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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약한모틀바이러스 병원형 P1,2 및 P1,2,3 생물검정을 통한 저항성 고추유전자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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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pper mild mottle virus (PMMoV), a member of the genus Tobamovirus, is one of the most threatening pathogens affecting commercial
pepper production, and it is classified into pathotypes P1,2 and P1,2,3. As chemical and physical treatments show limited success in controlling
PMMoV, resistant pepper varieties are considered the most effective means of disease control. Two hundred pepper germplasms, including
167 accessions of Capsicum chinense and 5 reference accessions known as resistant L alleles, were assessed using a bioassay to select germplasms
resistant to PMMoV. Six accessions, including IT261210, were resistant to both PMMoV pathotypes P1,2 and P1,2,3 as they developed necrotic
local lesions only on inoculated leaves, whereas no symptoms were observed on the upper leaves. Moreover, RT-PCR results of the upper
leaves of these accessions were also negative. Thus, the identified accessions may be a novel source of genetic resistance against present
or emerging new pathotypes and may be useful for differentiating L all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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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오랜 기간 동안 토양 내에서 새로운 감염원이 될 수 있다(Ikegashira
et al. 2004). PMMoV를 가장 효과적으로 방제하려면 저항성

Tobamovirus 속 바이러스에 속하는 고추약한모틀바이러스

품종을 심어 회피하는 것이다(Lamb et al. 2001). 하지만 저항성

(Pepper mild mottle virus, PMMoV)는 1984년 이탈리아에서

고추 품종을 개발해도 고추의 저항성을 깨는 바이러스의 새로운

최초로 보고되었으며(Wetter et al. 1984), 이후 전 세계 고추

균주가 나타나므로 저항성 자원의 발굴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Capsicum spp.) 재배지로 퍼져 수량과 품질을 크게 떨어뜨려

(Betti et al. 1986).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Genda et al. 2005). 우리나라 고추

Flor (1971)는 병원균과 식물체 간 저항성을 보이는 상호작용

재배지에 발생하는 바이러스 병으로 Cucumber mosaic virus

을 “gene for gene”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바이러스 유전자와

(CMV), Pepper mottle virus (PepMoV), Pepper mild mottle virus

식물 유전자 사이의 인식으로 바이러스가 식물체에 감염 성공

(PMMoV), Broad bean wilt virus 2 (BBWV2), Tobacco mild

여부를 가르며, 감염된 식물 세포 내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의

green mosaic virus (TMGMV) 및 Tomato spot wilt virus (TSWV)

외피 단백질이 기주 식물의 방어작용을 일으키는 신호가 된다

등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PMMoV가 단독 감염률이 세 번째로

(Culver et al. 1989a, Culver et al. 1989b). 고추에서 분리된

높은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다(Choi et al. 2005). 감염된 토양이나

Tobamovirus 속 바이러스 균주들은 4그룹(pathotypes; TMV,

종자(Wetter & Conti 1988) 또는 감염된 식물체로부터 작업자의

ToMV, PMMoV-P1,2, P1,2,3)으로 분류되며, 이는 11번 염색체

물리적인 접촉 전염으로 빠르게 퍼질 수 있으며(Choi et al. 2011),

상에 위치한 고추의 L 대립유전자 상의 서로 다른 4개의 저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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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L1, L2, L3, L4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된다(Boukema

바이러스 P1, P1,2 균주의 접종 표현형이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1977, Boukema et al. 1980, Tomita et al. 2011). Tobamovirus

하지만 일부 자원에서 표현형과 분자표지 간에 재조합을 확인하

속 바이러스에 대한 고추의 저항성은 멘델법칙에 의하여 유전되

였고(Lee et al. 2012), L 유전자좌의 저항성 대립유전자(L1, L2,

며 L 유전자좌 내의 대립유전자간 변이에 따라 정해진다(Grube

L3, 및 L4)가 같은 유전자인지 서로 다른 유전자인지 불확실하지

et al. 2000, Sawada et al. 2004). 국내 고추 재배지에서 주로

않으므로(Yang et al. 2011) 유전형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1

2

발견되는 PMMoV는 P1,2로 L , L 유전자를 가진 식물체를 감염
3

4

시키고 L , L 유전자를 가진 식물체에서는 HR 반응으로 병이
3

표현형 정보가 확실한 자원의 발굴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추유전자원 200자원을 대상으로 PMMoV-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 국내 파프리카 과실에서 L 유전형을

P1,2 및 P1,2,3균주에 대해 생물검정을 실시하고 저항성 유전자

보유한 저항성을 깨는 P1,2,3 균주가 확인되었고(Choi et al. 2013),

보유 자원을 선발하여 유전형 분석 재료와 품종 개발을 위한

4

+

2004년 일본에서 Miogi 품종(L /L )에 약한 모자이크 반응을

소재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내는 균주를 분리하였고(Genda et al. 2007), 이스라엘에서도
2008년 L4 유전자를 가진 저항성 고추 품종을 감염시키는 P1,2,3,4

재료 및 방법

를 보고한 바가 있다(Antignus et al. 2008). 현재 국내 시판
품종에는 대부분 L2 저항성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L3, L4 유전자

식물재료

를 가진 자원을 찾아 저항성 품종을 개발하는 일이 시급하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추 유전

고추의 저항성 유전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분자표지의

자원 중 L3 유전자가 발견된 유전자원과 같은 종인 C. chinense

개발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L4 저항성 유전자와 1.5 cM 정도

167자원과 나머지 재배종 33자원, 총 200자원을 대상으로 하였

떨어져 있는 WA31-1500-SCAR (sequence characterized amplified

다. 병원형 별 균주 접종 후 생물반응을 확인하기 위하여 L

3

region) 분자표지(Matsunaga et al. 2003), L 유전자와 4.0 cM

유전자형이 L0, L1, L2, L3, L4로 이미 알려진 다섯 개의 고추

떨어져 있는 PMFR11-SCAR 분자표지(Sugita et al. 2004), L4

유전자원을 사용하였다(Table 1). 식물체는 유전자원센터 유리

유전자와 0.9-1.8 cM 정도 떨어져 있는 L4SC340-SCAR 분자표지

온실에서 재배하였으며, 각 자원당 4개체씩 파종하여 3개체는

4

(Kim et al. 2008)와 L 유전자와 1.5 cM 떨어져 있는 087H03T7-

접종하고 나머지 한 개체는 무접종구로 사용하였다. 병원형 P1,2

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분자표지(Yang et al.

에 대한 저항성 평가를 두 번에 걸쳐 반복 실험하였고, 저항성

2009)가 보고되었다. L 대립유전자 특이적 SNP (HRM, high

자원에 대해서만 병원형 P1,2,3에 대한 저항성 평가를 추가로

resolution melting analysis) 분자표지 L4RP-3F/L4RP-3R를 개

실시하였다.

발(Yang et al. 2011)하였으나 고정된 계통에서 L 유전자의 구분
은 용이하지만, 이형접합체(heterozygote) 개체의 L 대립유전자

바이러스원 및 유지

구분은 쉽지 않다(Lee et al. 2012). Lee et al. (2012)은 L 유전자좌

고추약한모틀바이러스 접종 평가를 위하여 바이러스 접종원

의 대립유전자를 구분할 수 있는 L4-SCAR, L3-SCAR, L2-CAPS,

은 고추에서 분리한 PMMoV-NS-RP13 (pathotype: P1,2; Accession

L1-SCAR, L0c-SCAR 및 L0nu-CAPS 분자표지를 개발하여, 53

no. MT629888), 파프리카에서 분리한 PMMoV-KP3 (pathotype:

개의 시판 품종 중 48개에서 분자표지에 의한 추정 유전자형과

P1,2,3; Accession no. LC082100)를 담배(Nicotiana occidentalis)

Table 1. Reference plant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IT no.
IT158331

z

Acc. name
Early Califonia Wonder (ECW)

Biological reaction P1,2z

C. annuum

0

L /L

Boukema 1980

-/m, mo

1

1

Genotype

IT158337

Tisana

C. annuum

L /L

Han et al. 2001

-/m, mo

IT250209

CM334

C. annuum

L2/L2

Lee et al. 2012

-/m, mo

3

3

IT236726

PI159236

C. chinense

L /L

Boukema 1980

nl/-

IT158713

PI260429

C. chacoense

L4/L4

Boukema 1984

nl/-

nl: necrotic lesion, m: mosaic, mo: mottle

2

Reference

0

Species

고추약한모틀바이러스 병원형 P1,2 및 P1,2,3 생물검정을 통한 저항성 고추유전자원 선발

에서 증식한 접종원을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에서 제공받

RT-PCR

아 사용하였다.

역전사 반응은 SuPrimeScript RT-PCR Premix (2×) (SR-8002,
GeNetBio, Korea)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추출한 total RNA

바이러스 접종 및 저항성 평가

1.0 μL를 주형으로 사용하고 PMMoV 특이 프라이머(Table 2)를

식물체의 본엽이 3~4엽으로 완전 전개하였을 때 1~2엽에

이용하여 forward primer와 reverse primer를 각각 0.5 μL씩,

PMMoV 표준균주를 감염시킨 담배(N. occidentalis) 잎 1 g에

2 × RT-PCR premix를 10 μL를 첨가한 후 멸균수로 전체 용량을

인산완충액(0.01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7.0)을 10 mL

20 μL로 조정하였다. 역전사 반응은 T100 thermal cycler (BioRad,

(1:10 w/v)을 넣어 마쇄한 후 즙액접종(sap transmission)을 실시

Korea) 모델을 이용하여, 55℃에서 30분간 항온처리 후 95℃에

하였다. 먼저 접종엽에 Carborundum (600 mesh, Fisher Sceintific,

서 10분간 초기변성(denaturation) 후, 95℃에서 30초 동안 변성

USA)을 뿌리고 접종원을 문질러 줌으로써 기계적 상처 접종

(denaturation), 55℃에서 30초 동안 가열냉각(annealing), 72℃

(mechanical transmission)을 수행하였다. 접종이 완료된 후 바로

에서 1분동안 길이확장(extension) 과정을 35회 반복하였다. 마

Carborundum을 씻어내고 온실에서 주간 온도 28℃ 이하로 관리

지막으로 72℃에서 5분간 완전한 길이확장(full extension) 반응

하여 접종 후 1주일 간격으로 6주간 병징을 확인하였다. 접종엽에

을 수행하였다. RT-PCR 산물은 1 × TAE buffer를 이용하여

괴사 반점이 생기고 상위엽에 증상이 보이지 않으며 저항성으로,

1.2%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 한 후 ethidium bromide로 염색

상위엽에 모자이크, 모틀, 위축 등의 증상이 보이면 감수성으로

하여 자외선 투과기(UV trasilluminator)로 확인하였다.

평가하였다.

결과 및 고찰

Total RNA 분리
Plant RNA Prep Kit (Biocubesystem, Korea)를 사용하여

고추약한모틀바이러스에 저항성을 가진 고추 유전자원을 선

매뉴얼에 따라 수집한 total RNA를 분리하였다. 동결된 시료 0.1 g을

발하기 위하여, 고추 유전자원 200자원에 대하여 국내 고추에서

1.5 mL 튜브에 옮기고 extraction buffer 450 μL와 2-mercaptoethanol

분리한 PMMoV-NS-RP13 (pathotype: P1,2)을 본엽 3~4엽 완전

4.5 μL를 넣고 잘 섞어 준 후 상층액 450 μL를 filter column에

전개기에 1~2 엽에 접종하여 25±3℃ 환경 조절 유리온실에서

옮기고 냉장원심분리기(LABOGENE, Korea)에서 4℃, 13,000 rpm

생물반응을 조사하였다. 먼저 유전형이 알려진 5개의 고추 유전

에서 3분간 원심분리를 수행하였다. 여과액 400 μL를 2.0 mL

자원에 병원형 P1,2인 PMMoV-NS-RP13를 접종하여 발병 증상

튜브에 분주하고 에탄올 200 μL를 첨가한 후 잘 섞어 준 후

을 확인하였다. ECW (L0), Tisana (L1), CM33 4(L2) 자원의

RNA Spin 컬럼을 2.0 mL 튜브에 장착하고 혼합액 400 μL를

접종엽에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상엽에 약한모틀과 모자

컬럼에 옮긴 다음 13,000 rpm에서 1분간 원심분리를 수행하였다.

이크 증상을 보여 바이러스가 상위엽으로 이행하는 것을 확인하

Washing buffer 1을 700 μL씩 RNA Spin 컬럼에 분주하고,

였다. PI 159236 (L3), PI 260429 (L4)에서는 접종엽에 괴사 반점

13,000 rpm에서 1분간 원심분리 후 여액을 버린 다음 컬럼을

이 나타났고 상엽에는 이병증상을 보이지 않았다(Table 1). 또한

재장착하였다. Washing buffer 2를 500 μL씩 RNA Spin 컬럼에 분주하

상엽을 RT-PCR 진단한 결과, 감염 증상을 보인 ECW, Tisana

고, 13,000 rpm에서 1분간 원심분리 후 여액을 버린 다음 컬럼을

및 CM334에서 PMMoV 특이 밴드가 증폭이 되었고, PI159236,

재장착하였다. 여액을 버리고 컬럼을 새 튜브에 장착 한 후 뚜껑

PI260429 자원에서는 밴드가 확인되지 않았다(Fig. 1). 이는 기존에

을 열고 2분간 건조시켰다. RNase-free water 50 μL를 컬럼에

알려진, Tobamovirus의 병원형(P0, P1, P1,2, 및 P1,2,3)과 Tobamovirus

첨가한 다음 실온에서 3분간 정치하고 13,000 rpm에서 2분간

에 대한 고추의 저항성 L 대립유전자(L1, L2, L3, 및 L4)의 계층적

원심분리하여 RNA를 회수하였다.

상호작용(Boukema 1980, Tomita et al. 2011)과 동일하였다.

Table 2. Primer set used for confirmation of the PMMoV existence in samples
Primer name

Sequence (5'-3')

Loci

PMMoV-5F

AGGTTAGAATTGGGCAGAAC

5627-5646

PMMoV-5R

ATTACGTCGTTCGCAAATAC

6310 -6291

Size (bp)

Gene

684

CP (5685-615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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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PMMoV-NS-RP13 (pathotype: P1,2)로 고추 유전자원
200자원에 대하여 생물검정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원은 병원형
P1,2에 저항성 유전형 L3가 발견된 PI159236과 같은 종인 C.
chinense 167자원과 국내 주요 재배형인 C. annuum 25자원,
그리고 기타 재배형인 C. baccatum 4자원, C. frutescens 3자원,
C. galapagoense 1자원으로 하였다. 200자원의 병원형 P1,2 접종
후 발병율 분포를 살펴보면, 발병율 0%로 상위엽으로 이병되지
않은 자원은 IT261211을 포함하여 7자원이며 모두 C. chinense
에 속하였다. 발병율이 0%초과 20%이하인 자원은 IT158578을
포함하여 8자원으로 이 중 C. chinense가 7자원, C. baccatum이
1자원이었다. 발병율 40%초과 60%이하인 자원은 IT158609을
포함하여 18자원으로 C. chinense가 12자원, C. annuum이 5자

Fig. 1.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for PMMoV in reference pepper germplasm. First lane, size marker;
L0, Early California Wonder (Capsicum annuum); L1, Tisana (C.
annuum); L2, CM334 (C. annuum); L3, PI159236 (C. chinense); L4,
PI260429 (C. chacoense); P, positive control Inoculum N. occidentalis;
N, negative control DW.

원, C. baccatum이 1자원이었다. 발병율 60% 초과 80%이하에
속하는 IT219987을 포함하여 13자원으로 이들의 종 분포는 C.
chinense가 9자원, C. annuum이 4자원이었으며, 80%초과 100%
이하인 자원은 IT182545을 포함하여 143자원으로 이중 125자원
이 C. chinense이며, C. annuum, C. baccatum과 C. frutescens가
각각 14자원, 2자원, 2자원이었다(Fig. 2, Supplementary Table
1). 고추 유전자원의 병원형 P1,2에 대한 생물반응은 Choi et
al. (2014)은 파프리카 품종의 저항성 스크리닝 결과 및 대조
유전자원의 반응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저항성

Fig. 2. Frequency distribution of disease incidence of 200 C. chinense
to PMMoV-P1,2. Disease incidence (%)=No. of plant infected / No.
of plant inoculated *100.

자원은 접종엽에서만 괴사 반점이 나타났고 상엽에는 감염되지
않았다. 이병 개체들은 접종엽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엽맥을 따라 괴사가 발현되었고 줄기 괴사 증상이나 상엽에

A

B

C

D

약한 모틀 또는 모자이크 증상을 보였다(Table 3).
PMMoV-P1,2 생물검정 및 PCR 진단을 통해 저항성을 보이는
자원을 대상으로 PMMoV-P1,2,3 균주를 접종하여 생물검정을
실시하였다. 평가된 6개의 고추 유전자원 IT261210, IT261211,
IT261426, IT261431, IT261442 및 IT284050는 모든 개체에서
접종한 잎에 단지 국부 병반을 형성하였고 상엽으로 이행되지
않았다. 또한 PCR진단 결과에서 음성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아,
병원형 P1,2 및 P1,2,3균주 모두에서 저항성을 보였음으로 저항성
유전형 L4를 갖고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Table 4). Choi
et al. (2014)에 따르면, L4 유전형을 동형접합체로 가지고 있는
Magnipico 및 Easy 품종과 이형접합체로 가지고 있는 Scirocco,
Orange glory 및 Special 품종은 병원형 P1,2 및 병원형 P1,2,3에
대한 생물반응으로 접종엽에 괴사 반점이 나타났으나 상위엽으
로는 병징이 올라가지 않았다. 하지만 L3 유전형을 동형접합체로
가지고 있는 Fiesta, Piero 및 Derby 품종의 경우 저항성을 보여야
하는 병원형 P1,2을 접종했을 때 접종엽에 엽맥 괴사나 식물체
4

Fig. 3. Various symptoms of pepper plants with PMMoV pathotype
P1,2. (A) Mosaic on the upper leaf, (B) Mottle on the upper leaf,
(C) Whole necrosis, (D) Necrotic lesion in the inoculated 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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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actions of different Capsicum genotypes to infection with pepper mild mottle virus P1,2
Resistance to PMMoV_NS-RP13

IT no..

Acc. name

Origin

IT261209

PI315014

IT261210

PI315012

IT261211

PI315017

PER

nl/-

3/3

-

R

IT261221

Peru-5363

CRI

nl/-

3/3

+

R

IT261414

BISBAS

YEM

-/mo

3/3

+++

S

IT261426

VC112a

UNK

nl/-

3/3

-

R

IT261431

TC 07589

ECU

nl/-

3/3

-

R

IT261442

C 04710

BRA

nl/-

3/3

-

R

IT284050

Peru-5438

CRI

nl/-

3/3

-

R

IT158662

K1

MYS

-/mo

3/3

+++

S

IT158680

L.P.1

THA

-/mo

3/3

+++

S

Symptomz

Incidencey

RT-PCR

Response

PER

nl/nl,-

3/3

-

R

PER

nl/-

3/3

-

R

z

Inoculated leaf/upper leaf, mo, mottle; nl, necrotic local lesions.
No. of plant infected / No. of plant inoculated.

y

Table 4. Resistant Capsicum chinense accessions to Pepper mild
mottle virus-P1,2,3
IT no.

PMMoV-P1,2,3

(Boukema 1980). 고추의 L 유전자좌 연관 대립유전자 특이분자
표지 개발 연구에서도, 시판 고추 품종 53개를 대상으로 병원형
P1,2균주를 접종하고 생물검정 결과 저항성을 갖는 자원들이

symptomz

Incidencey

RT-PCR

Response

IT261210

nl/-

3/3

-

R

IT261211

nl/-

3/3

-

R

IT261426

nl/-

3/3

-

R

IT261431

nl/-

3/3

-

R

IT261442

nl/-

3/3

-

R

따라서 유전자와 더 가까운 분자표지의 개발을 위해서 표현형

IT284050

nl/-

3/3

-

R

정보가 확인된 다양한 자원의 선발이 필요하다.

z

Inoculated leaf/upper leaf, mo, mottle; nl, necrotic local lesions.
No. of plant infected / No. of plant inoculated.

y

상단부위에 괴사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식물체 저항성이 과민하
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Heath 2000)고 해석하였다. 본
실험에서도 초기 3~4엽이 완전전개하지 않은 이른 시기인 1~2엽
에 접종했을 때 IT26144를 포함한 일부 개체가 줄기 괴저를
시작으로 식물체 전체 괴사 반응을 보였고(Fig. 3C, 데이터 미제
시), 이후 접종 시기를 완전전개기인 3~4엽기 늦추었을 때 저항성
과 감수성을 구분할 수 있었다. Antigus et al. (2008)은 P1,2균주를
L3, L4 유전자 이형접합체인 고추에 접종한 결과, 접종엽의 괴사
반응과 상위엽으로의 전이가 동시에 나타나 저항성이 깨지는
반면 L3, L4 유전자 동형접합체인 고추에서는 접종엽에만 국부
반응을 보여 저항성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저항성 유전자의
“dosage effect”로 유전형이 이형접합체인 식물체에서의 저항성
은 완전우성 형태로 유전되지 못해 저항성 수준이 낮아진 것이다

90%이상 유전형 L3 또는 L4를 가지고 있었다(Lee et al. 2012).
표현형과 추정 유전자형이 다른 자원에 대해서는 계통 육성
중 유전자 재조합으로 실제 L 유전자는 소실되었으나 연관 분자
표지 염기서열은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Lee et al. 2012).

2004년 이후 일본과 이스라엘에서 고추의 L4 저항성을 깨는
PMMoV-P1,2,3,4균주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균주와 외피
단백질(Coat protein) 아미노산 배열의 차이를 보였다. 이스라엘
균주 PMMoV-Is는 병원형 P1,2인 균주와 비교하여 47번 위치에
서 류신이 글루타민으로, 87번 위치에서 알라닌이 글라이신으로
바뀌어 있었고, P1,2,3 병원형 균주와 비교하면 87번 위치만 알라
닌에서 글라이신으로 바뀌어 있었다(Antignus et al. 2008). 이는
외피 단백질 내에서 하나 또는 소수의 아미노산의 변화로 식물체
가 균주를 인식하지 못해 기주 식물이 저항성을 보이다가 바이러
스가 식물체내로 전이되는 기존의 결과들(Alonso et al. 1991,
Garcia-Luque et al. 1993)과 일치하였다. 한편 일본에서 발견된
P1,2,3,4균주는 P1,2균주에서 46번 위치에서 글라이신이 아르기닌
으로, 85번 위치에서 글라이신이 라이신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였
으나, P1,2,3균주와 차이가 없어 P1,2,3,4가 고추 속을 감염시키는
어떤 병원형에서도 랜덤으로 변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고찰하였다(Genda et al. 200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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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수행하였다. 이후 PMMoV-P1,2 저항성자원들에 대해 병원형 P1,2,3
균주로 생물검정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IT261210을 포함한 6자
원이 병원형 P1,2 및 P1,2,3균주에 대한 생물검정 결과, 접종엽에
괴사 반응을 보였으며 상위엽으로 병징이 이행되지 않았으며
RT-PCR진단에서도 음성이 나와 저항성으로 판별되었다. 이 자
원들은 저항성 품종 육성 및 유전형 분석 연구재료로 활용될

C

D

것으로 기대된다.

사 사
본 논문은 농촌진흥청 연구사업(과제번호: PJ01424002)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Fig. 4.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four C. chinense accessions
resistant to PMMoV-P1,2,3. (A) IT261426, (B) IT261442, (C) IT284050,
(D) IT261431.

본 연구에서 선발한 고추 유전자원은 PMMoV-P1,2 및 P1,2,3균
주에 대해서 저항성을 갖고 있으며, C. chinense 종인 IT261426과

보충자료
본문의 Supplementary Table 1은 한국육종학회지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T261431은 미숙과색이 녹색, 성숙과색은 짙은 갈색으로 좁은
삼각형 형태를 보였으며 과실 길이는 각각 11.5±0.8 cm, 9.7±
0.7 cm이다. IT261442는 길이 2.1±0.2 cm이하의 원형과에 숙과
는 적색이였다. IT284050은 타바스코 형태로 미숙과는 밝은 노랑
색에서 익으면 오렌지빛깔을 띄었으며, 과실의 길이는 3.6±0.3 cm
이였다(Fig. 4). 이들은 저항성 유전자 L4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고추약한모틀바이러스 저항성 육성 및 유전형 분석재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식물체의 저항성을
무너뜨리는 병원균의 진화속도가 빠르고 저항성 유전자의 dosage
effect도 있으므로 저항성 유전자원의 발굴과 유전형 분석은
고추 품종 육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적 요
고추약한모틀바이러스(Pepper mild mottle virus, PMMoV)
는 Tobamovirus 속에 속하며, 병원형 P1,2와 P1,2,3의 두 그룹으로
분류된다. PMMoV의 방제로는 화학적, 물리적 방법이 효과가
적어,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
져 있다. 고추약한모틀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 유전자원을 선발
하고자, C. chinense 167자원을 포함한 고추 유전자원 200자원
및 유전형이 L0, L1, L2, L3, L4로 알려진 5자원의 대조품종에
대하여 생물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PMMoV 병원형 P1,2에 대하
여 생물검정을 실시하고 저항성을 확실히 하고자 PCR진단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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