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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궤양병 신속 진단을 위한 Clavibacter michiganensis의 PCR  
검출법

PCR Detection Method for Rapid Diagnosis of Bacterial Canker 
Caused by Clavibacter michiganensis on Tom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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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terial canker caused by Clavibacter michiganensis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serious diseases, 
leading to economic damage to tomato worldwide. Diagnosis of the bacterial canker on tomato is known to 
be difficult because the causal pathogen is slow-growing on artificial media as well as causes latent infection 
in tomato. In this study, as a less time-consuming method, a specific primer set was newly designed for rapid 
detection of C. michiganensis. The method presented here is so simple, easy, and fast that it can be useful and 
practical in direct detection of the bacterial canker pathogen from tomato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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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vibacter michiganensis는 토마토에 궤양병을 일으키는 

식물병원성 세균으로 1910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Smith, 1910). 국내에서는 1997년 경북 경주에서 토마토 궤양

병이 처음 발생하였다(Choi 등, 1997). 그 이후 2007년에 토마

토 주산지인 강원 철원과 전북 익산에서 궤양병이 발생하였고, 

이때 분리한 균주에 대해 생화학적 특성과 유전자 염기서열 분

석이 이루어진 결과 토마토 궤양병균으로 정확히 동정되었다

(Myung 등, 2008). 2014년 이후부터 충남 부여 및 논산, 경북 포

항, 경남 김해 등 토마토 주산지에서 궤양병이 집단적으로 발생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농가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크게 발생하

기도 하였다(국립원예특작과학원 민원 접수 기준). 

토마토 궤양병은 풋마름병, 줄기속썩음병 등과 함께 토마토

의 중요한 세균병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들 세균병의 경

우 병이 진전되면 식물체 지상부에서 시드는 증상이 나타나며 

육안으로는 병의 종류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확실한 진

단을 위해서는 병원균의 정확한 검출법이 요구된다. 감염 식물

체로부터 토마토 궤양병균의 검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감염된 식물체 조직으로부터 토마토 궤양병

균을 분리 · 배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배지 또는 반선택

배지가 개발되어 있다(Fatmi 등, 1988; Ftayeh 등, 2011; Gitaitis 

등, 1991; Kaneshiro 등, 2006). 희석평판법을 사용하여 균을 분

리할 때에는 토마토 궤양병균의 느린 생장 속도로 인해 콜로니

를 확인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de León 등, 2011). 또한 Agdia사의 간이진단키트를 이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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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도 빠르고 쉽게 진단할 수 있으나 간이진단키트는 토

마토 궤양병균과 유사한 세균들에 대해 비특이적인 반응을 일

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Yasuhara-

Bell 등, 2016). 특이 프라이머를 이용한 PCR 검출법은 실험실

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국내외에

서 여러 세균병의 진단에 사용되고 있으며, 토마토 궤양병균 

검출을 위한 conventional PCR용 프라이머와 Real-time PCR

용 TaqMan 프로브가 개발된 바 있다(Bach 등, 2003; Dreier 

등, 1995; Kokosková 등, 2010; Luo 등, 2008; Pastrik과 Rainey, 

1999; Santos 등, 1997; Zhao 등, 2007). 

본 연구에서는 국내 토마토 궤양병균의 빠른 검출을 위해 정

확도와 민감도가 높은 특이 프라이머를 제작하고 PCR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감염 식물체로부터 토마토 궤양병균을 정확하

고 신속하게 진단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토마토 재배지에서 발생한 궤양병 시료에서 Clavibacter 

michiganensis을 분리하였으며 10 균주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토마토 궤양병균인 C. michiganensis와 근연관계에 있는 종(Li 

등, 2018)으로서 C. tessellarius, C. nebraskensis, C. insidiosus의 

균주가 국외 미생물자원센터로부터 도입되어 농촌진흥청 국립

농업과학원 미생물은행(KACC)에서 보존 중이며, 이들 균주의 

genomic DNA를 제공받아 실험에 사용하였다(Table 1). 또한 

국내에서 분리된 고추 궤양병균(C. capsici) 1균주(KACC 18448)

를 KACC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또한 국립원예특작과학

원에서 보존 중인 원예작물 식물병원성 세균 9종, Acidovorax 

citrulli, Acidovorax konjaci, Agrobacterium tumefaciens, Pecto-

bacterium carotovorum, Pseudomonas corrugata, Pseudomonas 

syringae, Pseudomonas viridiflava, Xanthomonas arboricola, 

Xanthomonas perforans의 1균주씩에 대해서 특이 프라이머

의 증폭 여부를 검정하였다(Table 1). 토마토 궤양병 감염 식물

체에 대한 균 검출 시험을 위해 파종 후 5주간 생육시킨 토마토 

유묘의 뿌리를 토마토 궤양병균의 세균현탁액(107 cfu/ml)에 담

가 6시간 동안 충분히 흡수시키는 방법으로 침지 접종 한 후에 

포장에 정식하였으며, 2주 후에 식물체 전신이 시드는 개체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균주의 genomic DNA 추출을 위해 LB 액체배지에서 24시간 

배양하였으며, HiGene Genomic DNA Prep Kit (Biofact, Korea)

를 사용하여 제조사의 방법에 따라 DNA를 추출하였다. 토마

토 궤양병균에 특이적인 PCR 프라이머의 제작을 위해 NCBI 

GenBank에 등록된 C. michiganensis (JN603292), C. tessellarius 
(JN613836), C. nebraskensis (JN613835), C. insidiosus (DQ374154)

의 16-23S ribosomal RNA intergenic spacer 유전자 염기서열

을 참조하였다. 이를 통해 증폭 크기가 165 bp인 프라이머 세트 

CmmF (5’-acc ctt tcc gtc gtc ctg ttg t-3’)와 CmmR (5’-atc gtt 

tcg cct ccc cga ag-3’)를 제작하였다(Table 2).

PCR 반응은 특이 프라이머 세트(각 10 pmole)와 genomic 

DNA (40 ng/μl)를 포함하는 PCR 반응 혼합물에 대해 수행하

였다. PCR 조건으로는 95oC에서 3분간 pre-denaturation 반응

을 시켰으며, 95oC에서 5초간 denaturation, 66oC에서 10초간 

annealing, 72oC에서 10초간 extention 반응을 35회 진행하였

으며, 마지막으로 72oC에서 5분간 final extension 반응을 시

Table 1. List of bacterial strains used in this study

No. Strain Locality Source
1 Clavibacter michiganensis Cheongyang 12-019
2 Clavibacter michiganensis Gwangju 12-031
3 Clavibacter michiganensis Chuncheon 13-065
4 Clavibacter michiganensis Hanam 14-132
5 Clavibacter michiganensis Nonsan 14-135
6 Clavibacter michiganensis Cheongyang 14-310
7 Clavibacter michiganensis Cheorwon 15-079
8 Clavibacter michiganensis Buyeo 16-043
9 Clavibacter michiganensis Gimje 17-156

10 Clavibacter michiganensis Ansan 17-338

11 Clavibacter insidiosus
NCPPB 1109*

(KACC 19585)

12 Clavibacter nebraskensis
NCPPB 2581*

(KACC 19586)

13 Clavibacter tessellarius
NCPPB 3664*

(KACC 19587)

14 Clavibacter capsici KACC 18448*

15 Acidovorax citrulli 16-088
16 Acidovorax konjaci 13-024
17 Agrobacterium tumefaciens 14-069
18 Pectobacterium carotovorum 18-446
19 Pseudomonas corrugata 18-374
20 Pseudomonas syringae 14-110
21 Pseudomonas viridiflava 17-562
22 Xanthomonas arboricola 18-490
23 Xanthomonas perforans 17-348

* Type strain.

Table 2. Primer sequences of PCR-detection for Clavibacter 
michiganensis

Primer Primer sequence (5’ → 3’)
CmmF acc ctt tcc gtc gtc ctg ttg t (22 mer)
CmmR atc gtt tcg cct ccc cga ag (20 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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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

PCR 프라이머의 특이성을 조사하기 위해 토마토 궤양병균 

10 균주의 DNA와 고추 궤양병균(C. capsici) 1균주의 DNA를 

비롯하여 C. tessellarius, C. nebraskensis, C. insidiosus의 각 균

주 DNA를 포함시켜 검정하였다. 또한 건전 토마토의 잎 즙액

과 토마토의 DNA도 포함시켜 특이 프라이머와의 증폭 여부

를 검정하였다. PCR 시험 결과, 토마토 궤양병균 10균주의 DNA

에 대해서만 165 bp 크기의 PCR 산물이 특이적으로 생성되었

다(Fig. 1). 반면에 이 특이 프라이머는 고추 궤양병균뿐만 아

니라 토마토 궤양병균과 계통학적으로 근연관계에 있는 다른 

Clavibacter 종들(C. tessellarius, C. nebraskensis, C. insidiosus)의 

DNA와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Fig. 1). 또한 건전한 토마토 잎

에서 추출한 식물체 DNA와 토마토 즙액과 반응시켰을 때에도 

어떠한 밴드도 증폭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 또

한 원예작물의 다른 식물병원성 세균의 DNA와도 반응하지 않

아 특이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Fig. 2). 

DNA를 추출하지 않고도 균주로부터 직접적인 검출이 가능

한지 확인하기 위해 토마토 궤양병균 균주의 현탁액 농도를 

O.D.600 nm 1로 조정한 후 10배씩 순차적으로 희석하여 PCR 프라

이머의 민감도를 검정하였다. 세균현탁액을 10-10까지 희석하여 

민감도를 측정한 결과 10-6인 105 cfu/ml까지는 증폭이 안정적

으로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10-5인 104 cfu/ml에서는 밴

드가 희미하여 육안상 밴드를 분명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증

폭이 미약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PCR에 사용되

는 template 1 μl의 양을 기준으로 최대 10 cfu가 검출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Fig. 3). 기존의 토마토 궤양병균 검출용 프

Fig. 1. Clavibacter michiganensis-specific PCR using the CmmF/CmmR primer pair. PCR was carried out under condition of 95oC, 3 min pre-
denaturation / 95 oC, 5 sec; 66 oC, 10 sec; 72 oC, 10 sec (35 cycles) / 72 oC, 5 min final extension. Ten out of ten strains of C. michiganensis (lane 
1 to lane 10) were amplified. Lane M: 100 bp plus DNA ladder, Lane 1: C. michiganensis 12-019, Lane 2: C. michiganensis 12-031, Lane 3: C. 
michiganensis 13-065, Lane 4: C. michiganensis 14-132, Lane 5: C. michiganensis 14-135, Lane 6: C. michiganensis 14-310, Lane 7: C. michi-
ganensis 15-079, Lane 8: C. michiganensis 16-043, Lane 9: C. michiganensis 17-156, Lane 10: C. michiganensis 17-338, Lane 11: C. tessellarius 
NCPPB 3664, Lane 12: C. nebraskensis NCPPB 2581, Lane 13: C. insidiosus NCPPB 1109, Lane 14: C. capsici KACC 18448, Lane 15: Tomato DNA, 
Lane 16: Tomato leaf sap.

Fig. 2. Species-specific PCR detection of Clavibacter michiganensis 
using the CmmF/CmmR primer pair. No amplification was detect-
ed except C. michiganensis (lane 1, positive control). Lane M: 100 bp 
plus DNA ladder, Lane 1: Clavibacter michiganensis, Lane 2: Acidovorax 
citrulli, Lane 3: Acidovorax konjaci, Lane 4: Agrobacterium tumefaciens, 
Lane 5: Pectobacterium carotovorum, Lane 6: Pseudomonas corrugata, 
Lane 7: Pseudomonas syringae, Lane 8: Pseudomonas viridiflava, 
Lane 9: Xanthomonas arboricola, Lane 10: Xanthomonas perforans. 

Fig. 3. Sensitivity of PCR detection from bacterial cells of Clavibacter 
michiganensis using the CmmF/CmmR primer pair in a 10-fold dilu-
tion series. Amplified products were obtained from lane 1 (109 cfu/
ml) to lane 6 (104 cfu/ml). Lane 6 showed a weak PCR product band. 
Lane M: 100bp plus DNA ladder, Lane 1: 109 cfu/ml, Lane 2: 108 cfu/
ml, Lane 3: 107 cfu/ml, Lane 4: 106 cfu/ml, Lane 5: 105 cfu/ml, Lane 6: 
104 cfu/ml, Lane 7: 103 cfu/ml, Lane 8: 102 cfu/ml, Lane 9: 101 cfu/ml, 
Lane 10: 100 cfu/ml, Lane 11: 10-1 cfu/ml, Lane 12: distille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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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머 중에서 CMM5/CMM6 (Dreier 등, 1995)은 검출한계가 

104 cfu/ml이나 일부 토마토 궤양병균 균주와는 반응을 하지 

않아 거짓 음성 반응을 보인다는 단점이 있다(Hadas 등, 2005; 

Louws 등, 1999). 또한 또 다른 프라이머 세트 Cmm1F/Cmm1R

은 검출한계가 103 cfu/ml으로 template μl 내 1 cfu를 검출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 새로 개발된 프라이머 세트 CmmF/CmmR

보다 조금 더 민감하다는 장점이 있다(Kokosková 등, 2010). 그

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프라이머 세트를 이용한 conventional 

PCR과 quantitative real-time PCR과 비교하면 새로 개발된 프

라이머 세트 CmmF/CmmR를 이용하여 PCR을 할 경우, PCR 

cycling 조건의 단계별 소요시간이 짧아 전체 PCR 시간이 대폭 

줄어들어 1시간 이내에 신속한 진단이 가능하다.

토마토 궤양병균을 인공접종하여 감염시킨 식물체를 이용하

여 DNA를 추출하지 않고도 감염 식물체로부터 직접적인 균 검

출이 가능한 지를 검정하였다. 감염 식물체의 잎, 엽병, 지제부, 

뿌리 등 여러 병든 부위를 멸균한 면도칼로 100 mg 잘라내어 

마이크로튜브에 담은 후에 멸균한 3차 증류수 500 μl를 넣고 

plastic pestle로 갈아서 식물체 즙액을 제조하였다. PCR을 위해 

원액을 10배 희석시킨 후 희석액 2 μl을 template으로 사용하

여 검정하였다. 그 결과, 감염 식물체의 모든 부위에서 밴드가 

증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4). 감염 부위를 10배씩 

희석한 후 즙액을 BCT 선택배지(Ftayeh 등, 2011)에 도말하여 

배양시험을 한 결과, 감염 식물체의 시든 잎을 포함하여 모든 

부위에서 107 cfu/ml 수준의 높은 농도로 궤양병균이 존재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10배씩 희석한 식물체 즙액으로부터 

PCR로 식물체 내 병원균의 검출 가능 농도를 측정한 결과, 식물

체 내 104 cfu/ml까지 밴드가 증폭이 되었으므로 식물체에 병

징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 수준의 농도로 병원균이 존재할 경

우에는 잠복기 상태에서도 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Table 

3). 

본 연구에서 개발된 토마토 궤양병균 특이 프라이머로 PCR 

할 경우, 병원균의 분리·배양 등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전통적 

진단과정을 생략함으로써 토마토 궤양병균의 감염 여부를 빠

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또한 DNA 추출 과정없이 감염 식물

체의 즙액을 이용하여 PCR을 바로 수행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진단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토마토 궤양병 발생 시 신속한 진

Fig. 4. Specific detection of Clavibacter michiganensis from different parts of artificially infected plant (A) using the CmmF/CmmR primer pair 
by direct PCR (B). Lane 1 to lane 9 showed PCR amplification of genomic DNA of C. michiganensis directly from various parts of the diseased 
plant. Lane M: 100bp plus DNA ladder, Lane C: uninfected control plant, Lane 1: leaf showing wilting symptom, Lane 2: leaf showing wilting 
symptom, Lane 3: petiole of leaf showing wilting symptom, Lane 4: shoots with no symptoms, Lane 5: petiole of leaf showing wilting symp-
tom, Lane 6: middle part of stem, Lane 7: lower part of stem, Lane 8: root, Lane 9: discolored xylem vessel.

Table 3. Detection of Clavibacter michiganensis in the artificially inoculated tomato seedling by plating undiluted (1/1) and serially diluted 
(1/10-1/106) leaf extract on selective BCT medium and PCR assay

Assays on leaf  
extract

Leaf extract dilution
1/1 1/10 1/102 1/103 1/104 1/105 1/106

Estimated bacterial 
concentration on BCT 

medium (cfu/ml)
107 106 105 104 103 102 101

PCR assay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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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빠른 방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요 약

Clavibacter michiganensis는 토마토에 궤양병을 일으키는 식

물병원성 세균으로 인공배지에서 자라는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감염조직으로부터 병원균을 분리 · 배양하는 방법을 통

해서는 진단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토마토 궤양병균은 식물체 

내에서 오랜 잠복기를 거친 후에 병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방제

하기 어려운 세균병 중에 하나이므로 발병 시 신속한 진단을 

통해 빠른 방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토마토 궤

양병균의 검출을 위한 특이 프라이머를 제작함으로써 감염 식

물체의 direct PCR을 통해 토마토 궤양병에 대한 빠르고 정확

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새로 개발된 CmmF와 CmmR 프

라이머 세트로 PCR을 수행했을 때, 토마토 궤양병균의 16-23S 

ribosomal RNA intergenic spacer 영역에서 약 165 bp의 단일

밴드가 특이적으로 증폭되었다. 반면에 토마토 궤양병균과 유

연관계에 있는 고추 궤양병균이나 다른 Clavibacter 종 세균에

서는 전혀 증폭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방법은 감

염 식물체로부터 DNA를 추출하지 않더라도 감염조직의 즙액

에서 바로 토마토 궤양병균의 DNA 증폭이 가능하고 총 진단시

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토마토 궤양병의 진단

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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