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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무인 소나무는 전체 산림의 약 23%를 차지
하고 있고, 역사적·사회적·경제적으로 그 가치가 높은 소중한 산림 수종이다. 그런데
소나무재선충이라는 외래 침입 해충에 의해 피해가 급격하게 늘어나, 1988년 최초 발생
부터 2020년 현재까지 약 13,000,000여본의 소나무가 사라졌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
해서는 효과적인 방제 방법을 개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밀한 예찰’
과 ‘신속·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감염목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성공적인 방제를 위하여 지난 수 십 년간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그 중 소나무재선충병의‘진단(diagnosis)’연구는 나무의 소나무재선충 감염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성공적 방제를 위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즉, 진단
이 잘못되는 경우 - 감염목을 미감염목으로 판단 또는 반대로 미감염목을 감염목으로
오인할 경우 - 결과적으로 방제의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국립산
림과학원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소나무재선충병 2차 진단기관으로서 국내 주요 산림과 행
정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을 최종 판정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진단의 정확성, 신속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진단기술 개발과 현장 활용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고, 본 연구과제에서 기존의
연구 결과를 뛰어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
‘진단’의 중요성과 함께 ‘예찰의 체계화’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부각되었다.
기본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은 고사목의 위치를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감염목의 분포
를 정확하게 알기 위함이다. 하지만 소나무재선충병은 시기성을 다투는 전염병이므로
‘조기 예찰’과‘조기 진단’,‘선제적 방제’의 단계적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가능한한 신속하게 감염목을 파악하고 시기 적절하게 완벽하게 제거를 해야만 추
가적인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찰은 효율성있게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의 도입, 활용, 적용, 실용화 등을 갖춘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존에 이용하던‘지상 예
찰’방법은 예찰원들이 도보로 혹은 차량으로 이동하며 일일이 고사목을 조사하던 방식이
다. 당연히 시간이 오래걸리며, 육안으로 조사하므로 시야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 등이 존재
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이러한 기존 예찰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어떤 한 분야의 발전과 성취로만 성공할 수 없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예찰’과‘진단’은 소나무재선충병을 다루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중
의 기본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 과제를 통하여 이루어낸 성과들은 우리나라
소나무재선충병 연구를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단계로 향상시켰다. 오늘의
이러한 성과가 또다른 도약과 발전의 계기가 되어 새로운 첫걸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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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소나무재선충병 원격 모니터링 기술 개발
1.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원격예찰 체계 연구
(1) 지상 및 원격 예찰 수단의 장단점 분석

그림 1. 지상 및 원격예찰 수단의 장·단점 분석

원격 예찰 수단으로는 인공위성, 유·무인기로 촬영되는 영상이 있으며
원격예찰 수단에서 촬영되는 영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을 판독하기 위
해서는 해상도가 적어도 50cm 이하는 되어야 한다. 위성 또는 유·무인기에서
획득되는 영상은 비교적 정확한 고사목 GPS 위치 좌표를 획득할 수 있으나 헬
기 예찰에서 획득되는 위치 좌표는 조사자에 따라 정확도가 차이가 있다. 따라
서 효율적인 예찰을 위해서는 대략적인 고사목 위치 파악을 위해서는 유인기
또는 헬기 예찰을 활용하고 선단지 등 방제가 중요한 지역은 무인기, 지상 예
찰을 통한 집중적인 예찰 필요하다. 또한 방제 작업 종료 시기에 임박한 3월
또는 4월, 방제작업 종료 후 방제사업 평가를 위해 헬기, 또는 무인기를 활용
하여 예찰하는 것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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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등급 및 발생 시기에 따른 지상 및 원격 예찰 수단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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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고사목 영상자료 취득
(가) 무인기 기반 정밀모니터링
무인기 촬영은 선단지 외곽에서 안쪽 방향으로, 도로 좌우 500m 폭으로 실시하였
다. 촬영지역은 경북 봉화군으로 촬영은 2016년 9월 27일, 10월 6일, 10월 14일 총 3회
였으며, 전체 촬영 면적은 35㎢였다.

그림 3. 봉화지역 무인기 촬영 영상 및 감염 우려목 추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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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봉화지역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우려목 추출결과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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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_X
190,889
190,809
190,703
190,545
190,448
190,568
190,588
190,715
190,872
190,226
190,234
190,423
190,436
189,918
190,286
190,878
190,770
190,282
190,080
189,795
189,925
190,106
189,507
189,352
189,432
189,424
189,838
192,959
193,477
193,683
194,635
194,584
194,488
194,491
196,184
196,184
196,518
196,293
196,700
189,401
189,576
189,970
190,602
190,434
190,341

POINT_Y
465,840
465,889
465,989
466,430
466,567
466,842
466,821
466,875
466,710
466,922
467,240
467,232
467,240
467,371
468,031
469,839
470,189
470,371
469,981
469,879
469,774
469,571
469,461
468,387
467,821
467,790
470,493
470,563
470,320
470,319
470,564
470,521
470,695
470,669
468,966
469,000
464,161
464,165
464,805
467,037
466,653
466,463
465,618
465,684
465,666

임상도 기준
34
11
34
11
34
13
13
30
13
11
30
30
77
11
11
30
11
34
11
11
11
11
11
11
13
34
34
30
11
11
34
34
13
11
34
11
11
11
11
11
11
11
11
11
34

기타 참나무류
소나무
기타 참나무류
소나무
기타 참나무류
낙엽송
낙엽송
기타활엽수
낙엽송
소나무
기타활엽수
기타활엽수
침활혼효림
소나무
소나무
기타활엽수
소나무
기타 참나무류
소나무
소나무
소나무
소나무
소나무
소나무
낙엽송
기타 참나무류
기타 참나무류
기타활엽수
소나무
소나무
기타 참나무류
기타 참나무류
낙엽송
소나무
기타 참나무류
소나무
소나무
소나무
소나무
소나무
소나무
소나무
소나무
소나무
기타 참나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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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규 발생지역 무인기 항공촬영
촬영은 소나무재선충이 신규 발생한 경기도 포천시 광릉지역에서 실시하였으며,
촬영 시기는 2016년 11월 7일, 11월 24∼25일 였으며, 총 촬영 면적은 25㎢ 였다.

그림 4. 경기도 포천 지역 무인기 촬영 영상

(3)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고사목 영상 자료 취득
대면적 항공촬영이 가능한 유인기를 이용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우려지(선단지)
개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은 2016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인 안동지역 부터
확산 우려가 있는 봉화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항공 촬영을 시작하였고, 시기는 2016년 3
월 16일, 총 면적은 100㎢ 이였다.
※ 중복도 : 횡(40% 이상), 종(70% 이상), 총매수 : 507매, 공간해상도 : 13cm

그림 5. 유ㆍ무인기를 활용한 선단지 및 보호시설 집중모니터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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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모자이크영상을 육안판독기법으로 감염우려목 414목 추출 후 지방청 및 지자
체에 제공하여 현장 시료 채취 및 검사한 결과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6. 낱장영상 507매로 정사모자이크 영상제작(좌) 및 414본 감염우려목 추출(우)
(4)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무인기 촬영방안
무인기는 사람이 기체에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 또는 자동 항법에 의해 운용
되는 시스템으로 촬영고도 및 비행시간에 따라 효율성이 차이 발생한다. 산림지역의 경
우 촬영지의 면적 및 이ㆍ착륙 장소 등을 고려하여 고정익 및 회전익 장비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고정익 무인기의 경우 비행기 모양의 기체로 비행시 양력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비행이 가능하며 비행속도 80km/ h 정도로 대규모
지역의 촬영에 적합하다. 회전익 장비의 경우 헬리콥터 같은 프로펠러가 회전하여 자체
추진력을 얻기 때문에 시간비행이 비교적 짧은 반면 회전익 장비의 경우 넓은 이ㆍ착륙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100ha 미만의 소규모 지역의 촬영에 적합함.
표 2. 무인기 종류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촬영특성
구분

고정익

회전익

비행속도

80km

30km

비행시간

최대50분

최대30분

비행모드

자동항법

자동항법

촬영 면적

대규모 지역(1회500ha)

소규모 지역(1회100ha)

비행 안전성

양호

실시간 확인 필요

표 3. 촬영고도에 따른 해상도 및 촬영 면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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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고도

해상도(GSD)

1회 촬영 면적(ha)

150m

2.09cm

150ha

250m

3.49cm

350ha

300m

4.19cm

50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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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인기를 활용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예찰 경제성 평가
기존 인력에 의한 현장조사과 비교했을 때 무인기를 이용한 피해목 예찰을 실시
할 경우 현장조사 기간이 약 90% 단축되고, 1인당 조사 가능 면적이 10배로 증가하
게 된다. 예를 들면 인력에 의한 현장조사 면적이 하루에 약 40ha(0.4㎢)인 경우 무인
기 촬영 및 분석할 경우 약 400ha(4㎢)가 가능하다. 즉, 8천ha 면적을 예찰할 경우 인
력으로는 200일이 걸리지만, 무인기로는 20일이면 가능하게 된다. 무인기를 이용한
예찰의 경우 예찰 기간 단축뿐 아니라 고사목의 정확한 GPS 좌표 및 변화분포, 탐지
정확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6) 지도 기반 현장 영상 실시간 공유 프로그램 개발
무인기 등을 활용하여 촬영한 현장 상황을 소나무재선충병 상황실에서 실시간으
로 확인 가능하며 촬영된 영상정보는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와 공유, PC 환경 뿐 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이 구축된 장소 어디서든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 기
반 현장 영상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림 7).

그림 7. 스마트폰(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실시간 영상 재생기능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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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전송장치의 GPS 모듈을 이용하여 헬기의 현재 위치 측위, 측위된 위치 정보
를 스마트폰(모바일 웹) 페이지에서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내/ 외부에서 편
리하게 볼 수 있는, 모바일용 접속 기능을 개발하였다 (그림 8, 9).

그림 8. 영상 관제 모바일 웹

그림 9. 모바일 영상 전송 앱과 모니터링 웹 개발 예시화면

현재 산불상황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현장 영상 실시간 공유 프로그램의 경우 한 지
역에 다른 관리소 및 임차 헬기의 진화되는 모습을 한 개의 창에서 선택적으로 볼 수가 없
어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본 용역에서는 상황실에서 영상 전송 중인 단말기만 선
택해 별도의 통합 화면에서 영상 재생하는 편리성 기능을 구현하였다 (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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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선택적 영상 재생 플레이 기능 예시화면

(7) 텍스처 기반 고사목 추출 기술개발
무인기 영상의 촬영은 소형 경량 카메라에 의하여 촬영되는데, 전체 조사 지역을
한 번에 촬영할 수 없기 때문에 수 백 장의 사진을 찍은 후 모자이크 과정을 거쳐 하나
의 전체 영상으로 집성한다. 모자이크 영상을 제작할 때 누락되는 곳을 방지하고, 정사보
정 과정에서 대응점들을 많이 추출하기 위하여 개별 영상들은 많은 중첩률로 촬영된다.

그림 11. 높은 중첩도로 촬영된 개별영상(좌)과 정사보정 처리된 모자이킹 영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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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영상의 노출은 대부분 자동조정모드로 촬영되므로 촬영 대상 지역의 밝기
값에 따라 수시로 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동일한 지표물이라 할지라도 노출 정도에 따
라 밝기 값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12). 이러한 특성은 모자이크 영상에서도 나타나는
데, 여러 장의 중첩된 개별 영상에 분포하는 부분들을 선정하여 모자이크하는 과정에서
화소값에 대한 정규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이
전체 지역의 위치에 따라 상이한 밝기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밝기 값 만으로 고사목
을 추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림 13).

그림 12. 개별 영상에서 추출된 인공물의 밝기 값 비교

그림 13. 모자이크 영상에서 추출된 인공물의 밝기 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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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B 칼라영상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을 잘 보여주는 특징 영상들을 생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1차적으로 고사목 후보군을 추출하였고, 후보군을 대상으로 선정된 객
체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텍스처 값을 이용하여 고사목을 추출하였다.

그림 14.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추출을 위한 영상 처리 흐름도
영상판독과 현지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추출된 고사목 위치를 기준으로 정확도 검
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적용한 표적탐지 기법은 대상 지역에 존재하는 고사목을
누락없이 모두 검출하였다. 그러나 검출률 100%를 가장 우선하여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
과, 고사목이 아닌 객체가 고사목으로 검출되는 오탐지가 과다하게 발생하였다. 오탐지
된 객체들에 대한 분석결과, 오탐지의 34%는 산림이 아닌 농지, 도로, 토양에서 발생하였
다. 나머지 오탐지의 66%는 산림에서 발생하였는데, 분석에 사용된 영상이 10월 17일 촬영
된 영상이므로 많은 활엽수가 이미 변색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고사목으로 잘못 탐지되었다.
이러한 오탐지의 대부분은 수치임상도를 사용하여 비산림지, 활엽수림, 리기다소나무림 등
소나무재선충병 미발생지를 사전에 제외하고 분석한다면 오탐지율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림 15.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추출 알고리즘에서 발생한 오탐지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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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탐지를 위한 무인기 영상은 촬영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이미 잎이 변색된 많은 활엽수가 고사목으로 오탐지 된 결과를 감안한다면,
가장 적절한 촬영 시기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피해가 가시화되는 8월부터 9월 사이
에 촬영되어야 한다. 또한 무인기 영상의 공간 해상도를 너무 높게 하는 경우 자동 탐지
를 한 영상 처리에 있어서 자료량이 너무 대용량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며, 경우에 따라
서는 고사목 탐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림 16. 활엽수의 변색: 2016년 10월 17일 태안군 지역을 촬영한 무인기 영상(좌),
2017년 10월 14일 충청남도 서산군 현지 조사에서 촬영된 사진(우)
(8) 무인기를 활용한 소나무 보호지역 소나무류 고사목 탐색
2016년 경기도 포천시 광릉 지역에 재선충 감염목 발생지역에 대하여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무인기로 촬영하여 재선충병 감염목 발생 양상을 조사하였다. 촬영일
자는 2017년 10월 13일(1~4차), 2017년 10월 18일(5~6차)에 6차례에 걸쳐 촬영하였으며,
촬영면적은 2,400ha이었다. 촬영된 영상은 그림 11과 같이 모자이크 정사영상으로 제작
하였으며, 분석 결과 10본의 고사목으로 추정되는 의심목이 확인되었다 (그림 17).

그림 17. 포천시 광릉 지역 고사목 추정 의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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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포천지역 무인기 촬영 정사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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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자료를 활용한 광역범위 모니터링 체계 연구
(1) 항공사진 분석 및 활용 체계
(가) 칼라정사항공사진 활용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탐지
1) 항공사진(25cm)상에 육안으로 확인되는 수관 모양 및 색상 특성을 이용해 소나
무와 기타 수종의 수종 구분 가능하며, 고사된 잎의 탈착 유무에 따라, 당해년도
고사목은 붉은색으로 오래된 고사목은 회색으로 색상 구별이 가능함.

그림 19. 항공사진 상 고사목

그림 20. 칼라항공사진을 이용한 고사목 판독 (원본, 비율영상, 고사목)

2) 2015년 안동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소나무 고사목 판독을 실시한 결과, 고사목
집중지역과 3년간의 소나무재선충 발생목 조사 자료와 유사한 범위를 나타냄. 또
한 단위면적(1㎢)당 소나무 고사목 밀도를 계산하여 고사목 집중지역 추출을 수행하
였으며, 고사목 고밀도 지역 포함 외곽지역을 가선단지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 이용 자료 : 2015년 5월 중ㆍ하순 촬영 칼라정사항공사진 165매 (국토지리정보원)

그림 21. 소나무 고사목 추출

그림 22. 감염목 발생 범위 (하늘색)

그림 23. 소나무 고사목 발생 밀도

(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탐지를 위한 칼라항공사진 활용 체계
1) 칼라항공사진은 공간해상도(25cm)가 높고 전국에 걸쳐 균일한 품질로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중·대면적의 모니터링에 활용 가능함.
표 4. 예찰 방법별 특징 비교
종류

조사 목적

정확도

분석방법

헬기

자체수행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위치정보 취득
발생지역의 대략적 파악

낮음

현장진단
시료분석
육안판독

무인항공기
영상

자체수행,
촬영업체 의뢰

위치기반 소면적
변화 모니터링

높음

육안판독

유인항공영상

국토지리정보원,
촬영업체 의뢰

위치기반 중·대면적
변화 모니터링

높음

육안판독
화소분석

지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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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지리정보원은 2013년부터 2년 주기로 전국을 대상으로 항공사진(25cm급)을
촬영하고 지도화된 정사영상과 원본영상을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음. 수도권, 경
기, 충청, 전북지구는 짝수년도, 강원, 경북, 경남, 전남/제주 지구는 홀수년도에
촬영됨 (그림24).

그림 24. 항공사진 촬영 계획(좌: 짝수년도, 우: 홀수년도)
3) 항공사진 원본(낱장항공사진)은 촬영 후 당해년도 내에 고시 및 배포하며, 정사항
공영상은 당해년도 사업 종료 후 다음 년도 초에 배포함. 정사항공영상은 산림공
간포털서비스를 통해 다운로드하거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자료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 처리 없이 고사목 탐지 활용 가능함.
4) 원본(낱장)항공사진의 경우 아래의 과정에 따라서 자체적인 정사영상 제작을 통해
활용 가능하며, 이를 위해 정사영상 전처리를 위한 장비와 별도 인력이 구비되어야 함.
표 5. 병해충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정사영상 제작 과정 개요
순서

구분

상세내용

1

관심지역 자료 요청
및 자료인수

2

인수자료 확인

기초자료 확인(레이어 정보, 인덱스, 영상, 속성정보 등)
위치정확성 확인(GPS-EO 부정확시 신속 AT-EO 생성 필요)

3

신속AT-EO생성

위치정확성 개선(GPS-EO 부정확시 신속 AT-EO 생성)
대용량 처리 S/W를 통한 신속AT-EO 생성

4

자료전처리
(다중분광 원본 생성)

칼라영상에 대해 근적외선영상이 추가된 다중영상 생성
GPS-EO 사용

5

자료전처리
(정사보정, 모자이크)

다중영상 원본, 외부표정요소, DEM을 이용한 정사보정
정사보정영상을 이용한 모자이크 영상 생성(격자 블록 단위)

6

시계열 다중분광
모자이크 생성

서로다른 시기의 상기 절차 반복작업을 통한 모자이크 영상
두 영상간 위치와 분광정보가 같은 수준이 되는 자료 생성

영상 자료요청(인덱스, 영상, EO, 속성정보 등)
기타 필요자료(대상지역 기존 정사영상, DEM, GCP, 수치지도 등)

※ 약 600 km2 (1:50,000 축척 1도엽, 1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을 때, 워크스테이션 2대,
전용 S/W 각 2식, 인원 4인, 기간 15일 소요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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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제전략 체계(안)은 가선단지 설정 및 예찰 지역의 선정, 헬기·무인기·지상예찰,
선단지확정 및 방제사업 설계, 방제사업 실행 및 평가로 구성됨 (그림 25). 해당 체
계 내에서 예찰을 위한 가선단지 설정과 방제사업 실행 이후의 방제사업 평가 부문
에서 항공사진의 활용이 가능함.

그림 2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체계(안)
(2) 산림 부문 활용을 위한 근적외선 항공영상 활용 연구
(가) 근적외선 항공사진의 특성
1) 항공촬영 시 항공기에 탑재된 항공카메라는 칼라영상(RGB) 뿐만 아니라 근적외
선(NIR)영상도 동시에 취득함. 근적외선 항공사진은 대부분 0.7~1.0 um 파장 영
역에서 촬영되며, 근적외선 파장대는 식생에 대한 반사율이 높아 식생의 활력도
정보를 제공함.

그림 26. RGB 항공사진과 CIR 항공사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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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적외선 항공사진 자료 취득 및 근적외선 정사항공영상 제작
1)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DB는 칼라영상(Red, Green, Blue 등 총 3개의 밴드로
구성된 자료)과 NIR 영상으로 나누어 구축되어 있으며, NIR의 경우는 DB구축의
표준화가 정립되지 않아 사업지구별로 저해상도 NIR 영상 및 CIR 영상, 고해상
도 NIR 및 CIR 영상 등 통일되지 않은 형태로 구축되어 있음.
2) 근적외선 영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림9의 절차에 따라 NIR 정사영상이 제작
되어야 함. 기제작된 RGB 칼라정사영상이 있는 경우에도, Raw 데이터에서부터
RGB와 NIR 영상의 정사영상 제작을 동시에 새로 수행해야 RGB와 NIR 정사영
상의 각 레이어간의 위치 정합도를 확보할 수 있음.

그림 27. NIR 항공사진 자료 보정 절차
3) 본 연구에서는 위 절차에 따라 거제(2013, 2015년)와 울진(2015년) 지역의 근적
외선 원본영상을 처리하여 모자이크 정사영상을 시범 제작함.
표 6. 모자이크영상 시범제작 성과 사례 (경남 거제)
2013년 RGB 정사영상

2013년 NIR 정사영상

2013년 CIR 정사영상

2015년 RGB 정사영상

2015년 NIR 정사영상

2015년 CIR 정사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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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적외선 정사항공사영상 활용 효과
1) 근적외선 영상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였을 경우 소나무 고사목 탐지 성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칼라영상(RGB)과 4 Band(RGB + NIR) 자료를 이용하여 각각 감
독 영상분류 기법에 의한 고사목 탐지 작업을 수행하고 분류정확도를 평가함.
2) 고사목 확인 자료를 기준으로 두 자료 세트(RGB, 4 Band 영상)에 대한 분류결
과를 평가한 결과, RGB영상보다 4 Band 영상을 이용한 고사목 탐지 경우에 좀
더 정확한 탐지결과(누락목 감소, 고사 개체목 영역구분 정확도 향상)가 산출됨.
※ RGB 영상자료 이용 시 고사목 분류정확도 85.9% → RGB+NIR 영상자료 이용 시 고사
목 분류정확도 87.2% (1.3% 정확도 향상)

그림 28. NIR 영상 추가 이용 고사목 탐지 효과 비교
3) 영상분류 기법을 적용하지 않고 시각적으로만 고사목의 개체를 판독하는 경우
에도 RGB 영상보다 근적외선 영상이 추가된 CIR 영상을 이용하는 것이 고사목
색상과 주변 색상이 대조를 이루어 좀 더 명확하게 고사목을 판독할 수 있음.
(3) 소나무류 보호지역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을 위한 원격 영상 분석 및 예찰 체계 연구
무인기를 활용한 소나무보호지역 소나무류 고사목 탐색 용역과제에서 촬영된 모자
이크 정사영상을 토대로 고사목의 위치 좌표를 탐색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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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포천지역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우려목 추출결과
연번

X 좌표

Y 좌표

1

215184

475112

2

215564

472859

3

216631

472114

4

215956

474218

5

216547

475481

6

216758

474256

7

216818

474233

8

216829

474230

9

217087

474273

10

217116

474266

2017년에 촬영한 영상과 2016년에 촬영한 영상를 수집·비교하여 고사목 발생 유
형을 분석하였다 (그림 29). 영상을 육안으로 확인할 경우 수관모양 및 색상 특성을 이용
해 소나무와 기타 수종의 수종 구분 가능하며, 고사된 잎의 탈착 유무에 따라, 당해년도
고사목은 붉은색으로 오래된 고사목은 회색으로 색상 구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유·무인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공간해상도가 높고 지상예찰에 비해 비교적 넓
은 면적을 예찰할 수 있으므로 아직 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은 주요 소나무보호지역에
적용 시 예찰비용과 예찰 기간을 단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GPS 좌표 및 변화
분포, 탐지정확도 등 다방면에서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29. 포천(광릉) 지역 무인기 촬영영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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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나무재선충병 원격예찰 시스템 개발
(1)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기반 연구
(가) 산림보전분야 데이터 수요 및 관리 현황
1) 산림보전분야 데이터 통합을 위해 각 부서의 데이터 수요 및 관리현황을 조사
함. 산림병해충 분야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수요 중 외부기관의 자료는
81%, 자체생산 자료는 19%로 조사됨. 데이터 수요 중 공간정보의 비율이 전체
의 65%이며, 비공간정보는 35%였음.
2) 산림보전부 전체적인 현황 조사 결과, 데이터 수요가 높은 공간정보의 데이터
통합이 필요하고,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외부자료의 데이터 통합을 고려해야
하며, 연구결과 데이터에 대한 DB 구축이 필요하다는 함의가 도출됨.
(나) 산림보전분야 데이터 통합방안
1) 산림보전분야 데이터 통합을 위해 연구데이터의 다양성 및 신뢰성, 데이터 활용
및 통합에 대한 시각 차이, 데이터 관리체계의 문제(개인적 데이터 관리,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의 부재), 지속적인 정보관리를 위한 산림보전 정보화 체계 미흡
등이 해결되어야 할 이슈로 도출됨.
2) 산림보전분야 데이터 통합 추진 방향은 아래와 같음.
가) 산림보전분야 데이터는 최소한 제약 조건

하에서 활용이 가능해야 함.

나) 장기적인 가치를 지닌 데이터는 미래 연구 활용을 위해 보존되고 접근
가능해야 함.
다) 연구데이터는 다른 연구자에 의해 이해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기록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접근 가능해야 함.
라) 데이터 관리와 공유를 위해 기존의 자원을 활용해야 하며, 제한된 예산
하에서 연구성과와 데이터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데이터 관리 미
공유체계는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마) 외부기관의 자료는 공동관리 및 상호공유를 통해 접근 가능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함.
바) 연구수행을 통하여 도출된 연구데이터 중 통계자료, 조사데이터,
분석데이터 등은 DB화되어 관리되어야 함.

3) 위 추진방향을 기반으로 산림보전 데이터 통합 수행 전략은 자료의 특성에 따
라 자료기반 데이터 통합, 데이터웨어하우스 기반 통합, 플랫폼기반 데이터 통
합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음.
4) 연구데이터는 자료기반 데이터 통합, 현장조사자료, 통계자료, 분석자료는 데이
터 모델 정의에 따른 데이터웨어하우스 기반의 통합, 공간정보는 공간정보 서비
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플랫폼기반 데이터 통합으로의 추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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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산림보전분야 데이터 통합 방안
구분

자료기반 데이터 통합

데이터웨어하우스기반 통합

개념

·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 및 관리 프로세스 정립

· 데이터 관리체계를 DW 기반으
로 하고, 품질관리체계를 도입

추진관점

접근성

통합성

플랫폼기반 데이터 통합
· 플랫폼을 wndtal으로 데이터
서비스 통합 및 활용
활용성

· 메타데이터 DB
· 원시데이터

· 데이터웨어하우스
· 데이터 마이닝

· 데이터 통합 플랫폼
· 데이터 서비스

장점

· 최소비용으로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전사적 데이터 활용의 기반
· 의사결정지원체계 전환이 용이

· 전사적인 데이터 활용 용이
· 데이터 서비스 활용의 유연성

단점

· 데이터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
어려움.

· 표준체계 정립이 필요하고,
정보관리 전담부서가 필요

· 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
· 표준체계 정립이 필요

핵심요소

(다) 산림병해충 예찰 데이터 통합방안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도는 전국 방제계획, 권역별 방제계획 및 지역별 방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지도로서 과학적 방제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정보임.
방제전략도 제작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가 요구됨.

그림 3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수립을 위한 데이터 수요
2) 실질적인 방제전략도 구축을 위해 위의 원시데이터를 산림과학원에서 도입한
공간정보 플랫폼 솔루션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그림 31). 이를
위해, 원시데이터 수집, 데이터 변환, 좌표체계 통일, 메타데이터 구축, 맵서비스
발행(웹 활용) 또는 원시데이터 파일 관리(오프라인)의 단계적 수행이 필요함.

그림 31. 국립산림과학원 공간정보 플랫폼 (ArcGIS 포털) 기반 데이터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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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의 원시데이터 기반으로 방제전략도를 구축할 경우 개별 원시데이타가 가
지고 있는 공간 단위가 달라 공간정보 융합 분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데이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간 단위를 하나의 공간단위 (격자)로 통합하고
통합된 위치 기반으로 데이터 변환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32).

그림 32. 위치 기반(격자) 데이터 통합
4) 소나무재선충병 원격 예찰 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산림과학원이 구축한 공간정보 플랫폼인 ArcGIS 포털을 활용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정보관리를 관리하는 원격 예찰 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로 방향을 설정
5) 보호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정보 관리 프로토시스템 연구
산림과학원이 구축한 공간정보 플랫폼인 ArcGIS 포털을 활용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정보관리를 관리하는 원격 예찰 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하기 위해 소나무재
선충병 발생과 관련된 33개의 원시자료 (표 9)를 수집·가공한 후 36종의 공간정
보 맵서비스를 구축함 (그림 33).
표 9.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관련 공간정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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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의 기반 : 맵 갤러리

6) 구축대상의 특성 이해 및 정보전달, 효과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부가적인 정보,
쉬운 활용을 위한 디자인(UI) 등을 고려하여 웹 어플리케이션 시나리오를 개발
하였다 (그림 34~37).

그림 34. 소나무 반출금지 지역 지정현황(웹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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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현황(웹 어플리케이션)

그림 36. 웹 앱빌더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그림 3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지원 앱 (웹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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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웹 맵(서비스) 활용방안으로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MS 오피
스 연계를 통한 지도생성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MS 파워포인트를 통해 소나무재
선충병 방제전략 회의시 회의 자료를 쉽게 출력할 수 있도록 함.

그림 38. MS 오피스 연계를 통한 지도생성 과정
4.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정보 관리 시스템 실용화 방안 연구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에서 기존에 구축하였던 공간정보 플랫폼인 ArcGIS 포
털을 활용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공간정보들에 대한 맵갤러리를 구축하였으며, 소나
무재선충병 방제정보관리를 관리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축대상의 특성이해 및 정보전
달, 효과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부가적인 정보, 쉬운 활용을 위한 디자인(UI) 등을 고려하
여 2017년 개발함. DB 및 웹 어플리케이션은 개발업체의 서버를 통해 오류 점검 및 시범
테스트를 실시함. 2018년도에는 개발업체의 서버에 존재하는 DB 및 웹 어플리케이션 파
일을 과학원 ArcGIS 포털 서버로 이전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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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소나무재선충병 공간정보 관리시스템 (상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상황,
중 : 주요 소나무 보호지역, 하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위험도)
소나무재선충병 의사 결정지원을 위한 웹어플리케이션의 장점은 첫째, 다양한 소
나무재선충병 공간정보를 레이어 별로 중첩․조회가 가능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관련
공간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둘째, 국가 업무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
에 지자체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웹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해당
URL(http://gportal.nifos.go.kr/arcgis/webappviewer/index.html?id=17d5390052594f75ba45
56e6327f3341) 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시스템 내 공
간정보들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현행화하도록 틀을 잡았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공
간정보의 갱신주기는 표 10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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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공간정보 갱신주기 및 갱신주체
공간 정보명

갱신주기

갱신주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좌표

1년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본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좌표

매월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원)

주요 소나무림 보호지역

1년

산림병해충연구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위험도

필요 시

산림병해충연구과

매개충 우화예측지도

필요 시

산림병해충연구과

소나무류 취급업소

비정기적

산림청

화목농가

비정기적

산림청

국ㆍ사유림도

비정기적

산림청

임상도

비정기적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 반출금지구역도

수시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본부

수치지형도, 도로망도

비정기적

국토지리정보원

훈증무더기 좌표

1년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본부

각 갱신주체가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공간정보를 갱신하면 그 공간정보들을 국립
산림과학원에서 수집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공간정보 관리시스템에 현행화하게 됨. 다만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좌표의 경우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원)에서 매월 소나무재선충병 피
해목을 예찰한 후 그 결과를 국립산림과학원에 보고하는데 좌표의 정확성 여부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월 해당 공간정보를 현행화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공간정보들이 예찰ㆍ방제 현장에서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예찰ㆍ방제 활동 별로 필요한 공간정보를 분류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구축된 DB 내
공간정보들을 예찰ㆍ방제 활동별로 분류하였으며 (표 11) 소나무재선충병 공간정보 관리
시스템 내 레이어 목록에 반영하여 해당 시스템 이용자가 수행할 활동 별 필요 정보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그림 40).
표 11. 예찰ㆍ방제 활동 별 필요한 공간정보 목록
공간정보 레이어

비고

공간정보 레이어

비고

재선충병 발생상황도

공통

산불피해지도

공통

재선충병 발생위험도

공통

화목농가

예찰

주요 보호지역

공통

소나무류 취급업소

예찰

도로망도

공통

예방나무주사 우선순위도

방제

임상도

공통

국ㆍ사유림도

방제

고도

공통

소나무 반출금지구역도

방제

훈증더미 좌표

공통

매개충 우화예측지도

방제

39

I. 소나무재선충병 원격 모니터링 기술개발

그림 40. 소나무재선충병 공간정보 관리시스템 내 레이어 목록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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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현장 진단 센서 개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진단기술 개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소나무재선충을 타겟으로 하는 진단방법과 기주체인 소나무를 대상으로 하여 진단을 하
는 방법이다. 전자는 소나무재선충의 종 특이유전자 또는 단백질을 이용하는 진단기술이
며, 후자는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의 유전자를 이용한 RNA 전사체 분석 기반 진
단기술이다. 선충을 타겟으로 하는 진단기술은 소나무재선충이 감염되어 이미 죽은 고사
목에서 진단이 가능한 방법이며, 소나무를 타겟으로 하는 진단기술은 소나무재선충에 감
염되었으나 외관상 건강한 나무를 대상으로 하는 조기진단법이라고 할 수 있다.
소나무재선충을 타겟으로 하는 진단기술은 다시 유전자 기반의 RPA(recombinase
polymerase amplification)와 LAMP(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라는 등온증폭기술과
단일클론항체를 개발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RPA와 LAMP는 PCR과 달리 목적으
로 하는 유전자를 하나의 온도 조건에서 증폭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 PCR보다 간단하고 짧
은 시간내에 분석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항체 이용법은 소나무재선충 종특이 항원에 대
한 항체를 합성함으로써 진단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소나무 RNA전사체 분석 기반의 진단 연
구는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의 특이반응유전자를 선별하고, 딥러닝기법을 이용하여 최
종적으로 3개의 유전자 마커를 선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의 조기동정을 가능하게 한 방법이
다. 이러한 방법 중 RPA, LAMP와 소나무 RNA 전사체 분석 진단기술은 모두 현장에서 진단
이 가능하도록 현장진단키트와 장비를 제작하여 상용화 전단계까지 연구를 추진하였다.
1. 소나무재선충 종 특이 유전자를 이용한 진단기술 개발
1-1. RPA 등온증폭반응을 이용한 소나무재선충병 진단기술 개발
(가) 소나무재선충 ITS2 마커를 사용한 RPA 등온증폭반응 최적화
목편 용해 버퍼(DAP buffer)의 조성은 20 mM NaOH (Sodium Hydroxide), 5%
DMSO (Dimethyl Sulfoxide) 및 5% PEG (Polyethylene glycol) 으로 구성된다. 소나무재선
충병 감염목 시료 채취기(8mm) 이용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의 목편 (8×4×1.5 mm)
10개를 채취하고, 상기 목편 10개를 2 mL tube에 넣은 후 1 mL 의 목편 용해 버퍼를 넣
어 준 후, 목편이 버퍼에 잠긴 상태로 잘 섞는다. 상기 tube를 상온 (25℃)에서 10분간 반
응시키면서 3분씩 전 단계와 마찬가지로 잘 혼합하고, 상기 추출 용액 3μL를 47μL 의
RPA mater mixture [3.2μL 의 Bx_ITS2_F1 와 Bx_ITS2_R1 프라이머 쌍 (각 프라이머 최
종농도 0.16μM), 11.8μL of DEPC 무처리 프리-핵산분해효소 물, 29.5μL의 1×
rehydration buffer, 2.5μL 의 magnesium acetate (최종농도 14 mM)] 와 잘 혼합한다(최
종 부피 50μL). 상기 혼합액을 동결건조 효소분말 (TwistAmp enzyme)에 잘 혼합하고 휴
대용 등온증폭기기를 활용하여 37℃, 15분간 반응시킨다. 각 상기 반응액 튜브에 25μL
의 발색시약 혼합액(1μL 의 SYBR green I 과 24μL 의 DEPC 무처리 프리-핵산분해효소
물의 혼합액)을 넣고 잘 섞은 후, 휴대용 등온증폭기기를 활용하여 흡광도 수치를 측정하
여, 양ㆍ음성 판단한다. (흡광도 수치 건전목 ≨ 50 < 감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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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ITS 2 마커의 유전자 서열 위치 정보

그림 42. ITS 2 마커를 사용한 RPA 등온증폭반응 실험 과정
(나) 소나무재선충 ITS2 마커의 특이성 및 비-특이성 증폭 반응 검정
최적화된 RPA 등온증폭반응 방법의 사용할 시 ITS2 마커의 특이성 및 비-특이성
검정을 실시하여 실험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소나무재선충과 유전적으로 유사한
5종의 소나무재선충 유사 종 (B. thailandae, B. doui, B. hylobianum, B. mucronatus Asia
type, B. mucronatus Europe type)에 대한 비-특이적 증폭 반응 유무 확인 결과 증폭 반
응이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한다 (그림 43). RPA 시약 자체 및 소나무 목재 시료로부터 유
발될 수 있는 비-특이적 증폭 반응 유무 확인 결과 증폭 반응이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하였
다 (그림 44). 주요 산림해충인 솔껍질깍지벌레, 솔수염하늘소 및 북방수염하늘소를 대상으로
한 비-특이적 증폭 반응 유무 확인 결과 증폭 반응이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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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소나무재선충 유사 선충에 대한 비-특이적 증폭 반응 검정
(다) RPA 등온증폭반응 방법의 검출 한계 검정
본 RPA 등온증폭반응의 검출 한계점은 순수한 소나무재선충 DNA를 사용한 경우
1.6 fg (10-15) 수준의 소나무재선충 DNA 농도에서 증폭 확인되었다 (그림 46). 소나무 시
료를 통해 얻어진 추출액을 직접 사용한 경우, 6 pg (10-12) 수준의 소나무재선충 DNA 농
도에서 증폭 확인되었다 (그림 47).

그림 44. 소나무 건전목 및 음성대조군의 흡광도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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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주요 산림해충에 대한 비-특이적 증폭 반응 검정

그림 46. RPA 등온증폭반응 방법의 검출 한계 검정 (기질: 소나무재선충 gDNA)

그림 47. RPA 등온증폭반응 방법의 검출 한계 검정 (기질: 소나무재선충 gDNA + 건전목)

46

II.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현장 진단 센서 개발

(라) 소나무재선충병 RPA 등온증폭반응 방법의 휴대용 등온증폭기기 활용 및 적용
휴대용 등온증폭기기의 이용시간은 RPA 등온증폭반응 방법 (37℃, 15분) 의 경우,
1회 충전으로 약 50회 반응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휴대용 등온증폭기
기의 RPA 등온증폭반응 적용 시 소나무, 곰솔 및 음성 대조군의 휴대용 등온증폭기기 흡
광도 수치는 50미만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50 이상의 흡광도 수치를 나타내는 고사목
시료의 경우 소나무재선충을 보유한 감염목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그림 48).

그림 48. 소나무재선충병 의심 고사목 블라인드 검정
(마) 소나무재선충병 의심 고사목 블라인드 검정
안동지역 소나무재선충병 의심 고사목 블라인드 검정 결과, 5본의 고사목 모두
RPA 등온증폭반응에서 소나무재선충이 시료 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
과는 검경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포항지역 소나무재선충병 의심 고사목 블라인드
검정 결과, 5본의 고사목 중 4본은 RPA 등온증폭반응에서 소나무재선충이 시료 내 존재
하는 것을 확인되었으며, 고사목 1본은 시료 내 존재하는 소나무재선충 개체수가 적어
RPA 등온증폭반응에서 1차 검정할 수 없었으나, 2, 3차 반복 검정에서 감염목 판단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까지 RPA 등온증폭반응을 사용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탐지
블라인드 검정(3회, 16본)에서 1차 검정 약 94%, 2차 검정 100%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바) RPA 진단 kit 개발
RPA법을 이용한 소나무재선충 진단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프라이머
들을 제작하였다 (표 12).

소나무재선충 RPA 진단키트에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하기 위하

여 소나무재선충의 ITS2 부위를 인공합성한 후 pUC19에 삽입하여 다음 실험에 사용하였
다 (그림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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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RPA 진단키트 프라이머 염기서열

GTGAATTGCGATAATAAGTACGAATTACAGATATTATGAGTACCATGTTTTTGAATGCATATTGCGCTCTTGGGCTTTG
CTCTTGAGCATATTCGATTCAGGGTGTGTTTTTAAACTCGAGCAGAAACGCCGACTTGTTTTTTTCAAGTTTCTGCACG
TTGTGACAGTCGTCTCGCATTGTTCGCGCAATGTTAGGCACCATCTGTTTTACGCGGTTTGTTCCGCGACCAATATCTT
CTACGCACTGTTTGTCCGTGCGGGGCGAGAGGGCTTCGTGCTCGATTGTCGTGCGCGGCTAAACCGTTTGGTGATGTTG
TTTCAACGGCGCGGCCGTCAGGGACGTTCGGATGAGAATGTTTGGAGTCCTGGCTGCGGTTTGTTGAGCTTCGTCGTGA
AGCCTTGCGGGCAGTGTTGTCGGAA TTGGTTGAAACCACCTGAGTTGGGTATGACTACCTGCTGAACTTAAG

그림 49. RPA 키트에서 사용된 소나무재선충 ITS2 양성 대조구의 염기서열
TwistDx사의 nfo kit를 이용하여 RPA kit를 만들고자 감염목과 건전목에 대한 반
응을 확인하였다 (그림 50). 육안으로는 전혀 음성과 양성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었지만
(그림 50의 A), 자외선(UV) 아래에서는 감염목만이 형광빛 연두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0의 B). FAM 값도 양성과 음성의 차이가 140 이상 차이가 남으로써
감염목과 비감염목 간의 구분이 뚜렷하여 키트를 만들기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다 (그
림 50의 C).

그림 50.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nfo 키트의 RPA 반응(1: 감염목, 2: 건전목, 3: 증류수).
(A) 육안, (B) UV, (C) FAM 값, (D) 반응 조성과 조건
그림 49에 나타낸 양성대조군을 이용하여 liquid basic kit로 RPA 반응을 시간대
별로 관찰한 결과, nfo kit와 마찬가지로 육안으로는 양성반응을 구분할 수 없었다 (그림
51의 A). 하지만 자외선으로 조사하면 반응개시 10분 이후부터 형광 연두색의 양성반응
이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었고, 20분에 가장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51의 B). FAM 값 역시 10분 이후부터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20분
에 가장 높은 FAM 값을 보였다 (그림 51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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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소나무재선충 ITS2 부위로 제작된 Liquid basic 키트의 시간별 RPA 반응
Liquid basic kit로 양성대조군인 synthetic Bx_ITS2유전자를 이용하여 RPA 민감도
를 조사하였다. 반응온도는 37℃에서 10분간 수행하였고, 반응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등
온핵산증폭기로 수행하였다. 하나는 최초 제작된 등온핵산증폭기 (Ver1.0)로 중형 LED가
장착되어 FAM값을 읽는 방식으로 제작된 기기이고, 다른 하나는 소형 LED가 장착되어
FAM값을 읽는 방식으로 제작된 기기였다 (Ver2.0) (그림 52). 또한 사이버그린의 양이
FAM값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조사하였다.
Liquid basic kit로 반응시킨 후 사이버그린을 1;25 (v/v)로 희석한 것을 12.5ul 넣
은 것과 25ul 넣은 것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육안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52의 A와 E). 자외선 조사하에서는 양성대조군의 양에 따라서 연두색 형광
이 순차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이 모두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하지만 12.5ul의 사이버그린
을 첨가한 경우가 25ul의 사이버그린을 첨가한 경우보다 훨씬 밝은 연두색 형광을 보였
다 (그림 52의 B와 F). 자외선(UNV) 아래에서는 육안으로 0.1ng까지 12.5ul 사이버그린을
첨가한 시료들에서는 관찰되었다 (그림 52의 B). 하지만 25ul 사이버그린을 첨가한 시료
에서는 1ng까지 관찰이 가능하였다 (그림 52의 F).
12.5ul 사이버그린을 첨가하여 등온핵산증폭기 (Ver1.0과 Ver2.0)로 각각의 FAM
값을 측정 비교한 결과, 10pg까지 양성과 음성 반응을 구별할 수 있는 민감도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Ver1.0과 Ver2.0 등온핵산증폭기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FAM값은 Ver1.0 등온핵산증폭기, 즉 LED 중형 램프를 쓰는 기기가 더 높게 나왔다. 즉
10ng의 양성대조군에 대한 FAM값의 평균치는 Ver1.0이 327.5였고 (그림 52의 C), Ver2.0
등온핵산증폭기의 평균치는 275로 52.5 낮게 나왔다 (그림 52의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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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ul 사이버그린을 첨가하여 등온핵산증폭기 (Ver1.0과 Ver2.0)로 각각의 FAM값
을 측정 비교한 결과, 0.1ng까지 양성과 음성 반응을 구별할 수 있는 민감도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Ver1.0과 Ver2.0 등온핵산증폭기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12.5ul 사이버그린을
첨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FAM 값은 Ver1.0 등온핵산증폭기, 즉 LED 중형 램
프를 쓰는 기기가 더 높게 나왔다. 즉 10ng의 양성대조군에 대한 FAM값의 평균치는
Ver1.0이 164.5였고 (그림 58의 G), Ver2.0 등온핵산증폭기의 평균치는 147로 17.5 낮게
나왔다 (그림 52, H).
결론적으로 사이버그린 12.5 ul를 첨가하여 Ver1.0 기기 (LED 중형 램프)로 측정한
경우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그림 52의 C).

그림 52. 소나무재선충 ITS2 부위의 농도별 RPA 반응의 민감도. RPA 반응은 등온핵산
증폭기 (Ver1.0 and Ver2.0)로 측정
최종 RPA 시제품은 nfo kit를 기반으로 제작하였다. 제조된 키트의 품질을 검사
하기 위하여 건전목과 감염목들의 gDNA를 키트내에 포함된 DAP buffer로 실온에서 10
분간 방치하면서 추출하고, RPA반응에 이용하였다. RPA 반응은 37℃로 조정된 등온핵산
증폭기에서 15분간 실시하였고, 1:25 (v/v)로 희석한 사이버그린을 25 ul 첨가하여 FAM
값을 읽고 자외선 조사 하에 육안으로 관찰하였다. 건전목들은 자외선 조사 하에서도 아
무런 색의 변화가 없었으나 감염목들은 모두 밝은 형광 연두색으로 변하였다 (그림 53의
A와 B). 각각의 RPA반응에 대한 FAM값도 건전목들이 감염목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
림 53의 C와 D). 건전목의 평균 FAM값은 45.25였고, 감염목의 평균 FAM값은 130이었다
(그림 53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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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nfo 키트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검출 FAM 값 비교
(사) RPA kit 시제품
RPA kit내에는 제품설명서와 초간단 반응순서, 일회용 파이펫을 대신할 loop,
RPA enzyme mixture, Rehydration primer mix, 양성대조군으로 pUC19 vector에 삽입한
Bx-ITS2유전자 (0.4ng/ul), 음성대조군으로 재선충 미감염지에서 수집한 건전목을 DAP
buffer로 추출한 gDNA 추출액, 소나무 목편에서 바로 gDNA를 추출할 수 있도록 1ml의
DAP buffer가 들어 있는 cryotube, 사이버그린을 1:25 (v/v)로 희석하여 RPA 반응 튜브
에 직접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한 8 strip 튜브로 구성되었다 (그림 54). 각 내용물들은 번
호를 붙여 실험 시 혼돈을 최소화하였다.

그림 54. RPA 진단 키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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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LAMP 등온증폭반응을 이용한 소나무재선충병 진단기술 개발
(가) 소나무재선충 IGS 마커를 사용한 등온증폭반응 테스트
LAMP법을 이용한 소나무재선충 진단키트 시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표 13와 같
이 프라이머들의 서열을 제작하였다. 소나무재선충 LAMP 진단키트에 positive control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의 IGS 부위를 인공합성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그림 55).
표 13. 소나무재선충 LAMP 진단키트에 사용한 프라이머 염기서열
Marker name

Sequence (5'→3')

Length

F3

GGGCTACTTTTTCGAGAT

18

B3

AGCCACACTTTTCAGGAG

18

FIP

TGTGTGGTCTCTCCAAAAACACA-CAGTCAATAATGACGTCACT

43

BIP

AGCCAAAAAGGAAAGGGTGGATCA-GCTAACCTTTAACTTGGGAA

44

TGGCTCTTTCATTCTATCTTCGGA

24

LB29

GTGTACGCCCATAGCCCGTTGAAAGCACGCCATCCCGTCCGATCTGGCAAGTTAAGCAACGCTGCGCTTGATTAG
TACTTGGATCGGAGACGTCCTTGGAATCTCAAGTGGCGTACGCGTTTTTGACTTTTTTGATTTGAATAAAGAAAT
CAGAACCGTATTTTAGATGGTATATCATGAATTAAAATACGTTTGAATTGATATTTGTTTGACTTTTTAGTCAAACT
TTCCAAAATTTTCTTTTTCAGCCACACTTTTCAGGAGCTGGAATCTCAAGCTAACCTTTAACTTGGGAAATTAATCC
GAAGATAGAATGAAAGAGCCAGCTTACCTCTGATCCACCCTTTCCTTTTTGGCTGGGGAATTTACGCTATTTCTGTG
TGGTCTCTCCAAAAACACAATCTCTAATTTTTCTGTGTTAGTGACGTCATTATTGACTGAAATTTTCAAGAAAATCT
CGAAAAAGTAGCCCCGGCCGTGGACTGGGTGGAATTGCAGGGAAAGGAATCAAAAGTGGAAAGGGAAGGGAGT

그림 55. LAMP 키트에서 사용된 양성반응 대조구의 염기서열
위에서 기술한 양성대조군을 이용해서 소나무재선충 LAMP kit에 대한 민감도를
조사한 결과, 전기영동으로는 0.1 pg (그림 56의 A), 육안으로는 0.1 ng (그림 56의 B),
자외선 조사로는 0.01 ng (그림 56의 C)까지, FAM 값으로는 1pg (그림 56의 D)까지 양성
과 음성을 구별할 수 있었다.

그림 56. 소나무재선충병 LAMP 키트의 민감도. (A) LAMP 반응의 한천 젤 전기영동,
(B) 육안, (C) UV 조사, (D) 각 LAMP 반응의 FAM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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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대조군을 이용해서 소나무재선충 LAMP kit에 대한 반응시간에 따른 검출양
상을 조사한 결과, 전기영동으로는 30분 (그림 57의 A), 육안으로는 30분 (그림 57의 B),
자외선 조사로는 20분 (그림 57의 C), FAM 값으로는 30분 (그림 57의 D)부터 양성과 음
성을 구별할 수 있었다.

그림 57. 소나무재선충병 LAMP 키트의 시간에 따른 민감도. (A) LAMP 반응 전기영동, (B) 육안,
(C) UV 조사, (D) 각 LAMP 반응의 FAM 값.
67℃에서 이루어지는 LAMP 반응으로 인해서 반응 튜브의 뚜껑에 증발된 수분들
이 맺히는 현상이 관찰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PCR 핵산증폭기에
는 뚜껑을 103℃유지시켜 주면서 PCR반응을 함으로 반응액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준다.
이는 열변성에 강한 Taq polymerase이기에 가능하다. 하지만 열변성에 약한 Bst
polymerase를 이용하는 LAMP 반응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우
선 PCR 핵산증폭기의 뚜껑을 열어놓은 경우와 닫고 일반 PCR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
행했다. 두 방법 모두 양성과 음성을 구별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PCR 핵산증폭기의 뚜
껑을 열어놓은 경우가 닫고 LAMP 반응을 시킨 경우보다 훨씬 높은 FAM값을 보였지만
음성대조군 역시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최적의 반응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
었다. 다음은 업체에서 개발한 핵산등온증폭기를 이용하여 LAMP 반응을 수행하였다. 이
반응 역시 뚜껑에 증발된 수분들이 모이는 현상이 관찰되어 이 증발을 막기 위해 미네
랄 오일을 처리하여 LAMP반응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예상과는 달리 미네랄
오일을 첨가하여 반응시킨 경우에 FAM값이 미네랄 오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훨
씬 낮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미네랄오일을 쓰지 않고 LAMP반응을 시킨 경우가 FAM
값도 높았고, 양성과 음성대조군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었다 (그림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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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LAMP 반응의 방법별 반응결과 비교
LAMP kit의 보관 상태에 따라서의 반응성을 알아보았다. 우선 24시간 동안 냉장
보관한 키트와 상온 보관한 키트를 비교하였다. 예상한 바와 같이 냉장 보관이 상온보관
보다 훨씬 LAMP반응이 안정적이었다 (그림 59의 좌). 냉장 상태에서 시간을 더 늘려서
72시간까지 보관하면서 LAMP 반응 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냉장 상태
에서도 반응성이 떨어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림 59의 우). 결론적으로 LAMP kit는 항
상 냉동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야외로 운반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항상 드라이아
이스를 준비해서 함께 포장 이동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야외에서 반응 중에
도 상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냉동상태를 철저히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9의 우).

그림 59. 실온과 냉장에서의 키트의 유지온도(좌) 및 시간(우)에 따른 LAMP 반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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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AMP kit 시제품
LAMP kit 내에는 제품설명서와 초간단 반응순서, 일회용 파이펫을 대신할 loop,
LAMP 반응액, LAMP enzyme, 증류수, 양성대조군으로 pUC19 vector에 삽입한 Bx-IGS 유
전자 (0.4 ng/ul), 음성대조군으로 재선충 미피해지에서 수집한 건전목을 DAP buffer로 추
출한 gDNA 추출액, 소나무 목편에서 바로 gDNA를 추출할 수 있도록 1 ml의 DAP buffer
가 들어 있는 cryotube, 사이버그린을 1:25 (v/v)로 희석하여 LAMP 반응튜브에 직접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한 8 strip 튜브로 구성되었다 (그림 60). 각 내용물들은 번호가 붙어 있어
실험 시 혼돈을 최소화하였다. 야외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LAMP kit 반
응순서를 코팅해서 제품박스에 추가하였다. LAMP 제품에 대한 일반적 특성과 사용상 주
의 사항, 제품구성, 소나무재선충 gDNA추출방법, LAMP 반응 및 결과 분석 등에 대해서
기술한 설명서를 첨부하였다.

그림 60. LAMP 진단키트 구성
(다) 소나무재선충 LAMP와 RPA 진단키트의 현장적용
현장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9년 10월 24~25일(2일간), 제주도 제주공
항 인근의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의 곰솔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 LAMP kit 및 RPA kit
시제품을 현장에서 활용하였다. 소나무재선충의 검출 방법은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하였
다 (그림 61).
가) 다섯 개의 고사 중인 곰솔에서 목편을 샘플링하였고, 한 개의 건전목으로부터 목편을 채취
나) 각 목편 10개를 튜브에 넣고 DAP buffer를 1ml 첨가 후 10분간 혼합하면서 gDNA를 추출
다) 매 3분마다 튜브를 세차게 흔들어서 gDNA의 용출을 유도
라) gDNA 용출액을 3 ul씩 준비된 검사 반응튜브에 넣고 혼합
마) RPA는 37C에서 15분간, LAMP는 67C에서 40분간 반응
바) 반응이 끝난 튜브에 사이버그린을 RPA는 25ul, LAMP는 12.5ul넣어 발색반응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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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소나무재선충병 진단키트의 현장적용. 피해현장(A-D), 시료채취(E), 진단과정(F-G),
등온핵산증폭기(H)
RPA 키트를 현장에서 적용한 결과, 양성대조군의 FAM 값은 181, 음성대조군
(증류수)의 FAM 값은 53으로 RPA의 반응은 잘 적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5개의 검사 샘
플 중에서 3번 곰솔이 가장 높은 FAM 값 86을 보였고, 다음으로 5번 곰솔 샘플이 FAM
값이 79를 나타내었다 (그림 62).
LAMP 키트를 현장에서 적용한 결과, 양성대조군의 FAM 값은 8591, 음성대조군 (증
류수)의 FAM 값은 236으로 LAMP 반응이 잘되어 키트 성능에는 문제없음을 확인하였다. 5
개의 검사 샘플 중에서 3번 곰솔이 가장 높은 FAM 값인 289를 보였다 (그림 62).

그림 62. LAMP 및 RPA 키트의 현장적용 결과(FAM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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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나무재선충 DNA 기반 현장용 간이진단기기 시제품 제작
(가) 초기구성 및 회로도
초기에는 등온증폭 반응을 위한 기본적인 기능과 8개의 시료가 탑재되고, 간단한
온도 및 시간 조절을 위한 구성으로 설계되었다. 설계도대로 제작된 시제품은 정상적으
로 작동하였으나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63).

그림 63. 소나무재선충 DNA 기반 현장 간이진단기기 외부구성(좌) 및 회로도(우)

(나) LAMP 및 RPA 키트 적용을 위한 기기설계 및 구성
LAMP 및 RPA 키트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기를 제작하기 위하여 온도 컨트롤은
25℃~ 70℃로 하였으며, 가열 후 등온을 최대로 유지할 수 있는 특화 블록으로 배터리의 사용시간
을 오래 지속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 판독 버퍼 수량은 8개로 등온증폭 시료 동시에 8개 증폭
을 위한 홀을 구성하였으며, 홀 간의 온도 간섭을 최소화하여 각각의 홀에 동일한 온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등온 블록의 온도 변이를 센싱하여 8개 동시의 온도 편차를 최소화하였다.
배터리 용량은 7,500mAh 이상(1시간 설정 기준 6회 이상)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
원(KTL)의 검증을 받은 배터리 셀과 배터리 팩을 사용하여 진단기기를 설계하였으며,
4,000mAh 배터리 2개를 사용하여 요구사항보다 상위 용량인 8,000mAh로 제작하였다(리튬
폴리머). 입력 전원은 5V, 1A~3A로 AC가 아닌 DC를 사용하는 배터리 사용 및 충전을 위
해 기본 충전 속도 보다 빠른 충전과 사용을 위한 전압/전력 사용하였고, 휴대용에 적합
한 5V 사용하였다. 출력 전원은 5V, 1A~3A로 상온에서 온도 변화를 시작하여 목표 온도
를 위한 가열과 등온을 유지하기 위한 센서링에 의해 암페어 변화를 시도하여 휴대용에
적합한 5V 사용하였다. 기능으로는 예찰 및 시험자의 용도에 맞게 시간 단위를 설정할
수 있게 하였다(조작 단위 : 5분). LAMP 및 RPA 키트 선별을 위한 광학 판독 기능을 탑
재하여 LAMP 및 RPA 키트를 활용하여 테스트 및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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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은 현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PP보다 ABS가 견고하기 때문에 ABS 재질로
구성하였으며, 각 버퍼별 판독이 가능한 숫자 표기되는 디지털 패널을 탑재하여 민감도
및 정확도의 차이를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그림 64와 65).

그림 64. 소나무재선충 DNA 기반 현장 간이진단기기 초기 디자인

그림 65. LAMP 및 RPA 진단키트 적용을 위한 시제품 기기의 외장 및 내장 구성도
앞서 기술한 내용을 반영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였으며 (그림 66), 초기에는 형태
를 갖추었으나 크기가 너무 컸으며 (그림 66 가운데), 소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시제
품(Ver.1)을 개발하였다(그림 66의 우). 초기 모델에 비하여 소형화된 개선모델 (Ver.1)의
변화된 사양은 기존에 사용되었던 백광을 형광으로 적용하여 진단키트를 적용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디지털 패널로 수치판독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형광 시약으로 검출을 판독
가능할 수 있도록 UV LED를 채용하였음.

그림 66. 휴대용 간이진단기기 개선 (좌: 초기모델, 중: 개선모델, 우: 소형화 개선모델 (V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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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장 활용형 간이진단기기 최종 시제품 제작
최종모델은 기존의 회로도에서 추가된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서 새로운 회로를 탑
재하였으며 (그림 67), 기기의 사양은 기존에 비해서 무게가 290g 감소하였으나 성능은
향상시켰으며, 스위치 조작부는 평면과 일치하도록 클릭 버튼으로 수정하고 생활방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터리는 초기 모델에 비해서 4,000mAh 증가된 8,000mAh로
두배 증가시켜 사용시간을 연장시켰다. 충전타입은 기존의 USB B타입에서 C타입으로 개
선되어 충전속도를 증가시켰다. 또한, 메모리 저장기능을 추가시켜 진단결과(FAM 값)를
엑셀 파일로 획득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였다 (그림 68, 69).

그림 67. 소나무재선충 DNA 기반 현장 간이진단기기 최종 모델 회로도

그림 68. 진단결과(FAM 값)의 메모리 저장기능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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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진단결과(FAM 값)의 백업 파일형식과 엑셀 프로그램 내 저장된 데이터
(라) 소나무재선충병 휴대용 등온핵산증폭기기 최종 시제품(Ver.2)
등온핵산증폭기기(Ver.2)는 앞서 설명한 모든 기능을 탑재하였으며, 현장에서 활용
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70). LED 창을 이용하여 반응
설정 및 결과(FAM 값)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법에 대한 내용을 첨가하여 사용자의 편
의성을 높였다 (그림 71).

그림 70. 소나무재선충 DNA 기반 현장 간이진단기기 최종 시제품의 외장(좌)과 내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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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LCD 창 표시등의 각 부분 설명(위)과 사용설명서(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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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나무재선충 종 특이 항원 및 항체를 이용한 진단 기술 개발
(1) 다중분석학(Multi-Omics)이용 소나무재선충 종 특이 항원과 소나무재선충 감염 소나무 항원 발굴
소나무재선충 종 특이 항원과 소나무재선충 감염 소나무의 항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다중분석학(Multi-Omics)을 이용한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소나무재선충 (Bursaphelenchus

xylophilus)과 3종의 근연선충들 (B. mucronatus, B. thailandae, B. doui) 간에서 발현이 차이나
는 유전자를 밝혀내기 위하여 발현유전체 (transcriptome)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4종의 선충
에서 total RNA 추출한 후 정도 검사를 수행하고 Illumina MySeq과 HiSeq 4000을 활용하여 4종
의 선충에 대한 전사체 분석을 실시하여 총 20 Giga-byte이상의 발현 유전체 정보를 확보한
후, 소나무재선충에서 만 FPKM값이 500이상으로 발현량이 높은 유전자 126개를 발굴하였다
(그림 72).
소나무재선충과

근연종

3종에서

발현이

되는

단백질체

비교분석연구를

Proteo-genomics방법으로 수행하여 소나무재선충 종 특이 발현 단백질 90개를 발굴하였다 (그
림 72).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또는 근연선충(B. thailandae)을 접종한 소나무에서 단백질체의
차이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45개의 소나무재선충 감염 소나무 항원을 발굴하였다.

그림 72. 다중분석학 활용 소나무재선충 특이 항원 및 소나무재선충 감염 소나무 항원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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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이 감염된 소나무에서 변화되는 대사체를 발굴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
충 또는 근연선충 (B. thailandae)을 접종한 소나무에서의 대사체 변화 비교분석 연구를 진행하
여 alpha-Terpineol이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에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72).
문헌조사연구를 통하여 소나무재선충이 소나무를 분해하기 위하여 분비하는 단백질
체에 대한 연구결과와 소나무재선충 전체 유전체 분석 연구결과 및 소나무재선충 감염 소나무
에서 분비되는 휘발성 물질들에 대한 분석 연구 결과들에 대한 문헌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72).
본 연구에서 다중분석학으로 밝혀낸 소나무재선충 종 특이 항원들과 소나무재선충 감
염목 항원들과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대사체 분석 결과들을 문헌조사를 통하여 밝혀낸 결과들
과 비교분석 연구를 수행을 하였다. 비교분석 연구 결과를 토대로 총 22개의 소나무재선충 종
특이 항원과 22개의 소나무재선충 감염 소나무 항원들을 선정을 하였다.

표 14. 소나무재선충 종 특이 전장단백질 항원과 재선충 감염 소나무 전장단백질 항원의 종류 및 단백질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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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나무재선충 종 특이 항원들과 소나무재선충 감염 소나무 항원들 제작 연구
다중분석학 연구 수행으로 발굴한 소나무재선충 종 특이 항원 22종과 소나무재선충
감염 소나무 항원 22종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감염 소나무 분비 휘발성 물질 1종에 대한 단
일 클론 항체 제작을 위한 항원제작 연구를 수행하였다. 단백질 항원의 경우는 전장 단백질
을 Baculo-virus 발현 체계로 발현을 시도한 후, 발현되지 않는 경우, E. coli 발현 시스템으
로 발현을 진행하였다. 소나무재선충 특이 항원 중에서 BUX.s00139.14, BUX.s00647.68,
GaLectin, BUX.s00961.134, BUX.s00116.517은 전장단백질이 발현이 되었다. 소나무재선충
감염 소나무 항원 중에서는 TBIM021509, TBIM022414, BUX_s0341400.1은 전장단백질이 발
현이 되었다 (표 14).
전장단백질 발현이 불가능했던 항원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았던 항원들에 대해서
펩타이드 항원을 제작하였다 (표 15). 소나무재선충 종 특이 항원 중 BUX.s01066.176
(BUX1) 과 BUX.s01661.55 (BUX2)와 BUX.s00139.14 (BUX3)와 Expansin B3 (EXP)와 소나무
재선충 감염 소나무 항원인 BUX_s00579.571 (BUX4, PWN-SA571)에 대해서 펩타이드 항원
을 제작하였다. BUX3의 경우는 펩타이드 항원을 제작하여 시도를 하였지만, 합성이 되지를
않아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았다. 각각의 항원에 대해서 단백질들의 3차 구조를 감안을
하여 2개의 펩타이드를 제작하였다.
표 15. 소나무재선충 단백질에 대한 펩타이드 항원과 소나무재선충 감염 소나무 항원에 대한
종류와 펩타이드서열 및 정제 정도

(3) 소나무재선충 종 특이 항원과 소나무재선충 감염 소나무 항원에 대한 단일클론 항체
(Mono-clonal antibody)제작 및 선별연구
소나무재선충 전장단백질 항원을 이용하여 단일클론 항체를 제작을 수행하였다. 강한
항원 반응성과 민감도가 높은 단일클론 항체를 선별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면역증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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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vant)를 사용하여 면역작용을 유도하였다. 단일클론 항체를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장
단백질 항원 중에서 GaLectin과 BUX.s01661.55 (BUX22)를 제외한 다른 전장 단백질 항원들
은 높은 역가와 반응성을 가지는 단일클론 항체를 생성하지 못하였다 (표 16). GaLectin의
경우는 Freund’s

adjuvant를 사용하여 면역반응을 유도한 경우 다른 adjuvant보다 높은

반응성을 유도하였고, 그 결과로 단일클론 항체 분비세포의 배양액을 1:1,000,000으로 희석
을 하였을 겨우 O.D. > 0.4이상인 단일클론 항체 분비세포 주를 6개 확립할 수 있었다.
BUX22의 경우는 Freund’s adjuvant와 imunostimulant를 순차적으로 이용하여 면역작용을
유도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항원에 대한 반응성이 있었고 총 9개의 단일클론항체 분비
세포를 확립하였다.
소나무재선충 감염 소나무에서 증가되는 alpha-terpineol에 대한 단일클론 항체를
제작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하였지만, 반응성이 높은 단일클론항체를 분비하
는 세포 주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추출물을 이용한 연구에서도
반응성이 높은 단일클론 항체 분비세포 주를 확인할 수 없었다 (표 16).
표 16. 소나무재선충 전장 단백질항원과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항원에 대한 단일클론 항체분비
세포 확립 결과 정리

소나무재선충 항원 중에서 전장단백질 발현이 불가능했던 항원 중 우선도가 높았던
항원들에 대해서는 펩타이드를 제작하여 항원으로 사용을 하였다. 항원의 3차원 또는 2차
원 구조를 바탕으로 항체의 제작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부위 2곳을 선별하여 항원으로 제작,
사용하였다 (표 17). BUX1의 경우는 BUX1 peptide 1 (BUX1-1)를 항원으로 사용한 경우는
단일클론 항체 세포주의 배양액을 1:1,000,000으로 희석을 하였을 경우 항원에 대한 반응성
인 O.D.가 2.0 이상인 단일클론항체 분비세포 주가 1개, 0.5 이상인 단일클론 항체 분비세포
가 2개 확립이 되었다. 그리고 BUX1 peptide 2 (BUX1-2)에 대해서는 단일클론항체 분비세
포 주의 배양액을 1:1,000,000으로 희석을 하였을 경우 항원에 대한 반응성인 O.D.가 2.0 이
상인 분비세포 주가 1개 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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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X2의 경우는 BUX2 peptide 1 (BUX2-1)을 항원으로 사용한 경우 단일클론 항체
세포 주의 배양약을 1:1,000,000으로 희석을 하였을 경우 항원에 대한 반응성인 O.D.가
0.6 이상인 단일클론 항체 분비세포 주가 1개 확립되었고, BUX2 peptide 2 (BUX2-2)을 사
용한 경우 단일클론 항체 세포 주의 배양약을 1:1,000,000으로 희석을 하였을 경우 항원에
대한 반응성인 O.D.가 1.0 이상인 경우가 5개, 2.0이상인 경우가 3개 확립이 되었다.
BUX4 peptide 1 (BUX 4-1)을 항원으로 사용한 경우 단일클론 항체 분비 세포 주
의 배양액을 1:1,000,000으로 희석을 하였을 경우 항원에 대한 반응성인 O.D.가 1.0 이상
인 세포 주가 4개 였다. BUX4 peptide 2 (BUX4-2)을 항원으로 사용한 경우 단일클론 항체
분비 세포 주의 배양액을 1:1,000,000으로 희석을 하였을 경우 항원에 대한 반응성인 O.D.
가 0.5이상인 경우 4개, 1.0 이상인 경우 1개 였다.
EXPB3 peptide 1 (EXPB3-1)을 항원으로 사용한 경우 단일클론 항체 분비 세포 주
의 배양액을 1:1,000,000으로 희석을 하였을 경우 항원에 대한 반응성인 O.D.가 0.5이상인
경우가 12개였다. 그리고 EXPB3 peptide 2 (EXPB3-2)을 항원으로 사용한 경우 단일클론
항체 분비 세포 주의 배양액을 1:1.000.000으로 희석을 하였을 경우 항원에 대한 반응성인
O.D.가 0.4 이상인 경우가 9개였다.
표 17. 소나무재선충 펩타이드항원들과 소나무재선충 감염 소나무 펩타이드 항원들을 이용
한 단일클론 항체 분비세포 확립 결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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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 감염 소나무에서 발현이 증가되는 단백질 중 하나인 PdPR4
peptide 1 (PdPR4-1)을 항원으로 이용하여 제작된 단일클론 항체 분비 세포 주의 배양액
을 1:1,000,000으로 희석을 한 경우 항원에 대한 반응성인 O.D.가 1.0 이상 인 경우가 9
개의 세포 주였다. 그리고 PdPR4 peptide 2 (PdPR4-2)을 항원으로 이용하여 제작된 단일
클론 항체 분비 세포 주의 배양개을 1:1,000,000으로 희석을 한 경우 항원에 대한 반응성
인 O.D.가 1.5이상인 경우가 2개였다.
또 다른 감염 소나무 항원 PdCHS의 경우, PdCHS peptide 1 (PdCHS-1)을 항원으로 이
용하여 제작된 단일클론 항체 분비 세포 주의 배양액을 1:1,000,000으로 희석을 한 경우 항원
에 대한 반응성인 O.D.가 1.0 이상인 경우가 7개였다. 이에 반하여 PdCHS peptide 2 (PdCHS-2)
을 항원으로 이용하여 제작된 단일클론 항체 분비 세포 주의 배양액을 1:1,000,000을 희석을
한 경우 항원에 대한 반응성인 O.D.가 1.0 이상 인 경우가 1개였다.
표 18. 높은 반응성과 특이성을 보이는 단일 클론 항체의 정제결과

67

II.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현장 진단 센서 개발

(4) 단일클론항체 정제를 위한 ascites제작 및 정제 결과
항원에 대한 반응성과 특이성이 높은 단일클론 항체를 정제하기 위하여 asciate를
제작한 후 Immunoglobulin 정제컬럼을 이용하여 정제를 진행하였다 (표18). GaLectin (GaL)
의 단일클론 항체 분비세포 6개에 대한 ascites를 제작한 후 정제 컬럼을 이용하여 정제된
Immuno-globulin을 확보하였다. BUX1-1의 경우는 하나의 단일클론 항체 분비세포 주의
asciates를 제작한 후, 정제를 하여 Immunoglobulin을 확보하였다. BUX2-1과 BUX2-2의 경
우는 각각 1개의 단일클론 항체 분비세포 주를 이용하여 ascite를 제작 한 후, 정제를 진행
하여 Immuno-globulin을 확보하였다. BUX4-1과 BUX4-2의 단일클론 항체 분비 세포 주 각
각 8개와 6개를 이용하여 ascites를 제작한 후 항체를 정제 확보 하였다. BUX22에 대한 단
일클론 항체 분비세포 주 6개로 ascites를 제작한 후 항체를 정제 확보 하였다. EXPB3의 경
우는 EXPB3-1의 경우는 총 12개의 단일클론 항체 세포 주로, EPXB3-2의 경우는 총 5개의
단일클론 항체 세포 주로 asciate를 제작한 후 정제를 하였다.
(5) 소나무재선충 특이항원 GaLectin에 대한 단일클론 항체를 이용한 소나무재선충 진단방법
본 연구에서 개발한 GaLectin 단일클론 항체들은 소나무재선충과 3종의 유사선층
으로부터 판별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개발된 6개의 GaLectin단일클론 항
체 중에서 2A7-D9F10과 7B8-H10 단일클론 항체는 western blot을 수행할 경우 소나무재선
충(B.x)를 다른 3종의 유사선충(B. thailandae, B. mucronatus, B. doui)로부터 구분을 할 수
있었다 (그림 73).

그림 73. GaLectin 단일클론 항체를 이용한 Western blot analysis와 dot blot analysis를
이용한 소나무재선충 진단방법
Western blot analysis의 경우는 결과의 정확도와 재현성이 뛰어난 방법으로 연구
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Western blot analysis가 가지는 단점은 시료의 채취 및
SDS PAGE gel을 이용한 항원의 분리 및 항체를 이용한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해서
대부분의 경우 24시간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분석방법이다. 이에 반하여 dot b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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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의 경우는 항원을 SDS sample buffer에서 10분간 처리 후에 NC membrane에 0.3
ml를 접종 한 후, 45oC에서 30분간 건조과정을 거친 후, 1% Bovine serum albumin을 포
함한 TBST (Blokcing solution)에서 5분 동안 blocking을 시킨다. Blocking solution으로 희
석된 GaL의 단일클론 항체에서 30분간 반응을 시킨 후, TBST로 1분 간격으로 3회 세척
을 진행한 후, 다시 Blocking solution으로 5분간 blocking을 진행한 후, Blocking solution
으로 1:3,000으로 희석된 anti-mouse Ig-HRP에서 15분간 반응을 시킨다. PBST로 1분 간격
으로 3회 세척을 진행한 후 0.4ml TMB 용액에서 최장 20분간 발색반응을 시킨 후, 증류
수로 5분간 세척 한다. Dot blot analysis에 걸리는 시간은 총 1시간 56분 정도로 2시간
정도에 시료의 준비부터 진단까지 가능하다.

그림 74. GaLectin 단일클론 항체를 이용한 소나무재선충 판별 dot blot analysis protocol
(6) 소나무재선충 특이항원 EXPB3에 대한 단일클론 항체를 이용한 소나무재선충 감염 소나무 진단방법
본 연구에서 개발한 EXPB3에 대한 단일클론 항체들은 소나무재선충 감염 소나무
를 판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에서 항원을 추출하기
위한 최적의 용액선별 연구를 진행을 하여 PBS가 Triton X-100을 포함한 PBS나 H2O 또는
Triton X-100을 포함한 H2O 보다 뛰어나 추출효율을 보여줌을 ELISA를 수행하여 확인 하
였다 (그림 75).

그림 75. 소나무재선충 감염 소나무 목편에 대한 추출용액에 따른 EXPB3 단일클론 항체의 반응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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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B3 단일클론 항체를 이용하여 전국의 9개 지역에서 채집된 소나무재선충 감
염소나무에 (그림 76A) 대한 반응성 비교 분석 연구를 수행한 결과 적송(red pine)이 곰솔
(black pine)에 비하여 반응성이 통계적으로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76B). 그리
고 곰솔의 경우 서식 지역예 따라서도 EXPB3 단일클론 항체에 대한 반응성이 차이가 있
음을 확인 하였다 (그림 76C). 하지만 적송의 경우는 서식지역에 따른 EXPB3에 대한 반응
성의 차이가 나타나지를 않았다 (그림 76D).

그림 76. EXPB3 단일클론 항체의 소나무재선충 감염 소나무에 대한 반응성 연구

(7) 소나무재선충 종 특이 항원 BUX22 (Aldose reductase 1, AR1)에 대한 단일클론 항체를 이용한
소나무재선충과 소나무재선충 감염소나무 진단방법
소나무재선충 종 특이 항원 BUX22는 Aldose reductase protein family에 속하는 단
백질로서 Aldose reductase 1 (AR1)으로 명명을 하였다. AR1의 기능은 식물이 공격을 받으
면 방어를 위하여 분비를 하는

terpenoid들을 분해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추측이 된다.

BUX22 (AR1)에 대한 단일클론 항체를 제작하기 위하여 전장단백질을 Baculovirus system을
이용하여 제작을 한 후, 항원으로 활용을 하였다. AR1을 활용하여 ELISA를 수행을 하여 높
은 반응성을 보이는 항체를 분비하는 단일클론 항체 분비 세포 주 후보를 9개 선별을 하였
다 (그림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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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BUX22 (AR1)에 대하여 높은 반응성을 보이는 단일클론 항체 분비 후보 세포 주 선별 결과
9개의 세포 주를 limited dilution하여 BUX22에 대해서 높은 반응성을 보이는 34개
의 단일클론 항체 분비세포 조를 확립한 후, 이들의 소나무재선충 추출물에 대한 반응성을
확인하는 연구를 ELISA로 수행을 하였다 (그림 78). 그 결과 9개의 단일클론 항체 분비 세포
주가 소나무재선충 추출물에 대해서 높은 반응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78. 34개의 BUX22 (AR1)에 대한 단일클론 항체 분비 세포 주 중에서 소나무재선충
추출물에 대해서 높은 반응성을 보이는 9개의 세포 주
71

II.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현장 진단 센서 개발

BUX22 (AR1)에 대해서 높은 반응성을 보이는 단일클론 항체 34를 이용하여 건강소
나무(Healthy) 목편 추출물과 소나무재선충 감염 소나무 목편 추출물(PWN-infected)에 대해
서 반응성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소나무재선충 추출물에 대해서 높은 반응성을 보이
는 항체들이 소나무재선충 감염 소나무 목편 추출물에도 높은 반응성을 보임을 확인 하였
다 (그림 79).

그림 79. 건강한 소나무(Healthy) 목편 추추물과 소나무재선충 감염 소나무(PWN infected)
목편 추출물에 대한 34개의 BUX22 (AR1) 단일클론 항체들의 반응성

그림 80. 9개의 BUX22 (AR1)에 대한 단일클론 항체들의 4종의 선충에 대한 반응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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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 추출물과 소나무재선충 감염 소나무 목편추출물에 높은 반응성을 보
이는 9개의 단일클론 항체들의 선충 4종에 대한 반응성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그림 80).
그 결과 7개의 단일클론 항체들은 소나무재선충(B.x.)에 만 반응성을 보이고 다른 선충들에
게는 반응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8) 소나무재선충 감염 소나무항원 BUX4 (Pine wood nematode secretory antigen 571,
PWN-SA571)을 이용한 소나무재선충과 소나무재선충 감염소나무 판명기술개발
소나무재선충 감염 소나무의 항원인 BUX4 (Pine wood nematode secretory antigen
571, PWN-SA571)에 대한 단일클론 항체를 2개의 펩타이드를 제작한 후 각각의 펩타이드
항원에 대한 단일클론 항체를 제작 하였다. 각각의 펩타이드 항원과 BSA결합된 펩타이드
항원과 소나무재선충(PWN)과 3종 유사 선충의 추출물과 건전한 소나무의 추출물 (Healthy
pine tree, HT)와 소나무재선충 감염 소나무 추출물(PWN infected pine tree, PWNIPT)에 대
하여 높은 반응성을 보이는 8개의 단일클론 항체를 PWN-SA571 펩타이드 1에 대해서, 그리
고 5개의 단클론 항체를 PWN-SA571 펩타이드 2에 대해서는 6개의 단일클론 항체를 선별
하였다 (그림 81).

그림 81. PWN-SA571의 펩타이드항원 2개에 대하여 제작된 단일클론 항체들의 PWN과 3종
유사선충과 항원 펩타이드와 BSA-conjugated 펩타이드와 건강한 소나무 추출물(HT)와 소나
무재선충 감염소나무 추출물(PWNIPT)에 대한 반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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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된 13개의 PWN-SA571에 대한 단일클론 항체 분비세포 주를 이용하여 ascites
를 제작하였다. 1개의 세포 주의 경우 ascites가 생성되지 않아서 생성이된 12개의 ascites를
이용하여 반응성연구를 진행하였다. 1/1,000 ~ 1/100,000으로 희석된 ascites를 이용하여 항
원 펩타이드와 BSA-conjugated 펩타이드들에 대한 반응성을 확인한 결과, BSA-conjgated
펩타이드들에 대한 높은 반응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 감염 소나무 추
출물(PWNIPT)와 건강소나무추출물(HT)에 대한 반응성을 확인한 연국려과를 보면 전반적으
로 PWNIPT에 대한 반응성이 HT에 대한 반응성보다 높았다 (그림 82).

그림 82. PWN-SA571 단일클론 항체 분비세포 주로 제작된 ascites들의 다양한 항원들에
대한 반응성 연구결과

PWN-SA571단일클론 항체 ascites를 이용하여 소나무재선충 감염 소나무 목표
추출물 12개와 정상 소나무 추출물 5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정상 소나무 추출
물의 경우는 음성 대조군 대비 0.56~1.24배 높은 반응성을 보였지만, 소나무재선충 감
염 소나무 추출물의 경우는 음성 대조군 대비 3.66 ~ 7.42배의 높은 반응성을 보여주었
다 (그림 83). 그러므로, PWN-SA571의 단일클론 항체를 이용하면 소나무재선충 감염
소나무를 판명할 수 있다.
74

II.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현장 진단 센서 개발

그림 83. PWN-SA571 단일클론 항체에 대한 소나무재선충 감염 소나무 추출물 12개와 정상
소나무 추출물 5개에 대한 반응성 연구결과
PWN-SA571 단일클론 항체들을 이용한 dot blot analysis를 개발하기 위하여 8개의
PWN-SA571 단일클론 항체들의 항원 펩타이드에 대한 반응성을 nano-gold mouse IgG를 이
용한 dot blot analysis를 이용 하여 분석을 하였다 (그림 84). 8개의 PWN-SA571 펩타이드 1
의 단일클론 항체들 중에서 2C11-A6와 7E3-D7과 7F4-F9과 8C6-D7과 4A4-G10이 강한 반
응성을 보여주었다.

그림 84. PWN-SA571 펩타이드 1 단일클론 항체들의 항원에 대한 반응성 비교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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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N-SA571 펩타이드 1 단일클론 항체 3개의 항원에 대한 민감도를 nano-gold
conjugated mouse-IgG를 이용한 dot blot의 방법으로 수행을 하였다. 3개의 항체 모두 50ng
의 항원을 인식할 수 있다 (그림 85).

그림 85. PWN-SA571 펩타이드 1 단일클론 항체들의 항원 민감도 조사 연구 결과
PWN-SA571 펩타이드 2 단일클론 항체 5개의 항원에 대한 민감도를 확인 하기 위
하여 nano-gold conjugated mouse-IgG를 이용한 dot blot 분석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5개의 선별된 항체 중에서 3개의 항체가 높은 반응성을 보여주었다 (그림 86). 세 개의 항체
모두 0.2 mg의 항원을 인식할 수 있어다. 그러므로 항원의 양을 감소시킨 후 다시 nano-gold
conjugated mouse-IgG를 이용한 항원 반응성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2H7-H8-B8과
1A4-B11-A2 PWN-SA571 단일클론 항체의 경우는 20 ng의 항원까지 인식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4F12-H7-A3의 경우는 민감도가 낮았다 (그림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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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PWN-SA571 펩타이드 2 단일클론 항체들의 항원에 대한 반응성 비교분석 연구 결과

Nano-gold conjugated mouse IgG를 이용하여 dot blot analysis를 진행하는 protocol
은 항원을 lateral diffusion strip에 접종을 한 후, 30분가 42도시에서 건조를 진행한 후, 단
일클론 항체 20 ml와 lateral diffusion buffer 20 ml과 nano-gold conjugated mouse-IgG 1.5 ml
를 96well plate에서 썩어 준 후, 항원이 접종된 strip을 well에 넣어서 용액을 흡수하도록 20
분가 기다린 후, 반응성을 확인한다 (그림 87).

그림 87. Nano-gold conjugated mouse-IgG와 단일클론 항체를 이용하여 dot-blot analysis를
수행하는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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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클론 항체의 반응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제된 단일클론 항체에 biotin을 labeling
시킨 후, dot blot analysis를 수행을 하였다. 동시에 소나무재선충에서 항원을 추출하는 최
적의 용액을 선별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용액으로 추출한 소나무재선충 추출물도 동시
에 비교 연구를 진행을 하였다. 그 결과 2C11-A6와 4A4-G10등 2개의 단일클론 항체가 소
나무재선충 추출물의 대부분과 강한 반응성을 보였고 특힌 RIPA 또는 Triton X-100
cytoskelenton buffer로 추출한 경우에 가장 뚜렷한 반응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8).
Biotin-labeled 단일클론 항체를 이용한 dot blot analysis protocol은 그림 89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 88. 다양한 추출액으로 추출된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Biotin으로 labeling된 PWN-SA571
단일클론항체의 반응성 비교 실험

그림 89. Biotin-labeled 단일클론 항체를 이용한 소나무재선충 판별을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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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나무재선충 감염 소나무 항원인 PdPR4 단일클론 항체에 대한 연구결과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소마무에서 발현이 증가되는 것으로 밝혀진 PdPR4에 대한
단일클론항체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단일클론항체들의 항원에 대한 반응성을 nano-gold
mouse IgG와 단일클론 항체 세포 주 배양액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총
53개의 PdPR4-1 단일클론 항체에 대해서 nano-gold conjugated mouse-IgG를 이용하여 분
석을 진행한 결과 9개의 단일클론 항체가 항원에 대한 높은 반응성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그림 90). 확인된 단일클론 항체는 항원에 대한 ELISA결과와 취합을 하여 민감도와 반응성
이 높은 항체의 선별자료로 이용이 되었다.

그림 90. PdPR4-1 단일클론 항체들의 항원에 대한 반응성 연구결과

PdPR4-1 단일클론 항체들의 항원에 대한 반응성 연구결과는 그림 90과 같이 1~3번
의 경우는 항원만 고정이 되었고, 나머지 들은 전부 항원과 rabbit a-mouse IgG가 양성대조
군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
PdPR4-2 단일클론 항체의 항원에 대한 반응성도 nano-gold conjugated mouse-IgG
와 단일클론 항체 분비세포 배양액을 이용하여 dot blot analysis로 연구를 진행을 하였다.
총 15개의 단일클론 항체 분비세포 주 배양액을 비교한 결과 5개의 단일클론 항체 세포 주
배양액에서 높은 반응성을 확인 하였다 (그림 91). ELISA의 연구결과와 통합을 하여 분석을
진행하여 높은 반응성과 민감도를 가지는 항체를 제작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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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Nano-gold conjugated mouse-IgG를 이용한 PdPR4-2 단일클론 항체 반응성 결과
(10) BUX1에 대한 단클론 항체를 이용한 연구 결과
BUX1에 대한 단일클론 항체 중에서 BUX1-2 단일클론 항체 중 확립된 2A1의 항원
에 대한 반응성을 nano-gold mouse-IgG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BUX1-2
단일클론 항체는 항원에 대하여 높은 반응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92).

그림 92. nano-gold mouse IgG를 이용한 BUX1-2 단일클론 항체의 항원에 대한 반응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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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BUX2 단일클론 항체를 이용한 연구결과
BUX2-1과 BUX2-2에 대한 단일클론 항체 총 9개를 이용하여 항원에 대한 반응성
을 확인하는 연구를 nano-gold conjugated mouse-IgG를 이용하여 수행을 하였다. 그 결과
BUX2-1 단일클론 항체는 항원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8개의 BUX2-2 단일클론 항체들 중
에서 7개는 강하게 인식을 하였다 (그림 93). 이 결과는 BUX2-2 단일클론 항체의 경우는
dot blot analysis를 통한 소나무재선충이나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의 진단에 활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93. Nano-gold conjugated mouse-IgG를 이용한 BUX2-1과 BUX2-2의 단일클론 항체
반응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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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소나무재선충 감염 진단을 위한 특이 항원 발현 및 활용
(1) 소나무재선충 특이 항원 후보 유전자 클로닝 및 유전자 발현
특이 항원 후보 유전자 증폭을 위하여 20마리의 소나무재선충에서 total RNA를 추
출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소나무재선충 특이 과다 발현 유전자 총 21개의 항원 후보 유
전자군 중에서 10번과 14번을 제외하고 모두 아래의 primer를 이용한 PCR에 의한 cDNA 단
편을 확보하였다. 정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C-terminal 부분에 6x His-tag이 필요하므로 유전
자 증폭시 Overhang PCR을 하기에는 확률이 낮아 Ligation 시 증폭된 소나무재선충 특이 항원
후보 유전자 전체서열과 Vector를 이어주는 Linker 형식으로 6x His-tag를 부착하였다. Ligation
시 소나무재선충 후보 항원 유전자와 Vector 그리고 Linker 사이에 부합하는 부위가 있어야 하
기에 후보 항원 유전자와 Linker의 끝부분에 알맞은 제한효소 부위를 붙여 증폭시키고 제한효
소 처리를 하여 자른 후 Ligation을 진행하였다. Ligation 후 DH5α Competent cell에 42℃에서
40초간 Heat shock을 주어 Transformation을 진행하였고, Positive clone을 colony PCR을 통해
스크리닝하였다. 클로닝에 성공한 항원 후보 유전자군 plasmid의 정량을 통해 발현 조건에 취합
한 농도를 계산하고 순도를 확인하였으며, Sequencing을 통해 삽입된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확
인 후 발현을 진행하였다.
특이 항원 후보 유전자가 삽입되어 있는 발현 벡터와 Viral DNA를 Transposition 시킨
후 5 x 104 cells/ml 단위의 세포에 접종하여 모두 같은 조건에서 Transfection 시켰다. Transfec
tion을 5일 동안 진행 한 뒤 세포를 수확하여 원심분리를 시킨 후 상층액을 5 x 106 cells/ml 단
위의 세포에 접종하여 3일 이상 감염을 시킨 후 세포를 수확함. 3일 동안의 세포 감염 시 최적
의 발현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제를 위해 원심분리를 통해 수확한 세포에서 상층액을 거
두어 FPLC를 진행하였다.
염기서열 분석 결과 동정된 유전자들은 다음과 같다. StAR-related lipid transfer protein
5, Aspartic protease, Neprilysin, Cathepsin F-like cysteine peptidase, Galectin, Lysozyme, Legu
main, ADP-ribosylation factor, Oxidoreductase.
표 19. 유전자 증폭에 사용된 primer 목록
Primer 이름

BUX 1-F
BUX 2-F
BUX 3-F
BUX 4-F
BUX 5-F
BUX 6-F
BUX 7-F
BUX 8-F
BUX 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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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

GAATCTAGAATGTTTCTAATG
GACCCGCGC
GAATCTAGAATGTGGAAACTT
TTGGTTTCCATCA
GAATCTAGAATGACCCGTCTT
CTGCCTGC
GAATCTAGAATGTCTTCTGCT
TTCCGTCGTATC
GAATCTAGAATGTACACCCTC
CTCTTCTCGA
GAATCTAGAATGTTAAAAGAA
TTATGGTTGCTGTTAC
GAATCTAGAATGAAGGTCCTC
CTAATCTTACTG
GAATCTAGAATGAGACTATTA
GTCTGCTTTCTATTTG
GAATCTAGAATGACTGAGGA
AAAGAAAACTTACAC

Primer 이름

BUX 1-R
BUX 2-R
BUX 3-R
BUX 4-R
BUX 5-R
BUX 6-R
BUX 7-R
BUX 8-R
BUX 9-R

서열

GTTGGTACCATTCACATTTA
CTTGAGTGGTCGC
CTTGGTACCATAGCCACACA
TTCCAATACCCA
CTTAGATCTCACCTTAGCCA
AAGCGAATCC
CTTGGTACCAGCAGAAGTTG
CATTGATAATCAAAGG
CTTGGTACCCCAGACCACAC
ATCTCTTCTTTG
CTTGGTACCACCCGTACAAA
ATGAGATGGATG
CTTGGTACCTGCAACCTTGG
AGATACCGTAC
CTTGGTACCATGCCAAAAAC
GGGTCGTAGTG
CTTGGTACCATGGATCTGGA
TGCCAGTGATC

II.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현장 진단 센서 개발

BUX 10-F
BUX 11-F
BUX 12-F
BUX 13-F
BUX 14-F
BUX 15-F
BUX 16-F
BUX 17-F
BUX 18-F
BUX 21-F
BUX 22-F
BUX 23-F

GAATCTAGAATGTGCTTACAG
CCGATATGC
GAATCTAGAATGAACGTTAAC
TTTCGCCTTACGG
GAATCTAGAATGGTGGGAAC
GGAATATTCTGGG
GAATCTAGAATGCACCATTAC
ACGGCGGACG
GAATCTAGAATGCCTATTGAC
CTGTCGGTCCA
GAATCTAGAATGCCCTTGCAG
AAGGACGCCA
GAATCTAGAATGGAGTACAA
TAGCGATGATGGAAT
GAATCTAGAATGGAAGAAAA
AAATGTGAGGCGAAG
GAATCTAGAATGATTTTCAGG
AACCCACACC
GAATCTAGAATGGGACTTTCC
TTTTCCAATTTATT
GAATCTAGAATGACCACTCCA
TTCTACACATTGAA
GAATCTAGAATGCCTTTGGAG
GACAAAAAGAATGG

BUX 10-R
BUX 11-R
BUX 12-R
BUX 13-R
BUX 14-R
BUX 15-R
BUX 16-R
BUX 17-R
BUX 18-R
BUX 21-R
BUX 22-R
BUX 23-R

CTTAGATCTATTTCGATATTC
CCGATCTCTCT
CTTGGTACCCTCAAAAAATT
CTGTGGTGATGAATT
CTTGGTACCCAAGGTTAACA
ACAGCGCTGC
CTTGGTACCCGTCTGAGACA
TTTTCAGCTGC
CTTGCGGCCGCGATCTTGAC
TTCCGAAGCCC
CTTGGTACCAAGGTGCTGTA
ATTTCAAATTCGCC
CTTGGTACCTAATCGCAGCA
AGGACAACATAA
CTTGGTACCGTAGTGAGGTA
AATAACCTTCTG
CTTGGTACCTTCTCCCTTGCA
GTTCTGGC
GTTGGTACCACTGCGATTCT
TCAGCTGATTG
CTTGGTACCGACAACTTCGA
ATGGTGGGTAAAG
CTTGGTACCAAGCTTGTGAA
GAAGGATATGATG

그림 94. 19개의 소나무재선충 특이 항원 후보 유전자의 Colony PCR 결과

그림 95. 클로닝을 통해 추출된 19개의 plasmid 전기영동 사진
83

II.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현장 진단 센서 개발

표 20. 소나무재선충 특이 유전자의 단백질 서열 및 크기
Sample 이름

BUX 1

12.5

BUX 2

13.6

BUX 3

46

BUX 4

BUX 5

84

크기 (kDa)

22

83.7

유전자명

stAR-related lipid trasfer
protein 5

Hypothetical protein

Aspartic protease

단백질 서열
MFLMDPRDSISVYKEETFENGSIIMVTQSTS
HPDYPEVDGIKRTSQRLSGYLIEPSKSNNQ
SSDIKVIIATDLNLPVPSFFSSVVEKFKPGQF
EKFFQRLKEATTQVNVN
MWKLLVSITLSSIFTTYAIVVDKNGDSSKGC
QTCGGCQFFLTYLIPQVPDPETVTTEELTKLI
KDLFTTNATVSTSTGRTPVKSRSIRQCILDR
TEKLHEILNERKILSVYEICVGIGMCGY
MTRLLPALILGILLHAVTPKKYGVPLQRRHN
LLTKEDNLSDFRKYILSRYGNKPHTQPFYAV
GHTSYLANITIGTPPQEFRVILDTGSSDTWV
PAQDCEVEAGGPTCEKILFNPDASSTFQN
NGSEWAIEYGSGSVLGTLGKDTVGLGSAS
DDKLVVPGQTIGLAHQIDETLDSFTEIDGIV
GLAFRAISNEGGQPVFLNAVDQGLVDEPV
FTVWLTRDKTEKNGGADGLITYGGHDDEH
CSSEIHWIPLADKTYWIFEGQGFSANGQET
QLTYKAITDTGTEFIVGSPDIILPIVKTLNATY
DEKREVYHLPCNSNFTVGFSINGKDYNVEA
KNLLVPSPGDTCILTLVPQDIGEIQLILGDPFI
REYCQVHDVDKGRVGFALAKV

Unknown protein

MSSAFRRIVLALALTVSIQAHGPPGIQTKPE
GDSLLEQLSPKLQGLLPDPLKSLLAQIPLPEL
SGLKEIAPQLPQLTEFSKLEELLQSKSPTILSL
AKQLFQQAKDALEAKKAQLSPDSLQFFAD
LLGINKESLKKYIQLILGLKPEVKENLKITFPEI
AELLKSPAADKSIPLIINATSA

Neprilysin

MYTLLFSIWLLLVVNVDSRTTQTRVEYVPPT
IFQVGTGKGYYKAADLFKSSINNTVDPCDD
FFEYACGTWISNNSIPKDLTSYGHFSELREK
VNKEMKDLYESPAKSSSSAINKLKLFYKAC
MDTDNLNKLRSGKLLEQIKDFGYWPILWP
EEWRKADFDITQTLINFGLSRALDVFVDVY
VSHDQKNVSRRILHFDQGGLGLGSSARDY
YLNETKYAKQLNAYENYINGKLALLAEDAG
VNRSKEAIAADVKEIIAFEKEFAHILVSEDDR
RNYTRMYNMRKLSDLKTLMPLIDWQRYFY
ALMPKDMYDYLQTDPDVIINEIEFFNRLSEL
IQKTDLKVIANYMFWRFTSGWSLQLDERFE
DVTQEFMKQFVGKQTKSPRWKDCESAVN
SRLNYASGAMYVREFFKDDDRKAAQDMV
KDLREAFRTMLKDNDWMKDETKAYALKK
ADEMQALIGYPDFVFNDTELDDYYGKLNT
SETDGYADLIKDYSIWAQHKAFRRLKEEVD
RAEFGTSSAVVNAFYSSVKNGITFPAAILQA
PFFDATFPKAVNYGGIGSVIGHEITHGFDDT
GSQFDAVGNLHNWWDNETEARFKNLTQ
CIVDQYGSYEVEGTGLKINGILTQGENIAD
NGGIRQAYRAYRNYIRKLGHEEKRLPGFEE
YTNNQIFYISYAQSWCGHAKPEATVRQLII
DPHSPMRFRVNGVVSNQPEFASAFSCSAG
SPMNPKKRCVV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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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X 6

BUX 7

14.6

19.2

BUX 8

22.1

BUX 9

34.2

BUX 10

BUX 11

48.4

40.1

Unknown protein

MLKELWLLLLIASVANSAAIHYSELGPQRLL
EIVPLSYGRRFSQPKKYRQDCAVCHDLYFK
HPELLKGIAEGDNKSLEELPAICDELQLHPN
ACKSLAKVESIKRAIHFIDHQSKDAADMFC
VSISFCTG

Unknown protein

MKVLLILLLVPALALADDLAAAKKTFTTLVT
DDLTDAFVTKALVSIYNSSREKLNFKAAAN
AVIDAVEDDVVSQSKFYSPALAFYNHVSN
MKTFEKEFIAAATPSLGGAYRKLLKRAPKTQ
LAYSKAVKQLITKKVGKQLLTNVKKALSAN
DWKYLVNDFYSVVKFGQYGISKVA

Cathepsin F-like cysteine
peptidase

Galectin

MRLLVCFLFVVITVSSAPLEDKVNGLKADS
KEVQAFGQLLKDNKEKEEFKKFVEFIKKYDR
RYINVSELKKRFKAFQASLVQVEKFQKADK
NAVYGVTKFSDFEVSELGEILGFRTTVKGSS
VTANISVNGTTTPTTVKPTTKIPVSNNSTKI
VKSTPYTGPPTTHIIHANGSTISSTTTASTTT
TKGNNKPTTTRFWH
MTEEKKTYTIPYRSQLQEKFEPGQTLIVKGS
TIDESQRFTVNFHSKSADFSGNDVPLHISV
RFDEGKIVLNSFSNGEWGKEERKSNPIKRG
EPFDIRVRAHDDKFQIIVDQKEFKEYEHRLP
LSSISHFSVDGDLYLHTVSWGGKYYPVPYE
SGIASGFPVGKKLVIYGTPEKKARRFNINLLR
KNGDIAFHFNPRFDEKHVVRNALQANEW
GNEEREGKIPFEKGVGFDLVIVNEPTHFQVF
VNDQPFTSFAHRSEPSDIAGLQIQGDVEIT
GIQIH

Hypothetical protein

MCLQPICLRPTFAPGSRYIFGGSIDGTVNC
WSAKSGELLRRFPALHAGPVENVGFHPKY
YTLASACSEMRWWIPTFEDFVEKQPRERR
DSEAGQHFHSNPFHKQGSHGHGLGSTHS
GPTSANPFSSSATTNPFSSHHSGEKERHGL
VSHEKQSSIERLREERGHELKAKAQLQPVG
LVSPQEKALPVGQKPQPSPTGVLPHPPVPP
KDVSTKETSFEYPSGLSSSFSDVKSSSASLE
MKANSIASDLKSTSGVSEARSTSMSSDVKS
NSTFSDIKSTASSNKEQDDSYDPLNEILKG
MNKELGPLALAPTPQSSSGSGLASGSQLA
PSSGSNPATTPKSDKEKDREHRDRDREHR
DRDRDRERDRERDRERDRDRDHRDRDRD
RDSRDKDRDRDREYRERDHREHHRDRDR
DRRDQRSKEKERDREYRN

Aspartic protease

MGFVSFYLLPLSLAVVCQGYNVNFRLTAKF
QDNTDIDRSLILDLTSSEIFVLRSTEFQDKYG
RDNVFKPSASDTFENISQPFQVNYTGEYN
GKDSTVLGFLGKDNVTIILHNEVARFGVAQ
KITAEEIVFGTDGYPNAGRIGFSRNIANGSL
AENQFPRARKLSLEVGVSPNSSAVRTSIGL
GDFNYDPKRLRTKVRSLPHPNGLWGLSVA
RITIGNVVNIRNYKAVITTTLDGITLPFAVFQ
QAIRTLGAKYSRENRHYTVDCNRNIPIILEI
NGVKITIRFDAIIAQLDKVCVLKLRSVASAD
KVVLGLPFFINNGIGLDYESGEIHLYDSTYD
EDSVAINGVVQTANGARQFITTE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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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QLVLSLFLCNVILIRAEVGTEYSGDIPLV
AVKFKNDNTDAHEVELRLEYANYFFLGPAF
KNYTFEHKQTYDPTAYNGVEDSVLNITAP
QIYKEIQLIGKNYKGFLKSELFEGKSNYILPV
VEKTPEPPQILTLASEGVLGLSFTEKIDENTIL

BUX 12

42.6

Hypothetical protein

NDILTKSKKLLIRRGPFEQQLHDKKLVNPKG
TLIANNDELEGCDALNPAVNTVAKKGWTV
QGSLIINGNDTKINEFTFSFDGQTYLPKAVY
DQFYAKIQEEKDVPSFTVKIDNKEYPVNPD
HFKHYSSTDTYREEVIVLVKSHEKEHAILGR
SFLRDYCIQISADPLTQPKIALGARKELDSD

BUX 13

12.7

Hypothetical protein

VKFVDDKAKVRPDPVATTPKSAVMAFINV
FCLLAALLLTL
MILVTLVLASLLLSSEAKHHYTADEIKDLRC
PQCLEVQDGDFSEFFVVYEFGDADYLSRTN
IEKEMELGDKLYAQAMYRLFEYPVFIKDDFE
PFLVECNNEGQLKMSQT
MVRTVLVGFFVAAAVLASPIDLSVQDGNG
LNIPDPVEVDKSNEKAFEAYDFFKTSLAKSG
SLKASPCDDFYNYTCQNMDLSNYLVGMD
VQNSEYVIRGLKKERDIQWFKTIKKEFDAC
VKRQSSRLSMHQNGAVLRKIFDKVNMEF
GPSFPLLEKIDPAAIDSSVIGDFVGFLAQKFR
LHTFLAYEIEGGRILLDEPKLAFPESYFTEAFG
EFEAGYKASMRDYLTQLSQALKKPIDTVTM
NKVIDEVVEFERGLAQALSQIPQEVSSLVG
AAELNSNGKAINVNAYLARITKNAKRSDLL
SAHNVQLNLAAPTKMDVLQAYVAQANPE
TVMNYLSIRLIRSLRKYFVKKVESVADQWL

BUX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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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rilysin

REQRGVKVMGVFPPQPVEDEFGDGTPAER
SCASSLSYRYLNQIDRIYLDEQLPDLNDRKA
FVNRIAVITNKIINGFRFQVDQLSWFSPKVK
EAAYKKIDAMLFNVVYDDWIENDDILNER
TRLVDDIDENDDDFTANEKMDDFAQALE
WEGLVGGGRDQNFSRSIRTVNAWYNFRL
NHFYIPLGILQRPIFDVNFPAALHYSSVGYIV
GHELTHGFDSNGVNYDDQGNPNPWMD
ASSKANFNEMAKCVIDEYTRLHKRGRMTQ
TEDIADNGGLRASWNAYKAEQGLYGSDP
QLPSSPSNKYTQDQIFFLGFAHVWCSNKP
KQDYGFDPHSPLLYRVWGTLQNFPAFQA
AYNCPVGSAYAPKEHCDVWASEVKI
MSKFLIALLAVAANAAPLQKDAKIAALLHG
IDTTAPLSDQQLGCLFRSGFTAGFFRIGVRG
GPDTVGVENVIKATNAKLSYEVFIAPNPSLK

BUX 15

25.7

Lysozyme

PDSQFSSAYNYARGRNLTPSRVWLQVTSPI
SWDRNQANNIRFIVDFIRAAQRSNIKVGLY
TNWYDYEQITGNSRAISNTDIWYWHVNA
PGPYGEQSPEHSDYRPFGPFTGAAKAKQY
AIGATNCGVVLNKDSFPANLKLQ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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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FLSVCFLVLAATIGSAVEYNSDDGIITVA
IGEKEVTNVKLGLVFQRDTFVVFGPACKDA
NTCTKQQHAVYDPTKDSKEVSENGTLGPF
EYLRYDDVQVALGDVKSAHVTVLTGLKEG
GEIADIPADGFLGLGIAEGENSTFSKLVSAN

BUX 16

36.5

Hypothetical protein

GKSSYLLIVGGNPKTKSPNGKIVIGEEDNVA
CGTFVSVNTETSTDWAFKAKATFEKDPIDV
TVDFAFRNVAFSRNITERFYDSINITQKDYD
ELKDVTIQVKDITVTITKDLLYKKVGDDYQR
QFFTTSDSDIEVPGKVLNNYCVRLEKDGSTY

BUX 17

27

Unknown protein

SVGVAERKNSVGVIMASLGMISFMLSLLRL
MRFLSLLCIFCVVAWVLNAGDSAEEKNVR
RRRADEEAPEEARVKRYEFRLFKRHDDEEE
KNLNKRHNEDEEEEKEESRKRDTEVEEEED
DEEEDEEAEEEKEKEEEKEKEEEEKEKEEEKEK
EEEKEKEEEEKEKEEEEKEKEDEAEEKTEDQE
DETEAKKGTTKKPKRRHTNSESMTQGEPT
QQQEVKSEAKDPARLRRHVKHSHGTNLG
HASSATTEGYLPHY
MIFRNPHRGKLFHDPSFKRDVYDGCQIDY
KGKNVTVENFIHVLTGNKTNEVQRVLNST
ENDRVFVYYTDHGGKRLLQFPDNLLTDKQ
LLDVLKTMQTKRMFKEMLLFVDACFSGSM

BUX 18

28.6

Legumain

VEETLNGFDNILALTSANNNESSYETYCYNI
SGSLMEWCLASQFGAAWMEYAEANDLN
EKTIKEQYDYVRVRTNESHAGMYGNKEM
GKKRISEFLGTKLPKVNRTLDLTKARPYTTTS

BUX 21

20.6

ADP-ribosylation factor

ECPAHGKRCQNCKGE
MGLSFSNLFKGLFGKREMRILMVGLDAAG
KTTILYKLKLGEIVTTIPTIGFNVETVEYKNISF
TVWDVGGQDKIRPLWRHYFQNTQGLIFV
VDSNDRERVGEAREELMRMLAEDELRDAV
LLVFANKQDLPNAMNAAEVTDKLGLHTLR
NRNWYIQATCATSGDGLYEGLDWLSNQL
KNRS
MTTPFYTLNNGVKQPVLGLGTWLAKDFNE
LRTAIRAAVDIGYRYLDTAYAYGNEAQLGEI
LEEIFKEGKVKREDFFIATKLPFFAHEPTVTES
IIQEQFKNLRVDYIDLYLMHNACGVKRGPD
GGFLKDSNGLNVPDPTPHIETWKVLEKYY

BUX 22

36.5

Oxidoreductase

NQGKFKALGVSNFRCDQLEDLYKKATVKP
ANLQIELHIFHRQRKLVDLCKKLGLTVTSYA
SLGSPSRKQGFGPGDYPDADCLGNEIVQG
LAKKYNKTPGQILLRHLLQLGIQVIPKSVNP
ERLKQNFNVFDFELAKEDLEKLDQIKEDVRL

BUX 23

14.7

Hypothetical protein

FSFSFAKGHPLYPPFEVV
MKLALILFACLAVALSLPLEDKKNGLKHDSK
EVKDLEAGLKDSKEKESYKKFVDFIKKHHR
HYADKDELKKRFKNFQASLEKVQQYQKSN
PKGKYGVNKFSDFEPSEFYELHAGEHKHHI
LLH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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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소나무재선충 특이 항원 후보 유전자를 이용해 Transfection 시킨 Sf9 세포
주들 모두 성공적인 감염 정도를 보였다. 항원 후보 유전자가 결합한 베큘로바이러스에 감
염된 세포주는 정상 세포주에 비해 느린 성장과 상대적으로 더 큰 외형을 띄고 있다.

그림 96. 정상세포주와 BUX 1, 2번이 결합된 베큘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주

그림 97. 정상세포주와 BUX 3, 4번이 결합된 베큘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주

그림 98. 정상세포주와 BUX 5, 6번이 결합된 베큘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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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9. 정상세포주와 BUX 7, 8번이 결합된 베큘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주

그림 100. 정상세포주와 BUX 9, 11번이 결합된 베큘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주

그림 101. 정상세포주와 BUX 12, 13번이 결합된 베큘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주

그림 102. 정상세포주와 BUX 15, 16번이 결합된 베큘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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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 정상세포주와 BUX 17, 18번이 결합된 베큘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주

그림 104. 정상세포주와 BUX 21, 22번이 결합된 베큘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주

그림 105. 정상세포주와 BUX 23번이 결합된 베큘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주
(2) 베큘로바이러스 발현 시스템을 이용한 단백질 발현 양상 조사
1-9번까지의 9개의 항원 후보 유전자 발현 결과, BUX3, BUX4, BUX9번을 제외한
나머지 단백질은 뚜렷한 발현정도를 보이지 않았다. 11-18번과 21-23번의 소나무재선충
특이 항원 후보 중에서는 BUX21, BUX22번 모두 예측된 크기에 부합하고 뚜렷한 발현 정
도를 보였다 (그림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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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6. 소나무재선충 특이 항원 후보 1, 2, 3, 4, 5, 6, 7, 8, 9번(좌), 21, 22, 23(우)에 대한 SDS-PAGE 결과

그림 107. 시간차 별 뚜렷한 발현 패턴을 나타내는 BUX3, BUX4, BUX9의 SDS-PAGE 결과
(3) 소나무재선충 특이 항원 유전자 Kozak 서열 부위 변경
(가) Colony PCR과 Plasmid 전기영동 결과 모든 유전자가 예측된 크기에 부합한 증폭정도를
나타냄.

그림 108. 기존 BUX 1-1 단백질 (1번), 개시코돈 앞부분 변경 단백질 (2번), 개시코돈 앞·뒷
부분 변경 단백질 (3번)에 대한 SDS-PAGE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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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Kozak 서열을 변경시켜 발현량을 측정해본 결과, 기존 BUX 1-1 샘플에 비해 개시코돈을
변경시킨 단백질의 발현량이 증가됨을 알 수 있었음. 개시코돈 앞부분만 변경시킨
단백질보다 앞부분 뒷부분 모두 변경시킨 단백질의 발현량이 더 높게 나타나므로 Kozak
서열의 변경이 단백질 발현량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그러나, 발현량이
증가되었음에도 원하는 사이즈의 단백질 외에 background도 높게 발현되어 정제 효율이
낮아져 추후 과정에 사용할 수 없었음.
(4) 소나무재선충 특이 항원 후보 유전자 클로닝
(가) Colony PCR을 진행한 결과 모든 유전자가 예측된 크기에 부합한 증폭정도를 보여줌.
(나) 총 15개의 높은 순도의 Plasmid가 추출되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발현 및 정제를 통해
발현 양상을 조사함.
(다) 클로닝을 통해 염기서열이 동정되었으며, 선충에서 분비되는 유전자들로 추정됨.
1) E3 ubiquitin-protein ligase: 선충의 신경근육 시냅스 성장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됨.
2) Histone H3 : 선충의 수명기간 관련 신호전달경로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됨.
표 21. 소나무재선충 특이 항원 후보 유전자의 단백질 서열 및 크기
Sample 이름

크기 (kDa)

유전자명

단백질 서열
MCLQPICLRPTFAPGSRYIFGGSIDGTVNC
WSAKSGELLRRFPALHAGPVENVGFHPK
YYTLASACSEMRWWIPTFEDFVEKQPRE
RRDSEAGQHFHSNPFHKQGSHGHGLGST
HSGPTSANPFSSSATTNPFSSHHSGEKERH
GLVSHEKQSSIERLREERGHELKAKAQLQ
PVGLVSPQEKALPVGQKPQPSPTGVLPHP

BUX 2018-1

48.4

E3-ubiquitin-protein ligase

PVPPKDVSTKETSFEYPSGLSSSFSDVKSSS
ASLEMKANSIASDLKSTSGVSEARSTSMSS
DVKSNSTFSDIKSTASSNKEQDDSYDPLNE
ILKGMNKELGPLALAPTPQSSSGSGLASGS
QLAPSSGSNPATTPKSDKEKDREHRDRDR
EHRDRDRDRERDRERDRERDRDRDHRD
RDRDRDSRDKDRDRDREYRERDHREHH
RDRDRDRRDQRSKEKERDREYRN

BUX 2018-2

BUX 2018-3

BUX 2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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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5.4

14.2

Membrane protein

MEINSTGTASNETVLSRTLQIPSTPITIGLT
AGLIGVYCLLGILSSILNRDRFKDKRCDCD
GCKYAEESTQNTTTGQANRQIKCTYL

Histone H3

MARTKQTARKSTGGKAPRKQLATKAARK
SAPATGGVKKPHRYRPGTVALREIRRYQ
KSTELLIRKLPFQRLVREIAQDFKTDLRFQ
SSAVLALQEASEAYLVGLFEDTNLCAIHA
KRVTIMPKDIQLARRIRGERA

Hypothetical protein

MYSKVFLFAVVGVAITYAFKIPLPFGQINV
DKEEDGTVNAGVNSNINILGYGGSSGLEV
TSKNGSLALKPQAAILANNTAYGANSTYS
VDKKEGIVADTDVDAGNHTFHGGVGKES
QFVNEVGDAVKSKKNKRG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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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X 2018-6

7.2

BUX 2018-7

12.7

BUX 2018-8

4.9

MDTVDIVVVIMVEEGVAIIIVAAEDIIMDIIT
VDGEAITITIMEEAVEVEVDVTTVTMEDM
VEDLAV

Unknown protein

Flagellar

basal-body

rod

protein FlgG

FGHITKTISQNGHITTTAPKLFTDETLTSP
ENGDFTATEAESSTESRQLTSGTDVPPRA
TGDTIRPSLKVKTKEAVPTKTQSSTLATD
KPGSSNSNKNKQHTSAEIGQMSTSTLLNP
AASK

Unknown protein

MDIHMGVMTTITIIMITMTMLTNIMDICIMM
TTIMTMSTTTIM

BUX 2018-13

13.7

Unknown protein

MEPELQEKRQATMEPELERMQALEGEEL
EQRLGRPLGLEEAQLGQWLGLERERRR
MELQEEEGPEPEQRREPGLAMEPGRLGL
VVEPEQMLEEEEQKVVVGEGQRLEWQL
AGLGLDTV

BUX 2018-14

3.7

Hypothetical protein

MATKKAAKKPAAKKAVKKVAKKAAAKK
AVKKVAKKA

BUX 2018-15

8.8

Hypothetical protein

SVEEAKDSVEKPEDLEEKAKDLEEKAKDL
EEKAKDLEEKAKASVKEARDLEEKAKDL
EEKAKGLEEEAKDSVEKPEDL

BUX 2018-17

6.6

Unknown protein

NYKHYYYYYFFNNYNYKHYYYYYFFNN
YNYKHYYYFFNNILNDSNHD

BUX 2018-19

3.2

Unknown protein

APEAAPAPEAAPAEAAPAPVEQPAPAAA
PVAASGY

BUX 2018-21

8.5

Unknown protein

TTTTTTPTTTTTTTTTTTTTPTTTTTTTT
TTTTTSSTTTTTTTTTTSTTTTTTTTTITT
TTTPTSTTVTTTTTTTTTTTTTTPTT

BUX 2018-22

10.3

Collagen-like protein

VVGVVGVVGVVGVVGVVGVVGVVGVV
GVVGVVGVVGVVGVVGVVGVVGVVGV
VGVVGVVGVVGVVGVVGVVGVVGVVG
VVGVVGVVGVVGVVGVVGVVGVVGVV
GVVGVVGVVGVVGVVGV

BUX 2018-23

5.1

Hypothetical protein

SNDFHLSYYDDEVDDGDEVDGGEEVDD
GDEVDGVVKDDPLDTEYPI

(5) 소나무재선충 특이 항원 후보 단백질 발현 정도 조사
(가) 베큘로바이러스 발현 시스템을 이용한 세포 감염 정도 조사
1) 15개의 소나무재선충 특이 항원 후보 유전자를 이용해 Transfection 시킨 Sf9 세포주들
모두 성공적인 감염 정도를 보임.
2) 항원 후보 유전자가 결합한 베큘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주는 정상 세포주에 비해 느린
성장과 상대적으로 더 큰 외형을 띄고 있음.
(나) FPLC를 이용한 소나무재선충 특이 항원 후보 단백질 정제
1) 발현된 소나무재선충 특이 항원 후보 단백질들은 C-terminal 부분에 6x His-tag이 달
려있기 때문에 발현에 성공하였을 경우, 고농도 imidazole 용출버퍼에 의해 용출될 것
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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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나무재선충 특이 항원 후보 단백질 BUX 2018-7, 8, 13번에서 높고 뚜렷한 용출피크
가 관찰되므로 높은 발현량을 예측할 수 있음.
3) 21개의 발현된 항원 후보 단백질 모두 용출 fraction 2, 3, 4, 5번에서 용출피크가 검출
되었으므로, 4개의 분획에서 얻은 단백질을 각 크기에 맞는 Amicon Ultra Centrifugal
Filter tube에 농축시킴.
4) 용출버퍼에 고농도의 Imidazole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Amicon Ultra Centrifugal Filter
tube에 농축시킨 단백질에 Lysis buffer를 넣어서 버퍼를 교환함.
5) 최종적으로 농축시킨 단백질을 정량한 후 SDS-PAGE를 통해 발현 정도를 조사함.

그림 109. 수용성 상태의 소나무재선충 특이 항원 그림 110. 불용성 상태의 소나무재선충 특이 항원
후보 BUX 2018-1, 2, 3, 4번에 대한 SDS-PAGE 결과 후보 BUX 2018-1, 2, 3, 4번에 대한 SDS-PAGE 결과

(다) 베큘로바이러스 발현 시스템을 이용한 단백질 발현 양상 조사
1) 2017년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발현량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던 BUX
2018-1, 2, 3, 4번의 발현량이 낮고 background가 짙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었
음(그림 109). 단백질 발현 시 수용성 상태의 단백질을 위주로 정제를 하였기에
Inclusion body에서 단백질이 검출될 확률도 존재하여 비수용성 상태의 단백질을
정제하여 발현량을 측정하기로 함.
2) 수용성 상태의 단백질 SDS-PAGE 결과와는 반대로 background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
으며 BUX 2018-1번 단백질만 낮은 발현량을 보이며 검출되었음 (그림 110). 수용성의
여부를 통해서는 극명한 발현량 차이를 보이지 않기에 단백질 크기를 조절하였을 때
발현량의 차이를 보기로 함. 10kDa 이상의 크기를 지니는 BUX 2018-1, 3, 4번의 단백
질 서열을 50% 부분을 앞뒤 부분으로 나누어 발현하여 발현량을 측정하기로 함.
3) BUX 2018-1, 3, 4번 서열의 앞(a)과 뒤(b)부분을 PCR을 통해 클로닝하여 높은 순도의 plasmid
를 추출함. Primer는 아래의 잘린 염기서열을 기반으로 제작하여 PCR에 이용함 (표 22).
94

II.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현장 진단 센서 개발

표 22. 염기정보 불완전한 후보 유전자의 단백질 서열 및 크기
샘플명

염기서열

크기 (kDa)

BUX 2018-1-a

MCLQPICLRPTFAPGSRYIFGGSIDGTVNCWSAKSG
ELLRRFPALHAGPVENVGFHPKYYTLASACSEMR
WWIPTFEDFVEKQPRERRDSEAGQHFHSNPFHKQ
GSHGHGLGSTHSGPTSANPFSSSATTNPFSSHHSGE
KERHGLVSHEKQSSIERLREERGHELKAKAQLQPV
GLVSPQEKALPVGQKPQPSPTGVLPHPPVPPKDVST
KET

23.5

BUX 2018-1-b

SFEYPSGLSSSFSDVKSSSASLEMKANSIASDLKSTSG
VSEARSTSMSSDVKSNSTFSDIKSTASSNKEQDDSYD
PLNEILKGMNKELGPLALAPTPQSSSGSGLASGSQL
APSSGSNPATTPKSDKEKDREHRDRDREHRDRDRD
RERDRERDRERDRDRDHRDRDRDRDSRDKDRDRD
REYRERDHREHHRDRDRDRRDQRSKEKERDREYR
N

24.9

BUX 2018-3-a

MARTKQTARKSTGGKAPRKQLATKAARKSAPATG
GVKKPHRYRPGTVALREIRRYQKSTELLIRKLPFQR
LVREIAQDFKTDLRFQS

9.9

BUX 2018-3-b

SAVLALQEASEAYLVGLFEDTNLCAIHAKRVTIMPK
DIQLARRIRGERA

5.4

BUX 2018-4-a

MYSKVFLFAVVGVAITYAFKIPLPFGQINVDKEEDG
TVNAGVNSNINILGYGGSSGLEVTSKNGSLALKPQA
AILANNTAYGANSTY

9

BUX 2018-4-b

SVDKKEGIVADTDVDAGNHTFHGGVGKESQFVNE
VGDAVKSKKNKRGRA

5.2

그림 111. 발현하여 정제된 BUX 2018-1, 3, 4 단백질에 대한 SDS-PAGE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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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UX 2018-1, 3, 4번의 전체서열의 발현패턴과 비교해 보았을 때, background는 많이
사라졌지만, 제대로 된 크기에 맞는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았음. 높은 효율로 정제되지
않은 단백질들의 SDS-PAGE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단백질 정제 시 용출 조
건을 변경하기로 함.
5) 현재까지 발현한 단백질들의 background를 줄이고 정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현 시 사
용되는 버퍼들의 이미다졸 농도 조건을 변경함 (표 23). 이 조건을 이용해 2017년도에
낮은 발현량을 보였던 단백질들과 2018년 항원 후보 단백질 모두 다시 정제함.
표 23. 발현 단백질 정제조건 변경 부분
조성변화
Buffers
Binding buffer
Washing buffer
Elution buffer

변경 전

변경 후

10 mM
20 mM
250 mM

20 mM
30 mM
1 M

6) 새로운 조건으로 발현하여 정제한 결과, 정제 조건 변경 전보다 background가 제거됨
(그림 112). 예상 크기에 단백질이 검출이 되었지만, 발현양이 낮고 gel 상에서 단백질
의 명확한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 단백질 동정을 실행함.

그림 112. 변경 조건으로 정제된 BUX-1, 2, EXPB3의 SDS-PAGE 결과

그림 113. 새로운 조건으로 정제된 BUX-5, 그림 114. 새로운 조건으로 정제된 BUX-17,18,
6, 7, 8, 11, 12, 13, 15, 16의 SDS-PAGE 결과 23의 SDS-PAGE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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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BUX-1, 2, EXPB3의 발현 패턴과 마찬가지로 BUX-5, 6, 7, 11, 12, 13, 15, 16번 모두 낮
은 발현량을 보이고 정확한 사각형 모양의 밴드를 보이지 않음. BUX-17, 18, 23번의
경우, 낮은 background를 보이는 동시에 제대로 된 크기의 단백질 밴드가 검출되어
높은 정제 효율을 보여줌. 새로운 정제 조건을 통해 검출된 단백질 밴드를 추출하여
단백질 동정을 진행하였으며 단백질 동정 후 발현 시킨 plasmid와 같은 염기서열임이
확인 되어 대량으로 발현 및 정제 후 항체 제작팀에게 전달함. 기존에는 검출되지 않
았던 2017년 샘플 중에서 높은 발현량을 보이는 샘플이 존재했기에 2018년 샘플도 같
은 정제 조건으로 발현량을 측정하였음.
8) 2018년 샘플 또한 2017년과 마찬가지로 발현양이 낮았던 BUX 2018-1, 2, 3, 4번 단백질
의 발현 수율이 높아졌으나, 발현량이 여전히 낮으므로 항체제작에는 사용하기 어려
울 것으로 추정함 (그림 115). BUX 2018-1, 2, 3, 4번의 경우, 발현량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낮은 패턴을 보여주었기에, 항체제작을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함. 항체
제작 결과 BUX 2018-1, 2번 샘플은 결석이 생겨 항체생성의 불가하였고, BUX
2018-3, 4번에 대한 항체제작은 진행 중에 있음. BUX 2018-7, 8, 13번 단백질이 가장
높은 발현량과 높은 정제 수율을 보여주었음. 단백질 동정을 통해 같은 샘플임이 확
인되어 대량 발현 및 정제 후 항체 제작팀에게 전달함.
9) BUX 2018-14, 15, 17, 19, 21, 22, 23번 단백질 모두 개선된 정제 수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발현양이 낮게 검출됨. 올바른 모양의 밴드가 아닌 단백질들을 추출하여 단백질 동정을
맡긴 결과 대부분의 단백질 서열이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116).

그림 115. 새로운 조건으로 정제된 BUX 2018-1, 2,
3, 4, 5, 6, 7, 13의 SDS-PAGE 결과

그림 116. 새로운 조건으로 정제된 BUX 2018-14,
15, 17, 19, 21, 22, 23의 SDS-PAGE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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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발현시킨 모든 단백질 밴드를 추출하여 LC-MS/MS spectrometer를 통해 단백질을 동
정한 결과 대부분의 단백질이 각각의 서열과 일치하였음. 단백질 동정 시 단백질의
농도가 낮아 서열의 일치율을 확인하지 못한 샘플도 존재하였음. 모든 단백질이 3.4%
에서 53.85%의 서열 일치율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높은 발현량을 보이는 대상이
표적단백질임을 확인함.
11) 세포를 감염시킨 시간이 지남에 따른 단백질 발현 패턴을 조사하기 위해 감염 후 1,
2, 3일이 지난 단백질과 정제된 단백질의 발현량을 측정하였음. 기존의 정제 조건에
서도 뚜렷한 발현정도를 보여주었던 BUX-21, 22번을 대상으로 관찰하였으며, 새로운
정제 조건으로 정제 후 SDS-PAGE를 진행하였음. BUX-21번의 경우 감염 시간이 지
날수록 단백질 밴드가 짙어짐이 보였고, 정제 후 제대로 된 크기의 뚜렷한 밴드가 검
출되었음. BUX-22번 또한 감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백질 밴드가 짙어졌고 BUX-21
번에 비해 뚜렷한 단백질 밴드가 검출되었음.
표 24. 단백질 동정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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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명

일치율 (%)

BUX-1

29.37

BUX-2

29.37

EXPB3

39.68

BUX-5

8.14

BUX-6

39.68

BUX-7

27.78

BUX-8

32.66

BUX-11

11.33

BUX-12

6.08

BUX-13

12.06

BUX-15

53.85

BUX-16

32.24

BUX-17

25.91

BUX-23

56.8

BUX 2018-13

7.72

BUX 2018-14

19.05

BUX 2018-15

8.99

BUX 2018-17

7.87

BUX 2018-18

22.56

BUX 2018-19

7.87

BUX 2018-21

3.40

BUX 2018-22

39.68

BUX 2018-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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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항체제작을 위해 본 실험실에서 정제된 단백질을 마우스에 주입함. 마우스 복수
(ascite)를 채취하여 항제 제작을 하기 위해 G-protein column을 통해 항체정제를 진
행함. 항체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항체정제 전 SDS-PAGE를 먼저 진행함.
SDS-PAGE 결과 98 kDa이상에서 항체가 검출이 되어 항체 정제를 진행하여 추후 실
험을 위해 항체 제작팀에게 전달함.
(라) E. coli 발현 시스템을 이용한 발현 양상 조사
1) 베큘로바이러스 발현 후 정제 시 뚜렷한 발현 정도를 보이지 않은 소나무재선충 특이
항원 후보 단백질의 발현도 개선을 위해 E. coli 발현 시스템을 이용해 EXPB3를 발현
후 정제를 진행함.
2) 단백질 합성 진행을 맡기는 중 전달받은 EXPB3 Plasmid가 E. coli (BL 21 strain)에 발
현이 가능한 벡터를 포함하고 있었기에, E. coli로 발현 후 정제하기로 함.
3) EXPB3 Plasmid를 소량으로 BL 21 cell에 transformation 시켜 ampicillin 저항성 배지
에 도말하여 여러 개의 colony를 보관함.
4) 여러 개의 colony들 중 몇 개를 3ml의 LB 배지에 24시간 배양시킴.
5) 24시간 배양시킨 LB 배지를 100ml의 LB 배지에 옮겨 담아 37℃ shacking incubator에
서 배양시킴.
6) OD600 값이 0.5에 이르도록 배양한 후 IPTG를 첨가하여 시간별로 SDS-PAGE를 통해
발현이 가장 높게 되는 시간을 측정함.
7) 가장 높은 발현시간을 측정 후 같은 시간 동안 100 ml의 LB 배지를 배양하여 5,000
xg의 속도로 원심분리를 함.
8) 단백질 lysis를 위해 침전물에 lysis buffer를 첨가하여 sonication을 진행함.
9) 12,000 x g의 속도로 원심분리를 하여 분리한 상층액을 FPLC를 통해 정제함.
10) IPTG 첨가 3 시간 후 뚜렷한 단백질 발현정도를 보여주었기에 3시간 동안 배양한 100
ml LB 배지에서 단백질 수확 후 정제를 함. 정제된 EXPB3의 SDS-PAGE 결과 단백질
동정을 통해서 서열이 일치함이 확인되었음. EXPB3 발현 결과 베큘로바이러스 발현
시스템 보다 E. coli 시스템에서 높은 수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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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나무재선충 종 특이 압타머 선발 및 진단 기술 활용
(1) 소나무재선충 탐지를 위한 특이결합 압타머 스크리닝
(가) 소나무재선충 분비 단백질을 타겟으로 앱타머 스크리닝 수행 및 결과
소나무재선충 분비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앱타머 스크리닝을 위해 아래 그림
22과 같이 소나무재선충 분비 단백질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얻은 소나무재선충
분비 단백질을 정량 분석하고, 일정한 양의 타겟을 매 스크리닝 라운드 마다
사용하는 방식으로 앱타머 스크리닝(GO-SELEX) 을 진행하였다. GO-SELEX 의
단계별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i) 바인딩
a. 단일가닥 DNA를 그래핀과 일정시간 반응시킨 후 그래핀에 결합하지 않은
DNA를 제거하기 위해 원심분리로 그래핀을 가라앉힌 후 상층액을 버려줌.
b. 단일가닥 DNA와 결합되어 있는 그래핀에 타겟을 넣고 일정시간 반응시켜줌.
이 때, 그래핀과의 π-π stacking 보다 타겟과의 결합력이 더 강한 단일가닥
DNA는 그래핀에서 떨어져 나오게 됨.
c. 원심분리를 통해 그래핀을 가라앉힌 후 상층액에 떠있는 타겟에 의해 그래핀에서
떨어져 나온 DNA 풀을 모음.
d. 에탄올 침전 후 DNA양을 측정하여 리커버리 라고 하는 Elution Yield를 얻음.
ii) 증폭 및 분리
a. 바인딩 과정에서 얻은 DNA 풀을 PCR을 통해 증폭. 이 때 사용하는 forward
primer에는 형광을 부착하고, reverse primer에는 poly A를 부착함.
b. PCR purification 후 PAGE를 통해 기존 단일가닥 서열과 그와 상보적인 서열을 분리
c. Crush&soak을 통해 단일가닥 서열을 PAGE 젤에서 분리하여 DNA양 측정

그림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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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SELEX 라운드 별 ssDNA 의 Elution yield 는 그림 119와 같이
최종적으로 22.16% 의 elution yield를 얻었음.

그
그림 118. 소나무재선충 및 기타 유사선충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정량 분석 수행결과

그림 119. 소나무재선충 분비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앱타머 스크리닝 round별 Elution yield
(나) 소나무재선충 특이적 재조합 단백질을 타겟으로 앱타머 스크리닝 수행 및 결과
본 실험에서 사용된 소나무 재선충 특이적 재조합 단백질로는 Pectate lyase 3 와
Expansin B3 가 있다. 각각의 재조합 단백질을 SELEX 시 메인 타겟으로 사용하여 앱타
머 스크리닝을 진행하였다. Pectate lyase 3 실험 결과, SELEX 라운드 별 ssDNA 의
Elution yield 는 그림 120와 같았다.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는 메인 타겟인 Pectate
lyase 3 를 사용한 positive selection 만이 수행되었고, 최종적으로 46.36% 의 elution yield
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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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0. 소나무재선충 특이 단백질 Pectate lyase 3 의 합성과 GO-SELEX 모식도

그림 121. Pectate lyase 3를 타겟으로 하는 앱타머 스크리닝 Round 별 Elution 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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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sin B3 실험 결과, SELEX 라운드 별 ssDNA 의 Elution yield 는 그림 123과
같았다.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는 메인 타겟인 Expansin B3를 사용한 positive selection
만이 수행되었고, 최종적으로 45.40% 의 elution yield를 얻었다.

그림 122. 소나무재선충 특이 단백질 Expansin B3의 합성과 GO-SELEX 모식도

그림 123. Expansin B3를 타겟으로 하는 앱타머 스크리닝 Round 별 Elution 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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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 재선충류 특이결합 압타머 스크리닝
(가) 유사 재선충 특이 분비 단백질을 카운터 타겟으로 하는 앱타머 스크리닝
본 실험에서는 메인 타겟인 소나무재선충 종 특이 분비 단백질, 즉 소나무재선충 특
이적 재조합 단백질에 특이적으로 결합하고, 기타 유사 재선충류 관련 단백질에는 결합하지
않는 특성을 갖는 앱타머를 획득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유사 재선충 특이 분비 단백질을
선정하고 이를 획득한 후 각각의 앱타머 스크리닝시 카운터 타겟으로 사용하였다. 유사 재선
충 특이 분비 단백질을 획득하는 과정은 앞서 소나무재선충 특이 분비 단백질을 획득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마찬가지로, 획득한 소나무재선충 분비 단백질을 정량 분석하
고, 일정한 양의 카운터 타겟을 매 스크리닝 라운드 마다 사용하는 방식으로 카운터 SELEX
를 진행하였다. 카운터 SELEX의 단계별 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i) 바인딩
a. 단일가닥 DNA를 카운터 타겟과 먼저 일정 시간 반응시킴
b. 그래핀과 일정시간 반응시킨 후 원심분리를 통해 카운터와 결합하는 단일가닥
DNA는 제거함
c. 그래핀에 타겟을 처리 후 일정시간 반응시킴.
d. 원심분리를 통해 그래핀을 가라앉힌 후 상층액에 떠있는 타겟에 의해 그래핀에서
떨어져 나온 DNA 풀을 모음.
e. 에탄올 침전 후 DNA양을 측정하여 리커버리라고 하는 Elution Yield를 얻음.
ii) 증폭 및 분리
a. 바인딩 과정에서 얻은 DNA 풀을 PCR을 통해 증폭. 이 때 사용하는 forward
primer에는 형광을 부착하고, reverse primer에는 poly A를 부착함.
b. PCR purification 후 PAGE를 통해 기존 단일가닥 서열과 그와 상보적인 서열을 분리
c. Crush&soak을 통해 단일가닥 서열을 PAGE 젤에서 분리하여 DNA양 측정
1) 소나무재선충 분비 단백질 특이 앱타머 스크리닝 – Counter SELEX
실험 결과, SELEX 라운드 별 ssDNA 의 Elution yield 는 그림 124과 같았으며, 최종
적으로 4라운드의 샘플을 클로닝 후 시퀀싱하여 앱타머 후보군을 얻었다.

그림 124. 소나무재선충 분비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앱타머 스크리닝 Round 별 Elution 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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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 분비 단백질 앱타머 후보군 17종의 타겟과의 반응성을 확인하기 위
해 FRET assay를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그림 125와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그 중 타겟
에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성을 보이는 후보군 5종을 대상으로 그림 126과 같이 카운터 타
겟에 대한 FRET assay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나무 추출 단백질에서 전반적으로 더 높
은 반응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25. 소나무재선충 분비 단백질 앱타머 후보군에 대한 FRET assay data

그림 126. 소나무재선충 분비 단백질 앱타머 후보군의 카운터 타겟에 대한 FRET assa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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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농도의 소나무재선충 분비 단백질 타겟 및 나무 추출 단백질을 사용하
여 SPR assay를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타겟의 농도에 따른 dose-dependent 한 양상을
뚜렷하게 관찰할 수 없었으며, 나무 추출 단백질의 경우에는 두 가지 앱타머 후보군 모
두에서 높은 반응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27. 소나무재선충 분비 단백질 앱타머 후보군 (SP19) 에 대한 SPR data

그림 128. 소나무재선충 분비 단백질 앱타머 후보군 (SP61) 에 대한 SP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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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ctate lyase 3

그림 129. Pectate lyase 3를 타겟으로 하고, 유사 재선충 분비 단백질을 카운터 타겟으로
하는 앱타머 스크리닝 Round 별 Elution yield
실험 결과, counter-SELEX 라운드 별 ssDNA 의 Elution yield 값은 최종적으로 34.58% 이었
으며, 4라운드와 5라운드의 샘플을 클로닝 후 시퀀싱하여 앱타머 후보군을 얻었다.
3) Expansin B3

그림 130. Expansin B3를 타겟으로 하고, 유사 재선충 분비 단백질을 카운터 타겟으로 하
는 앱타머 스크리닝 Round 별 Elution yield
실험 결과, counter-SELEX 라운드 별 ssDNA 의 Elution yield 값은 최종적으로
16.83% 이었으며, 5라운드의 샘플을 클로닝 후 시퀀싱하여 앱타머 후보군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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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압타머 후보군들의 나무 추출 단백질에 대한 반응성 테스트

그림 131. 다양한 앱타머 후보군에 대한 나무 추출 단백질의 반응성 테스트
실험 결과, 나무 추출 단백질은 모든 앱타머 후보군에 대해 FRET assay 상에서
유의미한 반응성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나무 추출 단백질이 포함된 시료를 진단에 사용
할 경우 소나무재선충 특이적 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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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나무 유전체 분석을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조기진단 기술 개발 및 연관유전자 발굴
(1) 소나무 전사체 분석을 통한 조기진단 기술개발
(가) 소나무재선충병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소나무 유전자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에서
피해율별, 인공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라, 그리고 병원성/비병원성 재선충 처리에
따른 소나무 전사체 분석을 종합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특이반응 유전자 3개를 최종
적으로 발굴하였음.

그림 132. 병원성/비병원성 재선충 처리 후 주요성분분석 결과
(나) 소나무재선충병의 반응과 다른 병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기 위해 솔
껍질깍지벌레 또는 솔잎혹파리 피해목을 이용하여 소나무 유전자 변화를 관찰함.
그 결과 소나무재선충병에 반응하는 유전자와 솔껍질깍지벌레에 반응하는 유전자
들이 서로 다름을 알았음.

그림 133. 소나무재선충병과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에 대한 소나무 유전자 발현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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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나무재선충병에 반응하는 소나무 전사체 데이터에서 특이반응 유전자군을 찾아
진단에 필요한 바이오마커를 개발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머신러닝 기법으로
유전자를 다시 분석함.

그림 134. 인공지능을 이용한 소나무 유전자 발현패턴 분석

(2) 소나무재선충병 현장 진단 테스트 및 키트개발
(가) 앞에서 발굴한 소나무재선충병 특이반응 유전자를 현장에서 검증하기 위해
3way-cock을 이용한 RNA 추출 키트를 개발하였음. (현장에서 10분 이내 RNA 추출
가능).

그림 135. 3 way-cock을 이용한 RNA추출 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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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6.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RNA 추출 키트 개발

(나)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 RNA추출 키트를 개발하여 4차례에 걸쳐 추출용액을 바꿔
가며 테스트한 결과 높은 고순도의 RNA를 손쉽게 추출할 수 있게 되었음.

그림 137. 개발된 RNA추출키트를 이용해서 추출한 RNA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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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장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RNA추출키트 뿐만 아니라 실시간
유전자 증폭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이나 휴대할 수 있는 진단장비를 개발하
였음.

그림 138. 휴대 가능한 소나무재선충병 진단장비 개발
(3) 소나무재선충병 연관유전자 발굴 및 진단마커 개발
(가) 인공접종을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내병성 개체 선발육종은 시간과 비용과 인력이 많
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관유전자를 탐색하여 바이오마커를 개발하는 연구는 매우 중
요함. 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과 연관되는 유전자를 찾는 연구를 진행하였음.

그림 139. 소나무재선충병 인공접종 및 표현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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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나무 200K SNP칩을 활용하여 총 300여 본의 소나무 중 47개 개체만 1차로
GWAS(Genome-Wide Association Study)를 수행한 결과 소나무재선충병과 연관되어
보이는 3개의 유전변이를 찾았으며, 샘플 수가 작은 것으로 판단되어 300개체 모두
수행할 예정.

그림 140.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있는 연관분석(GWAS) 결과

(다) 소나무재선충병 연관유전자를 찾으면 소나무재선충병 내병성 개체 육성 뿐 만 아니
라 진단 및 원인 구명에도 활용될 수 있기때문에 소나무 핵심 50K SNP칩을 활용하
여 나머지 250여 본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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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요약
소나무재선충병 (pine wilt disease)는 북아메리카가 원산으로 추정되는 외래 침입
병이다. 우리나라에는 1988년 부산에서 최초 발생하여 2020년 올해 유입된 지 32년이 되
었다. 이 병은 소나무재선충 (pine wood nematode)이라는 길이 1mm 가량의 작은 선충에
의해서 감염된 나무가 단기간에 말라 죽게 되는 무서운 전염병이다. 무엇보다 감염목의
신속한 제거가 방제의 원칙이므로 ‘예찰과 진단’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원격모니터링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원
격예찰 체계 연구,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자료를 활용한 광역범위 모니터링 체계 연구,
소나무재선충병 원격예찰 시스템 개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 정보관리시스템 실용
화 방안 연구의 분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인력에 의한 지상 예찰에
만 국한된 개념을 확대하여 보다 넓은 면적의 효율적 예찰을 목적으로 다양한 유·무인
기를 활용하여 항공예찰 방식을 체계화하였고, 이러한 기술의 효과적 적용을 위한 다양
한 영상 분석기법들이 함께 연구되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하여 취득된 모든
데이터들은 DB화하여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이
구축한 공간정보 플렛폼인 ArcGIS 포털에 탑재하여 다양한 정보를 체계화하고 효율적으
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진단기술 개발연구는 선충 종 특이 유전자를 타겟으로 한 등온증
폭기술진단법 (RPA, LAMP), 항온·항체 기반 진단법, 압타머 기술 진단법, 소나무의 RNA
전사체 기반 진반법으로 다양하게 추진이 되었다. 이 가운데, 등온증폭기술을 활용한 소
나무재선충 유전자 기반 진단기술과 소나무 RNA기반 전사체 분석 연구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들 세 가지 진단기술은 모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약을 kit
화하고 필요한 장비도 휴대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까지 완료하였다. 특히, RPA 진단법
은 선충 DNA 분리부터 휴대용 장비에서 결과 확인까지 전체 소요시간이 약 20∼30분 정
도로 아주 짧고, 정확성은 거의 100%에 이르고 있어서 상용화 가능성이 가장 높다.
LAMP와 소나무 유전자 검사법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 진단과정은
RPA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편이다. 하지만 기존의 진단 방식이 최소 5일∼7일이 소
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진단기술은 시간은 대폭 단축하고, 현장성까지 구비하였
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나무 유전자 진단법은 무증상인 소나무
를 조기에 진단하는 기술로서 세계 최초의 학술적, 기술적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였고, 이
로써 진단기술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본 과제의 연구성과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소나무재선충병‘예찰과 진단’부분을
기술적인 접목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었고, 이로써
향후 대외적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연구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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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일련번호 발행연도

태풍 루사에 의한 산지재해 원인과 복구대책
년도 산림병해충발생예찰조사연보
임목축적 생장율 적용방법 개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현지적용 기준 및 지표보고서
세기 국유림의 역할 및 관리강화방안
도시숲이 직장인에게 미치는 영향 및 학교숲의 편익
주

일제 근무제 도입에 따른 산림 임업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

지속가능 발전시대의 산림관리 방향
밤

표고 소득 분석

우리나라 산림휴양실태 및 수요전망
전국 산촌기초조사보고서 전국
전국 산촌기초조사보고서 광역시
산림사업의 공적관리 시스템 강화 및 임산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대체에너지 보급
주요 수종의 임목자원평가 및 예측시스템
년도 산림병해충발생예찰조사연보
산림기능구분도 작성

년도 밤

표고 소득분석

한국의 산림입지 산림토양
주요 산불피해지 임목 및 임지 회복
산림지속성 지수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주요 단기소득임산물의 수급 및 유통실태
제주시험림의 사회

경제

경영조사 분석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을 위한

실행권고안의 국내이행 평가

일제강점기 조선의 산림 이용 산업용재와 연료재의 수급 추이 및 영향
제주시험림 조사 보고서

산림생태계 분야

년도 산림병해충발생예찰조사연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협약 산림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산림의 역할
열대림 조성

관리에 관한 연구 보고서

인도네시아

사 조림지를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가 소나무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산림의 공익기능계량화 연구 보고서
오염지역 식생복원을 위한 환경정화 수종 육성
도시숲의 생태적 가치
산림유전자원 종자목록 난대산림연구소 보유편
년도 밤

표고 소득분석

특용수종 재배기술
침엽수 구조부재의 장기하중 특성
주요 목재문화재의 수종구성
생명의 물 수액
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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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질칩을 이용한 분뇨처리
도시림형 산림공원 조성방안
국민의 숲 제도 운영 활성화방안
건조목재 품질인증제 타당성 조사
환경친화성 생물농약개발
속성수 신품종 육성현황
분석과
년도 산림병해충발생예찰조사연보
에 의한 수치산지이용구분도 구축방법
제주유망수종 신품종 육성
국유림 영림계획단위 산림기능구분도 작성
환경호르몬의 분해기술
포플러 배양세포 발현유전자 대량 염기서열 분석
제주지역 외래 식물편람
한라산 정상일대의 산지 안정화 연구
국유림 장기경영계획 기법 및 임분단위 시업의사 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조림

사업 길잡이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산촌진흥계획 방향 정립
자연재배형 표고톱밥 재배시스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현지이행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지구온난화와 산림 그리고 탄소나무 계산기
밤

표고 소득분석

아까시나무 황화피해 및 임분 관리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성공요인
채종원의 수형조절을 통한 종자생산 관리방안
제 차 전국산림자원조사서 제주도 기본계획구
기후변화협약 대응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체계 구축
저항성 품종 육성
진주시험림 산림조사보고서
임업기계 장비의 활용
임도구조개량 방법개선
활엽수혼효림 시업법체계화
천연소나무림 임분유형 구분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벌기령 이상 산림의 표준입목가액 산정기준
년도 산림병해충발생예찰조사연보
제주특산수종의 조경 및 절화용 품종특성과 재배기술
평균경사도 산출 및 능선구분 프로그램

119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보고 목록

숲 가꾸기에 의한 녹색댐 조성효과
산림의 공익기능 계량화 연구
산불피해지 생태계 변화조사
리기다소나무의 구조용집성재 이용기술개발 및 성능향상
극다중분광 영상자료의 산림정보해석 및 활용기법개발
친환경임산물의 소비자의향과 마케팅 전략
산림자원의 기내대량증식
년대 산림녹화정책
오갈피나무류의 대량 배양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임업보조금 체계개편 방안
제주시험림의 생태관광계획 수립
고성능 목질 세라믹 복합재 개발
제주시험림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현지이행체계 수립
가시오갈피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법 개발
밤

표고 소득분석

산림부문의 추세 및 장기전망
년도 산림병해충발생예찰조사연보
품질인증 제품검사의 방부제 용탈시험 추가 타당성 시험
우리나라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평가
밤생산조절 직접직불제 도입방안 관한 연구
산림부문 온실가스 흡수원 배출원 인벤토리 평가
국유림의 산림휴양기능 확대방안
산불피해지 복구 및 산림의 내화성 증진기술
산림환경서비스 지불제 도입 기초연구
우리나라 임가경제조사를 위한 입목자산가치 평가시스템의 구축
국산재의 건축부재 이용을 위한 연구

대단면재 및 접합부 개발 평가

산촌체험관광 발전방안
제주지역의 희귀식물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천연물제제 개발
외래 및 돌발 병해충의 방제 대책 연구
버섯 균사체의 액체배양 및 유용물질생산

족제비싸리

의 생리활성물질 탐색 연구

두릅나무 병해 방제 연구
산림부문 온실가스 흡수

배출계수 관리 방안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중앙

지방 산림조직 특징 및 운용체계 분석

백합나무 조림적지 및 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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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도 제작 방안수립
산림부문

가이드라인 적용성 평가

주요 산림기능별 숲가꾸기
천연 소나무림 시업법
효율적 산림작업을 위한 임내도로망 배치기술
년도 산림병해충발생예찰조사연보
목질제품의

평가 및 개선

도시숲 이용형태별 시업모델
산림작업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산음 치유의 숲 조성 기본계획
적지적수

역사와 그 활용 연구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
무역자유화 협상에 따른 임업 및 임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친환경임산물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확립 방안
산림바이오에너지 이용기술
대형산불피해지의 지표지질 변화
한국의 산림인증 현황과 표준체계 시안 개발
능이 접종묘 생산 및 꽃송이버섯 재배 실용화 기술
임산염료 자원 및 기능성 신소재 개발
백색부후균의 분자생물학적 연구
주요 수종의 산지시험
용재수종의 유전검정 시험
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국가보고서
산림공간정보체계 미래모형 및 실행계획 분석
구조부재의 비파괴 등급평가 시스템
품종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산림수종 품종특성 검정
임목의 기내재분화 체계개발
산림문화자산 유형분류 및 조사체계개발
년도 산림병해충 발생예찰조사연보
토석류 발생특성 및 피해규모 예측기법 개발
소나무재선충병 기초 생태특성 연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방법 연구
분재 재배방법 개선 및 관리기술 개발
임목수확 작업시스템
우리나라 야생 차나무 유전자원 보존
야외사용 방부합판의 제조 및 종합이용
산림기능 및 생태환경 특성에 따른 광릉시험림 경영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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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림의 산불피해저감을 위한 산불관리시스템 및 내화수림 조성
산림시업에 따른 유역의 물 환경 변화 연구
조림

사업 가이드북

산지약용자원의 생산 및 유통실태
산촌생태마을 도농교류 활성화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산림생태지도 작성연구
살아있는 지혜 산림전통지식과 현대의 만남
국내 목재생산 잠재력 예측
생리활성물질을 이용한 스트레스 저항성 유전자원 개발
체세포배 복제를 이용한 임목류 대량증식
속성수를 이용한
산불피해지의 계류생태계 변화
자생수종의

조성시험

밤나무 주요 재배 품종의 형태적 특성 및 구분
북한의 황폐산림 복구 협력 방향 및 과제
다자참여를 통한 국유림 경영 활성화 방안
목탄의 환경유해물질 흡착능 평가 및 이용
임업노동력 수급전망 및 근로조건 개선 방안
기능성 수종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임목의 뿌리 생장 특성에 대한

연구

산불 초기 연소행태 및 뒷불 재발화 관리기술 연구
밤나무 친환경 재배관리 기술
도시녹지 온실가스 인벤토리 서울시를 대상으로
요소

멜라민계 목재접착제의 합성

이용기술 개선

백두대간의 지리적 범위 구명 및 훼손지의 생태적 복원모델 개발
송이 감염묘를 이용한 송이 인공생산 기술 개발
참나무시들음병 발병생태 및 방제연구
와
개발 연구

융합기술을 활용한 국가산림자원조사 현지조사 시스템 프로토타입

산림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위한 주요 수종별 탄소배출계수
산림의 공익기능 계량화 연구
최근린사상법을 활용한 녹지네트워크 경향 및 생물서식공간 분석
한국형 목조건축
국산 주요 수종의 기초 및 응용물성
경관생태기법을 이용한 산불피해지 복원전략 수립
산지약용자원의 생산 및 유통 실태
제주고사리 산지재배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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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연구
소나무재선충병 발현기작 구명 및 방제체계 개발
소나무재선충병 생물검정법 개발 및 방제제 개발
소나무재선충병 진단키트 개발 및 방제관련 유용유전자 탐색
소나무재선충 매개충의 실용적 방제기술 개발
소나무재선충의 방제 생리기전 구명 및 방제후보물질 개발
항공라이다를 이용한 정량적 산림정보 해석
년도 산림병해충 발생예찰조사 연보
제주지역 산림유전자원의 수집 및 보존연구
사유림의 산림기능구분도 작성
소나무재선충병 내병성 품종 육성 연구
산지전용타당성 조사제도 도입방안 연구
열대림 임목개량 및 우량종묘 대량생산 기술 개발
백합나무 바이오순환림 조성 및 관리 매뉴얼
포플러 바이오순환림 조성 및 관리 매뉴얼
임산버섯 우량종균 및 재배기술 개발
북한 산림복구 지원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 활용방안
국산 침엽수재의 등급별 구조성능 평가
잣나무 임분건전성에 따른 관리방안
간벌소경재를 이용한 임도사면 안정구조물 개발
항공사진

자료를 활용한 제 차 임상도 제작

산림유역의 물순환 조사
임지내 미이용 바이오매스 수집을 위한 효율적 작업시스템 구축 및 수집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
산림병해충 발생예찰 연구 보고서
무궁화 조경수 육성
동해안 산불피해지 경관조림
도장목재의

계획과 성과

방출 특성 및 유해물질 저감기술

간벌재 이용 친환경 건설신기술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대기오염과 산림생태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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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류 피해예측지도 시범제작 및 전국화 방안 연구
고성 산불피해지 야생동물상 변화
매화산경영모델림의

현장이행을 위한 전략 수립

경제림육성단지 관리방안과 장기경영계획 모델
산지약용자원의 생산 및 유통 경쟁력 강화 방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적 산림관리 연구
년도 산림병해충 발생예찰조사 연보
산림탄소순환마을 기반구축 및 모델개발
디지털 항공영상을 이용한 대축척 임상도 제작 및 갱신방법 개발
인도네시아 REDD+ 전략 및 이행
건전묘목 생산을 위한 묘포토양관리 기술개발
Phytoremediation 기법을 이용한 휴·폐광지 오염물질 정화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지역 육상생태계의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기반 구축
제주지역 희귀식물 모니터링
임목유전자 대량 기능분석 연구
숲 품격 평가방법 개발 및 활용
수액의 생리화학적 특성 해석 및 자원수종 발굴
대사물질을 이용한 신속생장 우량목의 조기선발 인자
천마의 유성증식법
보안림의 관리제도 및 관리방안
산지약용자원의 생산 및 유통실태(Ⅵ)
입목벌채제도 개선 및 정책방향
신기능 형질전환체 개발 연구
산지특성평가제도 법제화 방안 연구
차량용 목조교량의 설계, 시공 및 평가 - 경간 30m 2차선의 집성재 아치트러스 1등교
인도네시아 REDD+ 사업 이행 가이드라인
산림병해충 발생예찰 조사 연보
국내 산림인증제 도입 관련 정책 및 제도화 연구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게정 기반 구축 연구
인도네시아 REDD+의 이상과 현실: 국가 전략 및 이행능력 평가
주요 조림수종의 육림방법에 따른 목재 재질 평가 및 가치 분석
산림의 공익기능 계량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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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 건설의 투자효과 분석
소나무재선충병 발병시스템 연구(I)
소나무재선충병 발병시스템 연구(II)
민간부문ㆍ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추진체계 정립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최적규격의 묘목 생산을 위한 시설양묘 시업기술 개발
목질계 에탄올 생산을 위한 전처리효소 대량생산 시스템 개발
효율적인 숲길조성ㆍ관리 및 숲길 거점 산촌지역 활성화 연구(I) - 숲길의 조성과 관리
효율적인 숲길조성ㆍ관리 및 숲길 거점 산촌지역 활성화 연구(II) - 숲길의 이용자 만족과
거점 마을 활성화
효율적인 숲길조성ㆍ관리 및 숲길 거점 산촌지역 활성화 연구(III) - 숲길 거버넌스 구축
참나무시들음병 종합관리 연구
미활용 산림바이오매스 자원 발굴 및 목재펠릿 특성
한반도 디지털 산지기후도 제작 및 산지기후 예측
친환경 난연목재 제조기술 개발
목재 ․ 플라스틱 복합재(WPC)의 제조기술 개발
산촌생태마을 유형별·수준별 운영 프로그램 개발
cDNA microarray를 이용한 현사시나무 배양세포의 생장단계별 유전자 발현 분석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개미군집의 변화
인니 열대림 생장 우수 수종 및 리그닌 저함량 신품종 육성
외국 유망수종 육성시험
침엽수를 이용한 버섯재배 기술 개발
유실수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속성수를 이용한 영양염류 제거효과 구명 및 실용화 기술 개발
나노셀룰로오스 복합재료의 제조기술 개발
광 및 수분 환경에 따른 주요 수종의 생장과 생리반응 특성
산림식물자원으로부터 퇴행성 뇌질환 생리활성물질 개발
산지은행제도 도입 방안
｢2006 IPCC 가이드라인｣ 도입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산림수종의 유전다양성 평가와 현지내 보존
소백산 주목림의 유전구조와 유전자원보존
산불피해강도의 정량적 평가기법 개발 및 피해특성 구명
기후변화 대응 산림재해 변화 예측 및 대응전략 개발
한국의 산림 바이오매스 자원량 및 지도(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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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의 생태와 문화
2013년도 산림병해충발생예찰조사연보
캄보디아 REDD+ 정책: 국가 로드맵 및 이행능력 평가
국가산림자원조사 자료와 RS/GIS기술을 이용한 산림탄소지도 제작 모델 개발
가리왕산 딱정벌레의 다양성과 풍부도에 대한 산림관리의 영향
목질계 탄화보드 성능개선 연구
한국 주요 수종별 탄소배출계수 및 바이오매스 상대생장식
국가등산로 노선 지정 기준 및 관리 방안 연구
산행안전지원대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주요 용재수종의 배우자 기여도 및 종자생산량 분석
목질판상제품용 하이브리드 접착제의 합성·이용기술 개발
산림복지 추진 체계 및 모니터링 기법 개발 연구
고성능 임업기계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작업시스템 개발
원통형 단판적층재 제조 및 이용
산림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체계적 임도망 구축기술 개발
상록활엽수종을 활용한 실내재배용 조경수 개발
Bt 기반기술을 이용한 백합나무·소나무 대량생산 기술개발
풍력발전단지 설치에 따른 산지관리방안 연구
지구환경변화에 대응한 장기생태연구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수종의 적지분포 변화 예측
공업화 목조주택 상용화 기술개발 및 전과정평가
매화산경영모델림을 통한 국유림 SFM 현장이행 체계 개발
제주시험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10년, 그리고 지표 모니터링
산림해충 페로몬 및 천연물 해충방제제의 현장적용기술 개발
기후변화 적응과 탄소흡수 증진 그리고 수종 육성
산림유전자원의 분자표지자 개발 및 이용연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2014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체계 개발 및 제도 개선
2014년도 산림병해충발생예찰조사연보
산림복지서비스 시설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매뉴얼
산불지도 작성 알고리즘 개발 및 제작기법 연구
단기소득임산물 경영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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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REDD+ 정책: 국가 전략 및 이행능력 평가
한국의 산림 분야 개발협력 발전 방안
북한 산림복구 관련 시나리오 구상 및 모니터링 지표개발
새만금 방조제 사면 수목생육기반 구축 연구
주요 인공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조림기술 개발
산림탄소경영 최적화 기법 개발
산림치유인자의 특성과 치유효과
균근성 버섯의 형태학적 배양 특성
리그닌을 이용한 바이오공중합체 제조 및 소재화 연구
분자생리적 접근을 통한 성숙목 재분화 연구
피난처를 이용한 산림유전자원 복원 연구
대형 목조건축물 구조요소 개발
산림치유효과 평가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례 분석
환경성 질환 및 실내공기질 개선용 피톤치드 소재 개발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지표성딱정벌레(Carabidae, Coleoptera)군집의 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영향평가 및 적응 연구
도시생활권의 산지토사재해 방재시스템 개발
한국잔디 특성 및 재배 기술 연구
도시화 및 인간간섭 산림녹지의 Biotope 계량화 및 관리방안
초분광 영상자료를 이용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탐지
산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림분야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산림토양 산성화 영향모니터링 및 평가․관리 기술 개발
2015년도 산림병해충 발생예찰조사 연보
Phytoremediation 기법을 이용한 휴·폐광지 오염물질 정화 모니터링
야계 사방구조물의 적정배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
산불피해지 생태계변화 모니터링 및 복구관리 기술 개발
목재 및 목질재료의 난연성능 향상
구리계 보존제 처리목재의 내구성 및 안전성 평가
해안방재림 효과분석 및 조성기술 개발
지역별 소나무의 재질발현 메커니즘 연구
고주파 가열에 의한 고속․생력 집성조건 구명 및 집성재의 성능평가
산림수자원 장기 모니터링 및 관리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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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목질계 바이오매스 고밀도 반탄화연료 특성
산림바이오에너지 제조 기반 기술
산지구분타당성조사 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사유림 경영 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
국내 환경적합 표고균주 육성 및 기능성 표고 재배기술 연구
산불방지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주요 침엽수종의 연료모델 개발
나노셀룰로오스 복합재료의 기능성 첨단소재화 연구 -나노셀룰로오스 응용 분야나노셀룰로오스 복합재료의 기능성 첨단소재화 연구 -공압출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분야천연유래 방제물질을 이용한 나비목 수목해충 방제 연구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딱정벌레군집의 변화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산림병해충 발생조사 및 예측 연구 보고서(2011-2015)
통합 산림관리를 위한 산림생태계 분석 및 평가
북한의 시장화 확산에 대응한 산림복구 지원 전략
나라꽃 무궁화 품종육성 및 특성평가
소나무재선충병 수종별 피해양상 분석 및 방제기술 개선
주요 용재수종 채종원의 진전세대 조성 기법 및 개량효과 증진 연구
임상도 고도화를 위한 원격탐사자료 활용방안
학교숲-텃밭 통합체험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촉진 방안
산림환경서비스 증진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 구축 연구
국가산림자원 해석 및 평가기술 개발
난대수종의 생산관리 및 이용증진 기술개발
산림기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난·아열대산림유전자원 보존연구(I)
주요 용재수종 육성을 위한 선발 및 유전검정 시험
산림복합경영을 위한 산림소득단지 조성 기술
인도네시아 습지대 산림조성 수종 및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리그닌 저함량 신품종 육성
2016년도 산림병해충 발생예찰조사 연보
꾸지뽕나무로부터 퇴행성 뇌기능 개선을 위한 효능 구명
산촌 생태관광 도입에 의한 산촌진흥 방안 연구
목재제품의 국가표준과 국제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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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질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축산기술 연구
산림 토양탄소모델 개발 및 활용
섬유판 재활용 기술 및 성능 개선
난아열대수종 지역적응성 검정 및 육성연구
한국나비분포변화 분석
대경재 생산 작업시스템 개발 및 작업안전
주요 수종의 천연갱신 메커니즘 및 중·대경재 수확작업
대사·유전체 정보를 이용한 유용형질 발굴 연구
목재 운송을 위한 임내도로의 적정 구조·규격과 계통적 연계 연구
탄화보드의 흡착·분해 성능개선 및 제조공정 변환 연구
산림건강성 모니터링 지표 및 평가기법 개발
중앙아시아 산림분야 개발수요와 한국의 협력 전략
참나무시들음병 발병 메커니즘 구명 및 방제 연구
도시생활권의 산지토사재해 방재시스템 개발 2015~2016
남부 주요 수종의 자원화를 위한 임분조성 및 무육관리 방안
목구조물의 흰개미 방제 및 예출조사
새만금 노출간척지 수목생육기반 및 수목보호시설 설치효과 모니터링
산림토양도 및 적지적수도 제작기법 개선과 응용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 방안 및 모델 개발
사회서비스 연계를 통한 산림치유서비스 확대방안
산지일시사용제도 개선 방안에 과한 연구
단벌기 목재에너지림 조성을 위한 우수클론 선발 및 관리
산림전통지식 유형분류 및 활용방안
산림탄소흡수원 정보 통계기반 구축
생애주기별 산림교육 연계성 강화 방안
벌채부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 생산 이용 연구
유망 식·약용 및 밀원수종 특성 분석과 재배기술 개발
교잡종 밤나무 품종 육성 및 재배관리 기술
주요 산채·산약초의 유묘생산 기술 및 임간재배 환경개선 방법
산촌마을과 산림복지시설 연계 산촌관광 확대 방안
대나무 자원의 인벤토리 구축 및 임분관리기술 개발
압축방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근절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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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의 미래 전망·산촌인구 전망 및 귀산촌인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 개미의 분포:온도와 서식처
산림 파리(벼룩파리과, 큰날개파리과, 춤파리과, 장다리파리과)의 분포(2006~2009)
와 기후변화 예측
주요 활엽수종 고품질 묘목 생산을 위한 양묘기술 개발
리그닌 유도체 나노섬유를 이용한 에폭시 강화 및 전도성 복합 소재화 연구
백두대간의 지형보전을 위한 산림경관 복원기술 개발
접근불능지역 실시간 산불위험예보 기반 구축
임업의 6차 산업화 매뉴얼
한국 나방군집의 변화 기후변화와 경관변화의 영향
2017년도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조사 연보
사방분야 실태조사를 통한 발전전략 수립 및 사방사업 효과 분석
주요 산림수종의 동적생장모델 개발
산악기상 정보 서비스 및 현장실용화 기술 개발
산지계류수 수질정화기능 증진기술 개발
식물반응기법을 이용한 산림토양 특성 평가
저지시험림 산림복지 공간 및 프로그램 ‘자연이 만든 예술, 저지 곶자왈’
잣나무림의 피톤치드 농도 및 미기상인자 발생특성
산림치유효과 추적조사 체계 개발
산림복지통계 구축방안 연구
대축적 산림공간정보 기반 산림수자원 평가 및 예측기법 개발
목재부후균에 의한 생물학적 목질성분변환 기반 연구
산림과수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흡수 증진을 위한 수종육성 연구
외국 유망수종 육성시험 II
조경 및 임산소득 수종 병해충의 특성 및 방제
산림생산성 증진을 위한 기능성 유전자 개발 연구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영향평가 및 적응 연구(II)
생활친화형 무궁화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사유림 경영 규모화를 위한 산림경영모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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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림병해충 발생 특성 구명 및 피해 저감 연구 최종보고서
임업용 포워더의 주행 및 적재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
임산물 대중국 수출 확대방안 및 마케팅 전략 연구
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적정기술 발굴 및 실행모델 구상
산림소득증대사업 보조금의 지원효과 분석
해외 산림 바이오매스 조림사업의 장애요인 극복 연구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이용한 산림유전자원의 DNA 마커개발 및 유전특성 연구
건조지 및 황폐지 산림복원 실행모델 개발
국내 목조주택의 건물에너지성능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
고강도 하이브리드 부재를 이용한 대형 목조건축 구조시스템 연구
무인항공기 산림분야 활용방안 및 산림재해 대응기술 개발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성과 증진 방안과 과제
주요 용재수종의 유전검정 및 개량효과 증진 연구
일본잎갈나무의 임목개량 및 육종기반 구축 연구
2018년도 산림병해충 발생예찰조사 연보
탄소 흡수 유지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기술 개발
산림 장기생태정보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연구
목질보드용 이소시아네이트 접착제
국산 주요 침엽수재의 단면크기별 건조스케줄 개발
용암숲 곶자왈의 가치발굴 및 지속가능한 활용기반 구축 연구
산림유전자원의 현지내 보존을 위한 유전다양성 평가 및 모니터링
유용 용재수종의 줄기세포 유도 및 클론생산 기술 개발
산림바이오매스의 반탄화 특성과 반탄화 연료 기반 기술
목재의 아토피개선 효과 및 terpene방산 특성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선택적 열화학적 반응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물질 제조 기술
산림교육 민간참여 현황 및 확대방안
산지 지역 및 지형을 고려한 산지이용기준 개발
가로수용 자생수종 발굴 및 품질 표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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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명자원으로부터 산림유지소재 개발을 위한 자원 발굴 및 항산화 활성 구명
다목적 집재장비의 조재 및 재재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
위성영상과 AI를 활용한 북한산림정보 구축 방법 개발
2019년도 산림병해충 발생예찰조사 연보
주요 활엽수 용재 수종의 조림기술 개발 연구
신기후체제 대응 산림부문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이행방안
현장 맞춤형 산불 진화기술 개발
친환경임산물 소비확대 방안 연구
삼나무 편백림의 임분관리를 위한 시업체계
자생 한국잔디를 이용한 신품종 육성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실태 및 방제전략
표고의 수종별 원목재배에 대한 연구
균근성 버섯의 배양 특성
내후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방부목재의 품질관리 연구
대도시권 도시숲의 식생 유형 및 생태적 특성 변화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산림작업 개선에 관한 연구
ICT 기반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감염목 탐지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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