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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재배 국화에서 총채벌레의 종 동정 및 보독 바이러스 동시 검출을  
위한 다중 진단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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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developed a simultaneous diagnostic method that can identify both the species of thrips and to-
mato spotted wilt virus  (TSWV) that are problematic in chrysanthemum plants. This is a method of amplifying 
DNA by performing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by simultaneously adding primers spe-
cific to TSWV coat protein (N) gene and primers specific to the internal transcribed spacer 2 region of Frankli-
niella occidentalis and F. intonsa using total nucleic acid extracted from one thrips. The sizes of DNA fragments 
for TSWV, F. occidentalis, and F. intonsa were 777, 287, and 367 bp, respectively. These results showed species 
identification of thrips and whether thrips carrying TSWV can be simultaneously confirmed. Further usefulness 
of the simultaneous diagnostic method was made from greenhouse survey at chrysanthemum greenhouses 
in Taean (Chungcheongnam-do) and Changwon (Gyeongsangnam-do) to investigate the identification of 
thrips species and the rate of thrips carrying TSWV. Of thrips collected from the greenhouses, 83.7% thrips was 
F. occidentalis and 72.9% F. occidentalis carried TSWV in Taean. Similarly, the diagnostic method showed that 
92.2% thrips was F. occidentalis and 84.0% F. occidentalis carried TSWV in Changwon. These results confirm 
that F. occidentalis is a dominant thrips species and the thrips species plays a crucial role in the transmission of 
TSWV in chrysanthemum plants in the greenhouses. Taken together, this study showed a simple diagnostic 
method for thrips identification and epidemiological studies of the timing and spread of TSWV through thrips 
in chrysanthemum greenhouse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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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화는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식물로 관상용, 약용과 

식용으로 활용된다. 국화는 스탠다드 국화(대국)과 스프레이 

국화(소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스탠다드 국화

의 재배면적(242.9 ha)이 전체 국화 재배면적(309.1 ha)의 78.6%

를 차지한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20). 국내 재배지 가운데 경남 창원 및 부산 지역은 신마, 백

마, 백선 품종 등을 스탠다드 국화를 시설에서 일본 수출용으

로 재배하고 있으며 그 재배면적은 125.5 ha에 달한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20). 

국화 재배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Orthotospovirus 속에 속하

는 바이러스들은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omato spotted wilt 

virus, TSWV)와 국화줄기괴저바이러스(Chrysanthemum stem 

necrosis virus, CSNV)로 알려져 있다(Chung 등, 2006; Yoon 등, 

2017). TSWV와 CSNV는 3개의 (‒) stranded 혹은 ambisense 

RNA의 분절 게놈(L, M 및 S segments)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

며, 식물과 식물 사이의 전염은 주로 총채벌레에 의해 매개되

어 국화, 고추, 토마토, 잡초류 등 1,090여종 식물을 감염시킨다

(Parrella 등, 2003). 국내에서 TSWV는 2003년 예산지역 파프리

카 재배농가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다양한 원예작물에서 피해

가 확인되었으며 국화에서는 2006년 충남 태안 및 예산의 국

화 시설하우스(품종: 신마, 화랑)에서 TSWV가 처음 보고되었다

(Chung 등, 2006; Kim 등, 2004). 

전 세계적으로 국화 재배에서 문제되는 해충은 총채벌레, 진

딧물, 응애 등이며 그 중 가장 피해를 주는 해충은 총채벌레

로 보고되었다(Lewis, 1997). 총채벌레는 세계적으로 약 5,500

여종이 보고되었으며 87종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작물에 피해

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emirozer 등, 2012). 국내에

서는 국화, 고추, 파, 오이 등에서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총

채벌레 종류로는 파총채벌레(Thrips tabaci), 꽃노랑총채벌레

(Frankliniella occidentalis), 볼록총채벌레(Scirtothrips dorsalis) 

및 오이총채벌레(T. palmi)로 보고되었으며, 앞서 기술된 총채벌

레 종을 포함하여 TSWV를 매개하는 총채벌레는 11종이 보고

되었다(Hyun 등, 2012; Morse와 Hoddle, 2006). 이들 총채벌레

류는 살충제에 강한 약제 저항성을 가지며, 잎 뒷면 또는 꽃 속

에 숨는 특성 때문에 약제 방제가 어려운 해충으로 알려져 있

다(Han 등, 1998; Lee, 1996; Schmidt와 Frey, 1995). 성충은 황

색 또는 황갈색을 띄며 평균 크기는 1.17 mm 내외이며 식물체 

조직 속에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잎에서 부화한 알에

서 1령 약충 단계를 거쳐 2령 약충 세대를 거치며 이후 주로 토

양으로 이동하여 토양에서 번데기 과정(전의용, 후의용)을 거친 

다음 성충으로 우화 후 지상부로 이동하여 식물을 가해한다. 

국화에서는 문제되는 총채벌레류는 꽃노랑총채벌레와 대만총

채벌레(F. intonsa)으로 알려져있으나(Okazaki와 Sakurai, 2005; 

Okuda 등 2013), 노지재배에 비해 시설재배 국화에서 꽃노랑총

채벌레가 높은 밀도로 발생되고 있다(Park 등, 2002; Yoon 등, 

2020). 총채벌레는 주로 어린 국화 잎을 가해하여 잎의 기형을 

초래하고, 국화 꽃이 피기 시작하면 유충과 성충들이 꽃 안으

로 들어가 어린 꽃잎을 갉아 상처를 낸다. 이후 꽃잎이 전개되

면 상처부위가 시들고 탈색되어 국화의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

게 된다. 이러한 총채벌레는 TSWV 및 CSNV를 매개한다. 총채벌

레는 1‒2령 약충 시기에 TSWV를 흡즙하여 영속전염(persistent 

transmission)으로 전염, 확산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다른 

총채벌레 종과 다르게 꽃노랑총채벌레와 대만총채벌레는 성충 

단계에서도 TSWV를 전염시킨다(Inoue 등 2004; Maris, 2004; 

Wijkamp 등, 1996). 

총채벌레 종 동정법으로 internal transcribed spacer 2 (ITS2) 

영역의 PCR 산물을 제한효소 RsaI으로 처리하는 polymerase 

chain reaction‒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법 및 ITS2 유전자의 종 특이적인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PCR 및 

염기서열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 등이 개발되어 있다(Brunner 

등, 2002; Nakahara와 Minoura, 2015; Toda와 Komazaki, 2002; 

Yeh 등, 2014, 2015). 일반적으로 감염된 식물체에서 TSWV를 검

출하기 위해 효소결합면역흡착검사법(enzyme-linked immu-

nosorbent assay)와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reverse tran-

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정량적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quantitativ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이 보고되었다(Chung 등, 2006, Yoon 등, 2017). 

또한 총채벌레에서 TSWV를 검출하기 위하여 앞서 기술한 3가

지 방법들을 이용 기술이 보고되었으나 이러한 방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민감도가 떨어지고 구입 장비가 비싸다는 단

점이 있으며 또한 총채벌레 종 동정을 별도로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Bandla 등, 1994; Boonham 등, 2002; Cho 등, 

1989; Tsuda 등, 1994).  

이번 연구에서 TSWV 외피단백질(N) 유전자 및 총채벌레 ITS2 

부분에 특이적인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총채벌레 1마리에서 

TSWV 보독 여부 및 총채벌레의 종 동정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

는 진단법을 개발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국화 재배 온실에서 수

집한 총채벌레에서 TSWV 보독률 및 총채벌레 우점종을 동시에 

조사가 가능함을 보여주며 총채벌레를 통한 TSWV의 시설내 유

입시기와 발생 경로 등 TSWV 역학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음을 예

시해준다. 이러한 연구는 시설국화에서 TSWV 병징이 나타나기 

이전 총채벌레를 이용한 TSWV 예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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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재료 및 방법

바이러스원 및 총채벌레 수집. 경남 창원시 국화재배 시설

하우스에서 수집한 TSWV 감염 국화(백마 품종)를 공시재료

로 사용하였다. TSWV 감염 국화는 상엽과 줄기가 뒤틀어져 있

고 병이 진전되면 잎과 줄기 끝에 괴사증상이 나타나 고사하

였다(Fig. 1). TSWV 감염 조사는 SEB1 완충액(Agdia, Beltsville, 

MD, USA)에 위의 국화의 병든 잎을 마쇄한 조즙액에 TSWV 특

이적 ImmunoStrip (Agdia)을 담근 후 나타나는 결과로 확인하

였다. TSWV가 진단된 국화 잎을 0.1 M potassium phosphate 

(pH 7.2) 완충액에서 마쇄한 조즙액을 carborundum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을 뿌린 청양고추(Capsi-

cum annuum L.)에 접종하였다. 2주 후 상엽에 꽃노랑총채벌레 

및 대만총채벌레 1‒2령 약충을 식물체당 30마리씩 붓을 이용

하여 올려 TSWV를 보독시킨 다음 7일 이상 유지시켜 성충으로 

유도된 꽃노랑총채벌레 또는 대만총채벌레를 이후 실험에 사용

하였다. 

개발한 기술을 증명하기 위하여 경남 창원시 및 충남 태안지

역 국화 재배지에서 총채벌레를 각 43, 102마리를 포집하였으

며 각 총채벌레를 실체현미경(Carl Zeiss, Jena, Germany)을 이

용하여 간이 동정을 수행하였고 개체별로 70% 에탄올이 담긴 

1.5 ml Eppendorf tube에 넣어 −20oC에 보관하거나 핵산 추출

에 사용하였다.

핵산 추출. 핵산추출을 위해 증상이 보이는 국화 잎 100 

mg 혹은 총채벌레 1‒10마리(0.05‒0.5 mg)를 액체질소가 들어

있는 1.5 ml Eppendorf tube에 넣은 다음 마쇄하였다. 이후 제

조사의 추천 방법대로 Plant RNA/DNA purification kit (Nor-

genbiotek, Thorold, ON, Canada)를 이용하여 핵산을 추출하

였다. 추출된 핵산의 순도는 NanoDrop 분광광도계(Thermo 

Fisher Scientific)를 이용하여 흡광도 260 nm와 280 nm 비율

(A260/A280)로 결정하였다. 추출된 핵산은 실험에 바로 사용하거

나 ‒80oC 냉동고에 보관하여 이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프라이머 제작 및 RT-PCR. 총채벌레의 종 동정 및 보독하고 

있는 TSWV의 단독 혹은 동시진단의 개략적 방법은 Fig. 2A에 

제시되었다. 총채벌레의 종 동정 및 보독하고 있는 TSWV의 단

독 혹은 동시진단은 핵산 추출을 이용하여 꽃노랑총채벌레 및 

대만총채벌레 ITS2 부위에 특이적인 프라이머(3′ 말단부에 역

방향 프라이머로서 공통적으로 ThripsITS2R3이 사용되었으

며 꽃노랑총채벌레는 OCC-ITS2F6, 대만총채벌레는 INT-ITSF1

을 정방향 프라이머로 사용)를 이용하여 RT-PCR로 수행하였다

(Nakahara 와 Minoura, 2015). 국화 및 총채벌레에서 TSWV를 

진단하기 위하여 TSWV의 S RNA에 암호화되어 있는 외피단백

질 유전자(N 유전자)를 특이적으로 증폭하도록 고안된 프라이

머(TSWV-NCP-For 및 TSWV-NCP-Rev)를 이용하였다(Table 1) 

(Yoon 등, 2014). 

추출된 핵산 10 ng과 TSWV 진단 프라이머 세트(TSWV-NCP-

For 및 TSWV-NCP-Rev) 및 총채벌레 진단 프라이머 세트(OCC-

ITS2F6와 ThripsITSR3 혹은 INT-ITSF1 및 ThripsITSR3)를 10 

pmol씩 반응액에 넣고 제조회사의 실험방법에 따라 SuPrime-

Script RT-PCR premix (GeNetBio, Nonsan, Korea)를 이용하여 

반응시켰다. 교차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꽃노랑총채벌레에서 

추출한 핵산에 대만총채벌레 진단을 위한 프라이머(INT-ITSF1 

및 ThripsITSR3)를 넣었고, 대만총채벌레에서 추출한 핵산에는 

꽃노랑총채벌레 진단을 위한 프라이머(OCC-ITS2F6와 Thrips-

ITSR3)를 넣어 RT-PCR을 수행하였다. RT-PCR 조건은 50oC에서 

50분(1회) 동안 역전사 반응에 이어 95oC에서 2분(1회), 95oC 15

초, 55oC 30초, 72oC, 50초(35회 반복), 72oC에서 5분(1회)이었다. 

전기영동은 0.5× TBE 완충액와 1.0% 아가로스 젤에서 실시하

였고, DNA 사이즈 마커로 HiQ 100 bp plus DNA ladder (BioD, 

Gwangmyeong, Korea)를 이용하였다. PCR 증폭 산물은 110볼

트에서 50분 동안 전기영동 후 UV transilluminator를 이용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 

결과 및 고찰

국화에서 TSWV 피해 조사. 2019년 국화 주요 재배지역 중 

하나인 경남 창원시 소재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스탠다드 

국화(백마 품종)를 조사한 결과, 2월‒3월 국화 정식 이후 4월경 

총채벌레가 하우스 시설 내로 유입되어 총채벌레가 TSWV 감

염 국화에서 TSWV를 체내 보독 후 지속적으로 TSWV 감염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월부터 육안 확인이 가능한 

TSWV 병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병징 초기에는 감염 국화 잎

이 틀어지거나 줄기가 휘어지는 병징이 나타났으며, 병이 진전

되면서 상엽에 괴사반점과 줄기 괴사가 나타나 괴사된 방향으

로 식물체가 기울지는 병징이 관찰되었다. 감염 이후 2개월 이

내에 정단부 줄기가 괴사되면서 상엽이 고사되는 초기 병징이 

나타났고 이후 식물체가 전체가 고사했다(Fig. 1A). TSWV에 의

한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염 잎을 마쇄한 조즙액에 Im-

munoStrip (Agdia)를 담가 확인한 결과, TSWV 항체-금 입자가 

TSWV와 반응한 붉은 선이 2개가 나타나 TSWV 감염이 확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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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Fig. 1B). 역학 조사 결과, 국화 시설하우스의 측창 주변에 

심은 국화에서 가장 먼저 TSWV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총채벌레의 증가와 함께 시설하우스 가장 안쪽의 국

화까지 확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data not shown).  

총채벌레 종 동정 및 총채벌레 보독 TSWV 동시진단법 개
발. TSWV의 특이적인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고추에서 증식

된 TSWV를 진단한 결과 777 bp가 확인되었다(Supplementary 

Fig. 1A). 또한 국화 시설하우스 주변에서 채집한 꽃노랑총채벌

레 및 대만총채벌레를 형태적으로 구분한 후 각 10마리씩을 모

아서 핵산을 추출한 후 특이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RT-PCR을 

수행한 결과, 꽃노랑총채벌레는 287 bp, 대만총채벌레는 367 

bp의 DNA가 교차반응 없이 증폭되었다(data not shown). 총

채벌레 1 마리(0.05 mg)에서 총채벌레에서 종 구분 및 체내에 

보독하고 있는 TSWV를 동시진단하기 위해 핵산을 추출하였으

며, 정량한 결과 100‒200 ng의 핵산이 추출되었다. 10‒20 ng 

핵산을 이용하여 앞서 기술한 총채벌레의 종 특이적 프라이머

를 이용하여 RT-PCR을 수행한 결과 증폭산물이 비특이적 반

응 없이 증폭되었다(Supplementary Fig. 1B, C). 국화 시설재배

지에서 포집한 꽃노랑총채벌레 성충뿐만 아니라 꽃노랑총채벌

레 1령 약충시기에 TSWV를 흡즙시킨 후 사육한 2령 약충과 번

데기 1마리에서 TSWV가 진단되었다(Supplementary Fig. 2).

인위적으로 TSWV를 보독시킨 F. occidentalis 및 대만총채

벌레의 성충 1마리에서 TSWV와 총채벌레 종 동정을 동시 진

단한 결과, 꽃노랑총채벌레 및 대만총채벌레 교차 반응이 없

이 TSWV와 총채벌레 종 특이적인 증폭 산물이 합성이 되어 동

시진단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되었다(Fig. 2B, C). 기존의 총채

벌레의 종을 구분하기 위한 분자진단은 미토콘드리아 DNA 

cytochrome oxidase subunit I 부분을 PCR로 증폭한 다음 제

한효소 RsaI으로 절단하여 나타난 DNA 단편의 패턴으로 구분

하는 방법이나(Brunner 등, 2002) 혹은 ribosomal ITS2 유전자

를 PCR로 증폭 후 총채벌레의 각 종마다 서로 다른 제한효소를 

처리하여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결과로 

판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Brunner 등, 2002; Toda와 Kom-

azaki, 2002). 최근에는 등온증폭법(loop-mediated isother-

mal amplification) 및 recombinase polymerase amplification 

진단법이 개발되었다(Fekrat 등, 2015; Fukuda 등, 2005; Priti 

등, 2020; Przybylska 등, 2015). 그러나 처리하는 데 시간이 많

이 소요되며 PCR 반응이 끝난 후에도 제한효소를 추가로 처리

하거나, 재현성이 떨어지거나, 프라이머 제작에 복잡한 절차가 

Fig. 1. Symptoms of chrysanthemum plants infected with TSWV and diagnostic results of TSWV in infected chrysanthemum plants. Typical 
symptoms of chrysanthemum plants infected with TSWV were presented as arrows at different developmental stages. (A) At the early infec-
tion stage, most of the TSWV-infected chrysanthemum plants exhibited chlorosis or chlorosis and one-sided necrosis on leaves. At the mid-
term infection stage, most of the infected chrysanthemum plants developed necrotic ringspots and necrosis on leaves, severe necrosis on 
stems, stunting, and terminal buds with signs of necrosis. At the late infection stage, most of the infected chrysanthemum plants exhibited 
systemically severe necrosis, stunting and drooping leaves. Some plant death was commonly observed. (B) Positive reaction to TSWV in the 
TSWV-ImmunoStrip (Agdia), suggesting that the chrysanthemum plants authentically were infected with TSW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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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총채벌레 및 

TSWV 동시 다중 PCR 진단법은 국화 시설하우스에서 외부 유

입 총채벌레의 바이러스 보독 여부를 쉽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

기 때문에 바이러스병 유입 및 확산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Jung 등 2019; Kang 등, 2012).

시설재배 국화에서 수집된 총채벌레의 TSWV 보독률 조사.  총
채벌레 1마리에서 TSWV 보독 여부 및 종 동정이 가능한 결과의 효

용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화 재배 하우스에서 총채벌레와 

TSWV를 동시 진단을 실시하였다. 이런 목적으로 충남 태안군 

소재 스프레이 국화(소국) 재배 하우스 및 경남 창원시 소재 스

탠다드 국화(대국) 재배 하우스에서 타락법을 이용하여 각각 

43, 102마리를 무작위로 채집한 다음 동시진단법으로 종 동정 

및 TSWV 보독 여부를 조사하였다.

태안군에서 채집한 총채벌레에서 꽃노랑총채벌레는 36마리

로 83.7%를 차지했으며, 동정된 꽃노랑총채벌레에서 36마리 중 

27마리에서 TSWV가 진단되어, 꽃노랑총채벌레의 TSWV 보독

률은 72.9%로 조사되었다(Table 2). 종 동정 결과 대만총채벌

레는 1마리로 판정되었으며, TSWV는 보독하고 있지 않았으며, 

미동정 총채벌레는 43마리 중 6마리이었으며, TSWV 보독률은 

Fig. 2. Schematic represent of simultaneous diagnostic method for identification of thrips species and TSWV in an individual thrips. (A) Total 
nucleic acid was extracted from one thrips using DNA/RNA extraction kit. Then,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analysis was used for identification of thrips species and determination of thrips carrying TSWV, based on different sizes of amplified RT-PCR 
products in agarose gel. (B) Results of simultaneous identification of F. occidentalis and the acquired TSWV with primers specific to TSWV 
and F. occidentalis (left) and with primers specific to TSWV and F. intonsa (right). Lane M, HiQ 100 bp plus DNA ladder; lane 1, TSWV-infected 
pepper leaf; lane 2, F. occidentalis maintained in the lab; lanes 3-5, F. occidentalis that acquire TSWV. (C) Results of simultaneous identifica-
tion of F. intonsa and the acquired TSWV with primers specific to TSWV and F. intonsa (left) and with primers specific to TSWV and F. occiden-
talis (right). Lane M, HiQ 100 bp plus DNA ladder; lane 1, TSWV-infected pepper leaf; lane 2, F. intonsa maintained in the lab; lanes 3-5, F. 
intonsa that acquire TSWV. Molecular mass of HiQ 100 bp plus DNA ladder was indicated in the left and the amplified RT-PCR products were 
indicated as nar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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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6마리 중 6마리)로 조사되었다(Table 2). 

경남 창원시에서 채집한 총채벌레 종 동정 및 TSWV 보독률

을 조사한 결과, 102 마리 중 94마리(92.2%)가 꽃노랑총채벌

레로 확인되었으며, 94마리 꽃노랑총채벌레 중 79 마리에서 

TSWV가 검출되어 TSWV 보독률은 84.0%로 조사되었다(Table 

2). 대만총채벌레를 동정한 결과 102마리 중 4마리(3.9%)이었

으며 TSWV 보독률은 50%로 조사되었다(Table 2). 꽃노랑총

채벌레 및 대만총채벌레 이외에 다른 종의 총채벌레는 102마

리 중 4마리(3.0%) 이었으며, TSWV 보독률은 75%로 조사되었

다. 조사된 사실을 종합해볼 때, 국화 시설 하우스에서 우점종

은 꽃노랑총채벌레이며 75.0‒84.0% TSWV 보독률을 가지고 있

어 TSWV 감염 및 전파에 가장 큰 요인임을 판단된다. 흥미롭게

도 비록 총채벌레 종 동정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미동정 총채

벌레에서 TSWV 보독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TSWV를 매개할 수 있다고 알려진 오이총채벌레 여부를 미동정

된 총채벌레를 현미경에서 형태학적 분류를 하였으나 오이총채

벌레는 확인되지 않았다(data not shown). 그 외 국화에서 서

식하는 총채벌레는 파총채벌레, 하와이총채벌레, 미나리총채벌

레 등 10여종이 확인되고 있으나 TSWV 보독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van de Wetering, 1999). 

요 약

이번 연구는 국화에서 문제되는 총채벌레의 종 동정 및 보

독 바이러스인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omato spotted wilt 

virus, TSWV)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진단방법을 개발하였

다. 이는 총채벌레 1마리에서 추출한 핵산에 꽃노랑총채벌레 

및 대만총채벌레의 ITS2 부분에 특이적인 프라이머와 TSWV 외

피단백질(N) 유전자 특이적인 프라이머를 동시에 넣어 reverse 

tran 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수행하여 DNA를 

증폭시키는 방법으로 전기영동하여 각각 287, 367, 777 bp의 

DNA 단편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총채벌레의 종 동정 및 총채

벌레의 TSWV 보독 여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충청남도 태

안 및 경상남도 창원의 국화 시설하우스에서 총채벌레를 포집

하여 총채벌레 우점종과 총채벌레의 TSWV 보독율을 조사한 

결과, 태안의 국화 시설하우스에서는 꽃노랑총채벌레가 83.7%

로 우점하고 있으며 채집된 총채벌레 중 72.9%가 TSWV를 보독

하고 있었으며, 창원에서는 꽃노랑총채벌레가 92.2%를 차지하

고 있으며 84.0%의 총채벌레에서 TSWV가 진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Frankli niella occidentalis가 우점종이며 온실의 국화 식

물에서 TSWV의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해준

Table 1. Primer sequences used in this study

Target species Primer sequence Size (bp) Reference

TSWV TSWV-NCP-For: 5’-ATGTCTAAGGTTAAGCTCACTAAGGAA-3’ 777 Yoon et al.
(2014)TSWV-NCP-Rev: 5’-TTAAGCAAGTTCTGCAAGTATTGCCTG-3’

F. occidentalis OCC-ITS2F6: 5’-GGTCGCTTCACCGCTTCCCG-3’ 287 Nakahara and 
Minoura (2015)ThripsITS2R3: 5’-CTCTCCTGAACWGAGGTCG-3’

F. intonsa INT-ITS2F1: 5’-GACCAGACTGTTCCGAGA-3’ 367

ThripsITS2R3: 5’-CTCTCCTGAACWGAGGTCG-3’

Table 2. Greenhouse survey for thrips collected from greenhouses in Taean and Changwon, South Korea 

Thrips species
Taean Changwon

Species 
 identification

No. of TSWV-acquired 
thrips

Species identification
No. of TSWV-acquired 

thrips

F. occidentalis  36 (83.7) 27/36 (72.9)    94 (92.2)    79/94 (84.0)

F. intonsa  1 (2.3) 0/1 (0)     4 (3.9)         2/4 (50.0)

Not identified    6 (14.0)     6/6 (100)     4 (3.9)         3/4 (75.0)

Total 43 (100)  33/43 (76.7) 102 (100)  84/102 (82.4)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hrips were subjected to the developed diagnostic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analysis using primers specific to TSWV, 
F. occidentalis, and F. intonsa, respectively. 



Research in Plant Disease  Vol. 26  No. 4270

다. 이번 연구는 국화 시설하우스에서 총채벌레를 통한 TSWV

의 시설하우스내 유입시기 및 확산 경로 등 바이러스의 역학연

구를 위한 간편진단법으로 활용 가능함을 예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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