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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ice stripe virus (RSV) is one of the major constraints in rice production which is transmitted by the small brown plant hopper,
Laodelphax striatellus. Identifying new resistance genes from diverse sources is important for rice breeding programs to enhance the resistance
level and/or to overcome the breakdown of resistance gen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novel sources of resistance against RSV.
We used five RSV resistant varieties that do not harbor Stv-bi. The presence of known genes for RSV resistance was identified using the
InDel7 marker for Stv-bi, two Indel (Sid primer set) markers for Stv-b, and DNA sequence analysis for OsSOT1. We revealed that two varieties,
02428 (IT236925) and Tung Ting Wan Hien 1, are novel RSV resistance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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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률이 상승하여 등숙률과 천립중이 저하되어 수량감소를 발생시
킨다(Chung et al. 1974, Kwon et al. 2012a). 본 병에 대한

벼줄무늬잎마름병(Rice Stripe Virus: RSV)은 한국, 일본,

방제는 주로 바이러스 매개충인 애멸구를 간접적 방제 하는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바이러스 병으로

것이 가능하나 화학적 방제는 방제 범위가 제한적이며 농약의

알려져 있다(Toriyama 1995). 본 바이러스는 애멸구(Laodelphax

오남용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본 병에 대한 가장 경제적이고

striatellus Fallen; small brown plant hopper SBPH)에 의하여

친환경적인 방제방법으로 저항성 품종의 재배이다. 저항성 품종

전염되며(Ou 1972, Nault 1994), 자포니카 벼에서 많이 발생

을 육성하고자 할 때 전통적인 육종 방법은 유용 유전자원도입을

된다(Falk & Tsai 1998). 우리나라에서 벼줄무늬잎마름병은

위해서 대량의 유전자원 또는 계통에 대한 생물검정을 통해

1935년에 경상도 (낙동강 유역)에서 처음 발생이 보고된 이래

저항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저항성 품종을 개발하기까지는

지금까지도 남부지역 및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를 주고

오랜 시간과 노력이 동반됨에 따라 저항성 품종 선발에 어려움이

있다(Chung et al. 1971, Choi et al. 2010). 최근에는 저항성

있어 최근에는 분자 표지방법을 응용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품종 재배 확대 및 매개충인 애멸구에 대한 방제노력으로 발병이

현재까지 알려진 벼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유전자는 6번 염색체

감소추세에 있지만 해마다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적인 발병증가

에 위치하는 Stv-a 및 11번 염색체에 위치하는 Stv-bi와 Stv-b

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병해 중 하나이다. 벼줄무늬잎마름병에

(Washino et al. 1968, Hayano-Saito et al. 2000), 그리고 OsSOT1

감염된 벼는 초기의 잎에 연노랑색의 줄무늬가 형성되고 병징이

(Wang et al. 2014) 등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Stv-a 유전자의

진전되면 황백색으로 변한다. 생육과 이삭형성이 저하되고 불임

위치 확인을 위한 QTL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Stv-a는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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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Maeda et al. 2004,

저항성 및 감수성 여부는 저항성 품종인 신광벼 와 Stv-b를 보유

Lee et al. 2017). 우리나라의 벼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품종은

하고 있는 Zenith (Lee et al. 2017), 감수성 품종인 일품을 비교품

i

대부분 인디카형 품종인 ‘Modan’이 보유하고 있는 Stv-b 를 이용

종으로 사용하여 품종별 건전주 비율을 참조하여 판단하였다.

하고 있다. 단일 저항성 유전자만 가진 품종들을 지속적으로

저항성 검정은 6반복으로 수행하였다.

보급할 경우 바이러스 변이로 인한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
따른 저항성의 붕괴 가능성에 노출 되어있어 저항성 유전자원의

PCR 및 염기서열 분석

다양화가 필요하다(Hibino et al. 1985, Pink et al. 1992). 본

파종 후 30일된 잎으로부터 CTAB (cetyltrinethyl ammonium

연구는 벼 줄무늬 잎마름병 저항성 분자마커 및 유전자염기서열

bromide)방법을 이용하여 Genomic DNA를 추출 하였고(Murray

분석을 통해 새로운 저항성 유전자를 보유한 유전자원을 선발하

& Thompson 1980), 추출된 DNA는 Nanodrop (Thermo, Waltham,

여 향후 저항성 육종에 이용할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MA, USA)을 이용하여 DNA농도를 20ng/μl로 조절한 후 DNA
분석에 사용 하였다. 유전자형 분석을 위한 프라이머는 Stv-b를
구분할 수 있는 2종의 Sid (Indel) 마커(Lee et al. 2017) 와 Stv-bi를

재료 및 방법

구분할 수 있는 Indel7 마커(Kwon et al. 2012a)를 사용하였다

시험재료

(Table 1). PCR 반응은 Solg™ e-Taq DNA Polymerase (SolGent

본 연구에서는 Kwon et al. (2012b)에 의해 선발된 유전자원

Co. Ltd., South Korea)를 사용하였으며, PCR 산물은 EtBr이

5종(Dawdam, 02428 (IT236925), Erguailai, PadiAdongdumarat,

첨가된 3% agarose gel 을 이용하여 200V에서 1시간 동안 전기영

TungTingWanHien1)을 사용하였다. 비교 품종으로는 벼줄무늬

동을 실시하여 유전형을 조사하였다. 일품, 신광 그리고 Zenith와

잎마름병에 감수성인 일품과 저항성인 Stv-b를 보유하고 있는

5개의 RSV 저항성 품종의 염기서열분석을 위해 Solgent (Solgent

i

Zenith그리고 Stv-b 를 보유하고 있는 신광을 사용하였다. 이들
i

유전자원 5종은 Stv-b 유전자를 판별할 수 있는 분자마커 Indel7
i

Co., Daejeon, Korea)에 OsSOT1유전자 시퀀싱을 의뢰하였다. 사용
된 프라이머는 Wang et al. (2014)에 의해 설계된 마커(Se-STV11-F

을 이용한 유전자형 구분에서 Stv-b 유전자를 보유하지 않음에도

: TGAGCGACAATACTCCAGA, Se-STV11-R : AGATACTA

생물검정에서는 저항성으로 나타난 자원이다.

GCTTGACACAT)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벼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검정

통계분석

벼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검정을 위하여 못자리용 상토가

통계분석은 생물검정 결과를 R program (version i386 3.1.0,

들어 있는 모판에 품종당 30립의 종자를 파종하여 14일동안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 2014)을

생육시킨 후, 바이러스가 보독된 2~3령충의 애멸구를 식물체당

사용하여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후 Duncan의

5~7마리 밀도로 5일간 접종한 후 온실에 이앙하였다. 벼줄무늬잎

다중범위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분석하였다.

마름병 저항성 평가는 Wu et al. (2011)과 Kwon et al. (2012a)의

5% 유의수준에서 품종간 유의차를 확인 하였다.

방법에 준하여 이앙 30일 후 이양한 식물체 수에 대한 건전주의
비율을 조사한 후 계통 또는 품종의 저항성을 확인하였다. 벼줄무

결과 및 고찰

늬잎마름병 저항성 평가 시 잎에 녹색 또는 흰색의 강한 줄무늬를
보이면서 생육이 정지한 개체는 감염주로, 약한 줄무늬를 보이나

벼줄무늬잎마름병 생물 검정

정상적인 생육을 보이는 개체는 건전 주로 분류하였다. 품종별

유전자원 5종에대한 벼줄무늬잎마름병 생물검정 결과 품종간

Z

SG

Table 1. Polymorphic markers used for qSTV11 and qSTV11
Gene

Primer ID

Stv-b

Sid113

TGGTCCACACGTGCATATCT

TGATGTAGTAGACTCCACGT

Sid115

ATTGCAACGAACACAACAGC

CACTGCAGAAAAGGACACGA

Indel7

AAATTCCAATGCCCAAAACC

TCCTCATGGAGCTCATCCAA

i

Stv-b

286

related markers.

Forward primer (5´-3´)

Reverse primer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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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고도의 유의한 차이가 인정된 반면, 반복간 유의성은 없었다

대해 InDel 7 마커를 이용하여 각 품종별 Stv-b 연관 유전자형을

(Table 2). Zenith (Stv-b)와 유사한 저항성을 나타내는 품종으로는

확인한 결과, 신광(200bp)을 제외한 Zenith와 유전자원 5종은

02428 (IT23692)이 있었고, Dawdam, Erguailai의 경우 각각 81.5%

감수성인 일품과 동일한 대립유전자(160bp)를 나타내고 있어

와 79.9%의 생존율을 나타냈다(Figs. 1, 2). PadiAdongdumarat,

Kwon et al. (2012)의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Fig. 3C). RSV

TungTingWanHien1은 일품보다 생존율이 높았지만 신광보다

생물검정 결과에서 저항성으로 나타난 5개 유전자원은 Stv-bi

생존율이 낮았다(Figs. 1, 2). 이는 Kwon et al. (2012b)이 새로운

저항성 유전자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InDel 마커인

RSV저항성원 탐색을 위해 유전자원 155종을 이용한 생물검정

Sid113과 Sid115는 Lee et al. (2017)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i

및 유전형분석에서 Dawdam외 5종은 Stv-b 를 보유하지 않은

Zenith 유래의 Stv-b와 ‘신광’ 등이 보유한 Stv-bi를 구별할 수

새로운 저항성 품종 후보로 분류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있는 마커이다. 유전자원 5종에 대해 저항성 유전자 Stv-b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Stv-b 유전자와 연관된 2종의 Sid (Indel)

벼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관련 분자마커 및 염기서열 분석

마커를 이용하여 유전형 분석에 이용하였다. 그 결과 Dawdam,

InDel 7 마커는 Kwon et al. (2012a)에 의하여 개발되었으며

Erguailai, PadiAdongdumarat은 Zenith 와 같이 Stv-b 유전자를

i

Stv-b 보유 저항성품종을 구별 할 수 있는 마커로 자포니카형인
Nipponbare와 인디카형인 93-11 간의 LOC_Os11g31500 유전
자 염기서열 분석에서 In/Del 부분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Stv-bi
유전자 유래가 아닌 다른 저항성으로 추정되는 유전자원 5종에

Fig. 1. Phenotypic response to rice stripe virus (RSV) disease on
five rice cultivars comparing with check varieties. A: Ilpum, B: Zenith
(Stv-b), C: Shingwang (Stv-bi), D: 02428 (IT236925), E: Dawdam, F:
Erguailai, G: PadiAdongdumarat, H: TungTingWanHien1.

Fig. 2. Survival rate of the five rice cultivars according to rice stripe
virus (RSV) infection comparing with check varieties. A: Ilpum, B:
Zenith (Stv-b), C: Shingwang (Stv-bi), D: 02428 (IT236925), E: Dawdam,
F: Erguailai, G: PadiAdongdumarat, H: TungTingWanHien1.

Table 2. One-way ANOVA of bioassay on RSV survival rate at Ilpum and resistance varieties.

z,***

Source of variance

Df

Sum of square

Mean of square

F value

Pr>F

Variety

7

29061

4152

154.949

0.000***z

Group

5

131

26

0.977

0.445

Residuals

35

938

27

correlation is significant different from zero (p<0.001)

Table 3. The Classification of rice stripe virus (RSV) resistance on 5 rice cultivars by result of Stv-b related Sid (InDel) primer set and OsSOT1
sequence analysis.
Classification

Stv-b

OsSOT1

Putative novel gene

Variety

Dawdam, Erguailai
PadiAdongdumarant

Dawdam, Erguailai

02428 (IT236925)
TungTingWanHie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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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育誌(Korean J. Breed. Sci.) 51(4), 2019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Fig. 3A, 3B). 그러나 02428

로 확인되었다(Fig. 4).

(IT236925)과 TungTingWanHien1은 일품과 동일한 대립유전
자(Sid113: 210bp, Sid115: 200bp)를 나타내어 Stv-b유전자를

신규 저항성 유전자 보유 유전자원 선발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Table 3, Fig. 3A, 3B). 상기

공시한 벼 유전자원 5종에 대한 벼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유전자원 5종에 대하여 인도의 재래벼인 Kasalath의 저항성 QTL

관련 분자마커 및 OsSOT1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를 종합하

KAS

인 qSTV11

(Zhang et al. 2011)로부터 구명된 벼줄무늬잎마름

면 다음과 같다. Dawdam, Erguailai은 OsSOT1 유전자와 Stv-b

병 저항성 유전자 OsSOT1 (Wang et al. 2014)의 보유 여부를

유전자를 동시에 보유하며, PadiAdongdumarat는 Stv-b 유전자를

확인하기 위해 OsSOT1의 염기서열 분석을 수행 하였다. 그 결과,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4, Table 3). 02428 (IT236925)

Dawdam, Erguailai는 Wang et al. (2014)이 제시한 OsSOT1

과 TungTingWanHien1은 Stv-b와 OsSOT1 유전자를 보유하지

유전자 저항성 염기서열(서열번호 670~675 염기서열 deletion)

않는 저항성 품종으로 나타남에 따라, Stv-b , Stv-b 및 OsSOT1

과 동일하여 OsSOT1 유전자를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이외의 새로운 저항성 유전자를 보유한 유전자원으로 확인되었

02428 (IT236925), PadiAdongdumarat 그리고 TungTingWanHien1

다(Table 3, Fig. 3A, B).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02428

은 OsSOT1 의 감수성 유전자형의(서열번호 670~675 염기서

(IT236925)과 TungTingWanHien1종을 이용한 유전연구를 통

열:GCGGCG) 로 나타나 OsSOT1 유전자를 보유하지 않는 것으

해 새로운 저항성 유전자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벼줄무늬잎마름

i

병 저항성 유전자 다양화 등에 활용 가능 할 것이다.

적 요
벼줄무늬잎마름병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끼치는 바이러스 병으로 저항성 유전자는
6번(Stv-a)과 11번 염색체(Stv-bi, Stv-b 과 OsSOT1)등에 위치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벼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증진을 위한
유전자 탐색을 위하여, 벼줄무늬잎마름병 바이러스(Rice stripe
Fig. 3. The Classification of rice stripe virus (RSV) resistance genes
i
using Stv-b and Stv-b related markers on 5 rice cultivars. A: Ilpum,
B: Zenith (Stv-b), C: Shingwang (Stv-bi), D: 02428 (IT236925), E:
Dawdam, F: Erguailai, G: PadiAdongdumarat, H: TungTingWanHien1.

virus, RSV)에 대한 새로운 저항성 품종을 구분하고, Stv-bi를
보유하지 않는 유전자원 5종에 대한 벼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관련 분자마커 및 OsSOT1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Dawdam, Erguailai은 OsSOT1 유전자와 Stv-b 유전자를 동시에
보유하며, PadiAdongdumarat는 Stv-b 유전자를 보유하는 것으로
i

확인되었다. 02428 (IT236925)과 TungTingWanHien1은 Stv-b ,
Stv-b 및 OsSOT1 이외의 새로운 저항성 유전자원을 확인하였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02428 (IT236925)과 TungTingWanHien1
은 새로운 저항성 유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면 벼줄무늬잎
마름병 저항성 유전자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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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quence analysis of OsSOT1 gene on eight rice cultivars
including check vari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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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벼줄무늬잎마름병 신규 저항성 보유 유전자원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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