCACAATTT–3’

2nd
Left

Right
6538 - 6841 304bp

52

60

50

45

5’-GTTACCATTTTGCGGCAAGT–3’

5’-ATAATCCGCCATGACACCAT–3’

Toxin 2A &2B

(plx 2A &2B)

1st
Left

Right
1703 - 2284 581bp

54

52

55

50

5’-GACCATCCGACCAGAGATGA–3’

5’-GTTGTTCGGTCTCACCCTTA–3’

2nd
Left

Right
1784 - 2055 272bp

60

60

55

45

5’-GCGGAGGGGACTATGATACA–3’

5’-GTTTTCCATGTCCCCAAATG–3’

S-layer Protein

(SplA)

1st
Left

Right
805 - 1342 536bp

52

50

50

45

5’-GTTGGCGACACAACCAAAGA–3’

5’-GTGTAACCTTTGTTGATGCC–3’

2nd
Left

Right
918 - 1275 358bp

60

60

45

50

5’-AAACAAATCGGCTCAGGTTG–3’

5’-TGGGGAGTCAAAAGGAACTG–3’

Chitin-Binding 

Protein49 (CBP49)

1st
Left

Right
551 - 941 389bp

54

54

55

55

5’-GGGATATAGCAGATACCGGG–3’

5’-CCCATACTTCGCAACCCTTG–3’

2nd
Left

Right
617 - 902 286bp

60

60

55

55

5’-CCGGTCCAGAGATTCCTACA–3’

5’-CCCTGGGCTTCTTCCTTAGT–3’

유전자들에 대해 nested PCR방법을 사용하여 마커를 발굴하

고, 항생작용에 대한 진단 마커로서의 가능성 여부를 적용 분

석하고자 하였다. 

재료  방법

균주 배양

P. larvae 균주 시료는 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동결건조 상

태로 분양 받았으며, R2A 배지(Yeast extract, Proteose pop-

tone No.3, Casamino acid, Glucose, Soluble Starch, Na-pyr-

uvate)에 시료를 넣어 25℃에서 배양하였다. 

DNA 추출

DNA 를 추출하기 위해500 μl의 STEL (Tris-HCl, sodium 

dodecyl sulfate, EDTA, Lysozyme) Buffer 에서 시료를 녹인

후 Sonicator를 이용하여 세포를 파쇄하였다. 동량의 Phenol- 

chloroform 을 넣어 단백질을 제거하였으며, 상층액을 새로운 

튜브에 옮겨준 뒤 2 배의 100% EtOH에 넣고 DNA 침전을 

수행하였다.  다음날 원심분리하여 얻은 DNA 시료를 RNase

가 포함된 적당량의 증류수로 녹인후 희석하여 260/280 nm 

에서 spectrophotometor를 사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여 정량 

한후 사용하였다. 

라이머 제작 

NCBI (http://www.ncbi.nlm.nih.gov/) 에서 P. larvae균의 

DNA 서열 정보를 조사하여, 부저병균 성장과 분열에 중요한 

유전자들을 발굴하였으며, 이 유전자들의 증폭을 위하여 적절

한 프라이머를 제작하였다. 총 6종의 유전자에 대한 프라이머

를 제작하였으며, 프라이머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PCR 

제작된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nested 방식의 PCR반응을 수

행하였다. PCR 반응은10 ng DNA template, 10 pmol 의 pri-

mer 각각 1 μl, 2 mM dNTP 1 μl, 1 mg/ml BSA 1 μl, Mg²⁺ 
10X buffer 2.5 μl, 1U Taq polymerase 1 μl 를 섞은 후 1차 

PCR은 95℃ 45초, 52~58℃ 45초, 72℃ 45초간 25 cycle을 실행

하였으며, 2차 PCR은 95℃ 30초, 52~58℃ 30초, 72℃ 30초간 

25 cycle을 실행하였다. 이후 1.2% 아가로즈 젤에서 PCR 반응

물을 확인하였다.

식물 추출물 항균성 실험 

토끼풀(Trifolium repens), 민들레(Taraxacum platycarp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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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CR amplification for 16S rRNA. Genomic DNA was 

extracted from the cultured P. larvae. Genomic DNA 

were diluted and subjected to PCR amplification using 

specific primer sets for 16S rRNA. 

A

B

C

D

Fig. 2. PCR amplification for specific genes of P. larvae. The first PCR amplification was performed using the following primer 

sets; (A) toxin 1(plx1) (B) toxin 2A&2B (C) CBP49 (D) splA.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tect the amplified bands at the 

first PCR amplification. The nested PCR amplification was tried using the first PCR reactants. The predicted bands were 

detected from the second PCR amplification.

쑥(Artemisia princeps), 두충(Eucommia ulmoides) 등은 춘천 재

래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재료를 구입하여 잘 말린 후, g 당 

100 ml의 물을 넣어 5시간 열수 추출의 방법으로 추출물을 

얻었으며, 배지를 제작할 때 10%(v/v) 추출물 용액을 넣어 

배양하였다. 배양후 UV/VIS 광학분석기를 사용하여 흡광도 

560 nm에서 성장저해 정도를 측정하였다.    

결과  고찰

꿀벌은 집단 생활을 영위하는 곤충이기 때문에, 부저병과 

같은 질병의 발병은 꿀벌 집단 전체에 대해 매우 치명적이다. 

또한 발병으로부터 나타나는 예후가 보이는 시점에서부터 치

료를 시작하는 것은 이미 늦은 상황이며, 따라서 질병의 발병 

이전에 정기적인 진단을 수행한다면, 더 좋은 예방법이 될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저병 원인균에 대한 PCR 진단 등을 수행

하여 예방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부저병 

등을 포함하여 여러 세균감염 진단을 위해서 16S ribosomal 

RNA(rRNA)에 대한 PCR 진단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10]. 

우리는 부저병의 유전정보에 대한 16S에 대한 프라이머를 제

작한 후 DNA 정량값 3.45 μg/ul에 대한 1/10, 1/100, 1/ 1,000

으로 희석한 template 양으로 PCR을 수행하여 band 를 검출

할 수 있었다(Fig. 1). 하지만 16S rRNA은 단백질 합성에 관여

하는 유전자로서 다른 종의 세균에서도 유사한 염기서열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PCR 진단의 마커로서 특이성이 떨어

질수 있다. 

따라서 부저병균에 특이적이면서도 실제 감염되어 독성활

성을 가지는데 발현하는 유전자들을 대상으로 진단마커를 발

굴하고자 하였다. 부저병균의 독성 관련 유전자인Toxin1 

(Plx1), Toxin2A & 2B, CBP49, SplA유전자에 대한 프라이머를 

제작하여 PCR 를 수행하였다[5-7, 11]. 그 결과, 이러한 유전자

들은 1차 PCR 에서 CBP, splA 유전자의 경우는 아주 희미한 

밴드를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Toxin1, Toxin2A & 2B의 경우

에는 정확한 사이즈의 밴드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웠다(Fig. 

2). 따라서1차 PCR 을 수행했던 해당유전자의 내부 프라이머

를 제작한후 DNA template 양의 1/10 PCR 을 수행했던 1차 

PCR 산물을 재차 희석하여 2차 PCR 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모든 유전자들에 대한 2차 분석에서 예상되는 사이즈의 PCR 

밴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동정되어 PCR 반응에 

사용되었던 toxin1, toxin 2A&B 유전자는 975개의 아미노산 

서열로 이루어진 독성 단백질을 생산하며, Lysinibacillus 

sphaericus의 MTX1과 같은 periserin과 유사한 AB toxin 계열

이다[7]. 단백질의 N-말단에 ADP-ribosyltransferase 과 관련

된 도메인이 존재하며, C-말단에는 AB toxin관 관련된 도메인

이 존재한다. toxin 2A는 20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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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CR amplification for ssevA&sevB genes 

of P. larvae. The first PCR amplification 

was performed using the primer sets for 

sevA&sevB genes. And then, the nested 

PCR amplification was tried using the 

first PCR reactants. The predicted 

sevA&sevB bands were detected from 

the second PCR amplification.

A B

Fig. 4. Correlation between the microbial growth inhibition and gene expression in culturing containing several plant extracts. (A) 

The plant extracts were prepared from Trifolium repens, Taraxacum platycarpum, Artemisia princeps, and Eucommia ulmoides. 

The plant extracts was added into the culture medium for P. larvae. Microbial growth inhibition was shown in the culture 

condition containing three plant extracts. (B) the nested PCR amplification was performed after the culture condition containing 

plant extracts. Gene expression patterns were correlated with the microbial culture conditions.

으며, toxin 2B 는 87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toxin 

1과 유사한 AB toxin으로 알려져 있다[9]. CBP49 (Chitin- 

binding protein)는 polysaccharide monooxygenases을 포함

하고 있어서 다당류를 분해하는데 용이하며, 따라서 부저병균

이 꿀벌 유충에 감염될 때 유충외피를 파괴하는 효소 단백질

로 알려져 있으며, CBP의 기능을 통하여 부저병균이 유충내부

로 감염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4]. SplA (S-layer 

Protein)은 꿀벌 유충의 특정한 유전자 발현을 방해하는 기능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종간 유전적 특이성이 있는 유전

자로 분류되고 있어 종을 구분하는데 사용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11]. 

우리가 새로운 부저병균 마커로 사용하고자 했던 또 하나의 

특이 유전자는 sev (Sevacidine) 유전자이다. Sev 유전자는 부

저병 균 genome 내에 약 11.7 kb에 SevA와 SevB가 연속으로 

존재하는 유전자이며, 아직 정확한 기능 연구는 명확하게 이

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부저병균의 감영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12]. Sev A&B 유전자 에 대한 PCR 분석의 경우에도 

1차 PCR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앞선 유전자들과 같은 방법으

로 2차 PCR 분석을 수행하여 정확한 사이즈의 밴드를 얻을 

수 있었다(Fig. 3). 

한편 식물 추출물을 혼합한 배지에서 부저병균을 배양하였

을 때 부저병 특이 유전자들의 발현 양상을 비교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하여 1:100 희석된 토끼풀(Trifolium repens), 민들레

(Taraxacum platycarpum), 쑥(Artemisia princeps), 두충(Eucom-

mia ulmoides) 추출물을 넣고 27시간까지 배양을 유도하여 추

출물이 부저병 균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민들레, 

쑥, 두충 추출물 배양에서 부저병 균의 성장이 저해됨을 알 

수 있었다(Fig. 4). 이때 우리가 조사했던 부저병 특이 유전자

들의 발현을 분석한 결과 부저병균의 성장저해와 일치하게 

해당 유전자들의 발현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양봉산업은 국내 축산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형편이며, 특히 부

저병 관련된 진단법은 체계적이지 못하다. 일부 미생물 배양

을 통한 진단방법, 우유를 이용한 임상진단방법, rDNA를 이

용한 PCR진단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특정 환경이 아니면 사

용하기가 까다롭다. 본 연구를 통해 발굴된 진단 마커들은 부

저병 원인균의 성장과 일치하여 발현의 변화가 잘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향후 더 많은 연구를 통하여 진단 키트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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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저병이란 Paenibacillus larvae감염에 의하여 꿀벌 유충의 괴사를 유도하는 질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봄, 

국내에 처음으로 대량 발병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지속적인 2차 피해로 큰 후유증을 앓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저병

을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진단방법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부저병의 원인균인 P. larvae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유전자들을 동정하고자 하였으며, 이 유전자들은 주로 부저병균의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Toxin1, Toxin2A & 2B, SplA, CBP49, SevA&SevB 들이다. 이들은 1차 PCR 에서는 검출하기 어려웠지만, 2차 nested 

PCR방법을 이용하여 검출이 용이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여러가지 식물 추출물을 혼합한 배지에서 부저병균을 

배양하였을 때, 부저병균의 성장저해와 일치하게 우리가 검증한 유전자들의 발현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부저병 원인균의 특이 유전자들은 향후 PCR진단마커로서 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위한 진단마커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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