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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ples are the most grown fruit crops in the fruit
industry of Korea. However, virus or viroid infection such as
apple mosaic virus (ApMV), apple stem grooving capillovirus
(ASGV), apple stem pitting virus (ASPV), apple chlorotic
leaf spot virus (ACLSV), apple scar skin viroid (ASSVd)
causes fruit yield reduction and poor fruit quality. Therefore,
in this study, we examined to established an efficient
virus-free system to eliminate the most infected ASGV virus
in domestic apple orchard. We investigated that the shoot
growth rate and the virus removal rate in ASGV infected
potted apples that were treated with heat treatment in a
growth chamber (constant temperature/humidity device)
maintained at 36°C, 38°C and 40°C for 4 weeks. Here we
found that the shoot growth rate was the highest in the heat
treatment group (36°C) and the virus was removed in the
middle and top of the shoot but not in the bottom. The virus
was did not removed in the 38°C and 40°C heat treatment
group in all section of shoots, and the heat treatment group
(40°C) died after 4 weeks of heat treatment without growth
of shoots. We performed in vivo shoot-tip grafting using the
shoot-tip of potted apple heat-treated at 36 °C, and we also
investigated the viability and virus removal rate, which
showed 94% viability and 20% virus removal rate.
Collectively, our results suggest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produce the virus-free apple plants through heat treatment
and shoot-tip graf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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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사과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약 12개의 바이러스에 자연적으
로 감염되며, 과실 생산과 품질에 피해를 주는 주요 바이러
스 및 바이로이드는 apple mosaic virus (ApMV), apple stem
grooving capillovirus (ASGV), apple stem pitting virus (ASPV),
apple chlorotic leaf spot virus (ACLSV), apple scar skin viroid
(ASSVd)로 알려져 있다(Nisar 2013). ApMV는 잎에 밝은 크
림색의 반점, 모자이크, 갈변을 발생시켜 생육을 저해하며
(Akbaş and Ilhan 2005), ASGV는 접목부위의 고접병에 의한
접목불친화성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생육 저해와 수확량
감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져 있다(Massart et al.
2011). ASPV와 ACLSV는 잠복기를 가지며 단독 또는 복합감
염으로 인한 상호작용으로 고접병과 생육저하를 유발하며
(Jelkmann and Paunovic 2011; Yanase 1974), ASSVd는 과피에
코르크 반점을 유발하여 착색 불량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보
고되어 있다(Kim et al. 2010). 주요 바이러스 4종과 바이로이
드 1종에 대한 정선, 단양, 예산, 장수, 무주 지역 사과 과수원
의 감염률은 97.3%의 높은 감염률을 보였으며, 각각의 감염
률은 ASGV 93.4%,ASPV 85.7%, ACLSV 59.0%, ASSVd 6.7%,
ApMV 3.6%로써 ASGV의 감염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
였다(Lee et al. 2020). 바이러스에 감염된 과수는 과실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야기시키며, 접목과 같은 영양번식에
의해 감염이 된다(Cembali et al. 2003).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병묘의 보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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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감염묘로부터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무병묘
를 생산하는 방법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식물체를 기내로 도
입하여 기내에서 열처리 후 생장점 배양을 통한 무병묘 생산
(Dĩaz-Barrita et al. 2008; Paprstein et al. 2008)과 기외에서 식물
체를 열처리 후 신초의 경정부위를 절취하여 기내에 도입 후
증식하여 무병묘를 생산하는 thermotherapy방법(Vivek and
Modgil 2018)이 있다.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 chemotherapy
방법은 조직배양체 증식배지에 항바이러스제인 ribavirin
(Hansen and Lane 1985), 6-azauracil (Hansen 1988), 2-thiouracil
(Skiada et al. 2009) 등을 처리하여 바이러스 제거 조직을 유
도한 후 증식하여 무병묘를 생산한다. 일부 바이러스는
thermotherapy와 chemotherapy 단독 처리로 바이러스를 제거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열처리와 항바이러스제
처리를 병행하는 방법과(Hu et al. 2015b)과 열처리와 초저온
동결 처리를 병행하는 방법(Wang et al. 2009)이 무병화 효율
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내 사과 농가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ASGV는 굴곡
사상바이러스로 600-700 nm × 12 nm의 크기와 6,495-6497개
의 염기를 가지며, 241 kDa의 ORF1과 36 kDa의 ORF2를 가지
고 있다(James 2008). ASGV는 다른 바이러스와 다르게 생장
점에도 감염되어 열처리 후 생장점 배양을 통한 바이러스 제
거 효율이 떨어진다(Knapp et al. 1995).
Zhao et al. (2018)은 immunolocalization을 통해 기내에서 배
양중인 ASGV 감염체의 바이러스 감염 분포를 관찰한 결과,
경정부분의 생장점과 엽원기에 ASGV가 감염되어 있으며,
열처리 후 생장점 상층부에서는 바이러스가 제거되었으나
생장점 상층부와 인접한 부위에서는 바이러스가 제거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열처리 후 생장점을 배양하여 재분
화 배양체의 바이러스 제거율을 조사한 결과 20-40%의 낮은
제거율을 보였으며, 바이러스 제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열
처리 후 경정부위를 초저온동결하여 생장점 부위만을 생존
시켜 배양한 결과 93-100%의 바이러스 제거율을 보여주었
다. 또한 열처리와 항바이러스제를 병행한 무병화 처리는
ASGV 바이러스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Hu et al. 2015b). 하지만 조직배양과 항바이러스제를 이용
한 무병묘 생산은 항바이러스제가 가지고 있는 독성과(Hu
et al. 2015b; Paunovic et al. 2007), 고농도의 식물 호르몬 사용
과 반복적인 증식 분화, 캘러스의 변이로 인해 유전형질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Dobránszki and da Silva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폿트묘를 이용
하여 바이러스가 제거된 경정부위를 생성하는 최적 열처리
온도를 분석하였으며, 기외에서 경정접목을 이용하여 효율
적인 무병묘 생산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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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식물 재료
열처리와 경정 접목을 이용한 무병묘를 생산하기 위해 중앙
과수묘목관리센터에 재식되어 있는 5년생 사과 쓰가루 품
종의 1년생 가지로부터 접수를 채취하였으며, 유기물 원료
인 피트모스 및 코코피트와 무기물 원료인 제오라이트를 혼
합한 상토(슈퍼두배나 상토 2호, 흥농씨앗, Korea)로 채워져
있는 사각심경포트(상부: 140 × 140 mm, 하부: 100 × 100 mm,
높이: 400 mm)에 재식된 MM111 무병대목에 가지접 하였다.
접목 폿트묘는 비가림 육묘장에서 1년간 생육 후 RT-PCR을
이용하여 ASGV에 감염된 9개체가 선발되었으며, 열처리
온도에 따라 각각 3개의 폿트묘가 시험 재료로 사용하였다.

열처리 및 경정 접목
육묘장 생육한 휴면기의 1년생 폿트묘를 이용하여 60% 습
도와 36°C, 38°C, 40°C가 유지되는 항온･항습장치에서 16시
간 주간, 8시간 야간 조건으로 4주간 열처리 과정을 수행하
였다. 각각의 온도에서 3개의 폿트묘가 처리되었으며, 주지
로부터 생성된 신초의 길이를 1주 간격으로 4주까지 측정하
여 신초의 생육을 조사하였다. 무병묘 생산을 위해 열처리 4
주 후 생성된 신초의 경정부위를 1 ~ 2 cm 크기로 절취하였
으며, 경정접목을 위한 대목으로 M9, M26 보다 세력이 강한
왜성무병대목 MM111에 접목하였다. 접목된 부위는 수분
손실에 의한 고사를 방지하기 위해 빛이 투과되는 플라스틱
캡을 씌워 밀봉하였으며, 항온･항습장치에서 26°C, 60% 습
도를 유지하며 16시간 주간, 8시간 야간 조건으로 7일간 육
묘하였다. 7일 후 밀봉된 캡을 개방하고 26°C, 60% 습도를 유
지하며 16시간 주간, 8시간 야간 조건에서 2개월간 생육 후
생존율 및 바이러스 제거율을 조사하였다. 열처리 온도에
따른 신초생장률 성적은 GraphPad Prism (PRISM 5.0, GraphPAD
Software Inc, San Diego, CA,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
분석을 하였다.

바이러스 검정
열처리 온도와 기간에 따라 폿트묘에서 발생한 신초의 바이
러스 제거율을 조사하기 위해 열처리 3, 4주 후 신초의 하단
부와 중간부 및 상단부의 잎을 채취하여 바이러스 검정에 사
용하였다. Total RNA를 추출하기 위해 조직파쇄기(TissueLyser
II, Takara, Japan)를 이용해 샘플을 마쇄하였으며 6M Guanidine
HCL 1 ml 첨가하였다. 실온에서 5분간 반응 후 13,000 rpm,
25°C, 10 min 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취하였으며 자동핵
산추출기(NucliENS EasyMAG, bioMérieux, Netherlands)를 사
용하여 제조사의 추출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추출된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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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ultiplication from two explants from an AVVP* bulb
Primers

Sequences (5’-3’)

Product size

References

ASGV-Fa

GCCACTTCTAGGCAGAACTCTTTGAA

264

Menzel et al. 2002

ASGV-R

AACCCCTTTTTGTCCTTCAGTACGAA
158

Menzel et al. 2002

b

Nad5-F

GATGCTTCTTGGGGCTTCTTGTT

Nad5-R

CTCCAGTCACCAACATTGGCATAA

a

ASGV: Apple stem grooving virus
Nad5: Dehydrogenase subunit 5

b

Fig. 1 Detection of apple virus in potted apple by RT-PCR. (A) Selection of plants infected with the virus. M, size marker; lane
1, positive control (ACLSV: Apple chlorotic leaf spot virus, ASPV: Apple stem pitting virus, ASGV: Apple stem grooving virus,
ASSVd: Apple scar skin viroid, ApMV: Apple mosaic virus, Nad5: Dehydrogenase subunit 5); lane 2-10, potted plants. (B) Position
of sampling from the lateral shoots resulting from heat treatment

RNA는 One-step P･CHECKTM Virus/Viroid kit Detection kit
(Nexbio, Korea)를 사용하여 cDNA합성 후 PCR을 수행하였
다. RT-PCR 대조구로 Dehydrogenase subunit 5 (Nad5)유전자
증폭이 사용되었으며, PCR 증폭은 2X RT-PCR Mix 15 µl,
Oligo mix 10 µl, Total RNA 1 µg를 혼합하였다. ASGV를 검출
하기 위한 primer 조합은 Table 1와 같다. 증폭반응은 cDNA
합성을 위해 50°C 30분, 95°C 1분 과정을 1회 반응시켰으며
PCR 반응을 위해 95°C 30초, 58°C 30초, 72°C 5분을 35회 반복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사과 폿트묘 ASGV 바이러스 진단
폿트묘 열처리를 통한 무병화 재료를 선발하기 위하여 중앙
과수묘관리센터 포장에 재식되어있는 5년생 사과 ‘쓰가루’
의 1년생 가지로부터 접수를 채취하여 폿트에 재식되어 있
는 MM111 대목에 가지접 하였으며, 비가림 육묘장에서 1년
간 육묘 후 바이러스를 검사하여 ASGV에 감염된 것을 확인
하였다(Fig. 1A).

열처리 온도에 대한 신초 생장률
열처리 온도에 따른 폿프묘의 신초 생장률을 조사하기 위하
여 36°C, 38°C, 40°C 처리 온도에서 4주간 열처리를 수행하였
다. 신초 생장률은 36°C 처리구에서 가장 높았으며(Fig. 2A),
폿트묘 1은 열처리 1주부터 빠른 생장률과 4주까지 가장 높
은 신초 생장률을 보였다(Fig. 3A). 폿트묘 2, 3은 열처리 2주
부터 신초 생장이 활발하였으며 열처리 4주까지 지속적으
로 생장하였다(Fig. 3A). 38°C 처리구 폿트묘 4, 폿트묘 6는 열
처리 1주부터 신초의 생장이 시작되었으나 열처리 4주까지
낮은 신초 생장률을 보였으며, 폿트묘 5는 열처리 4주까지
신초가 생장하지 않았다(Fig. 2B, 3B). 40°C 처리구에서는 모
든 폿트묘에서 일부 신초만이 발생되고 열처리 기간동안 생
장은 정지하였으며, 열처리 3주부터 모든 폿트묘의 고사 증
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4주 후에 괴사하였다(Fig. 2C, 3C).
식물은 지속적으로 고온에 노출되면 단백질 변성을 야기시
켜며, 이로 인해 효소 및 세포막이 손상되어 뿌리를 통한 수
분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Howarth 2005). 따라
서 40°C 처리구는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수분 부족에 의해
고사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러스는 열처리에 의해 복제와 이동이 제한된다(Co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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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hoot growth of potted apple after heat treatment for 1, 2, 3, and 4 weeks. (A) Potted apple plants heat-treated at 36°C. (B)
Potted apple plants heat-treated at 38°C. (C) Potted apple plants heat-treated at 40°C

Fig. 3 Shoot elongation of potted apple after heat treatment for 1, 2, 3, and 4 weeks. Data are the mean ± SEM. (A) Potted apple
plants heat-treated at 36°C; pot 1 (n = 13), pot 2 (n = 15), pot 3 (n = 15). (B) Potted apple plants heat-treated at 38°C; pot 4 (n
= 14), pot 5 (n = 16), pot 6 (n = 15). (C) Potted apple plants heat-treated at 40°C; pot 7 (n = 10), pot 8 (n = 11), pot 9 (n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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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temperatures on elimination of Apple stem grooving virus in potted apple
Heat treatment

Treatment period

3 weeks
36°C
4 weeks

3 weeks
38°C
4 weeks

3 weeks
40°C
4 weeks

Leaf position from the later shoots
Bottom → Middle → Top

Treated plants
Bottom

Middle

Top

1

+

-

-

2

+

-

-

3

+

-

-

1

+

-

-

2

+

-

-

3

+

-

-

1

+

+

+

2

+

+

+

3

+

+

+

1

+

+

+

2

+

+

+

3

+

+

+

1

+

nt

nt

2

+

nt

nt

3

+

nt

nt

1

+

nt

nt

2

+

nt

nt

3

+

nt

nt

+: positive reaction, -: negative reaction, nt: not tested

and Walkey 1978; Zhao et al. 2018). 따라서 바이러스의 복제와
이동을 억제하는 열처리 온도에서 생성된 신초 신장 부위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며, 열처리 과정에서 신초의 생장
률이 높을수록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경정부위를 획득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식물은 고온에서는 신초의
생육이 저하되고 열처리 온도가 낮아지면 바이러스의 복제
와 이동이 가능해져 적합한 열처리 온도와 기간이 요구된다
(Panattoni et al. 2013). 따라서 36°C 처리구는 열처리에 의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신초의 생장을 유지하며, 바이러스
의 복제와 이동을 제한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경정
조직을 생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열처리를 통한 바이러스 제거 효율
열처리 온도에 따른 바이러스 제거율을 조사하였으며 열처
리 과정에서 신장된 신초는 경정부분에 위치한 T (상단부)
와 신초의 가운데에 위치한 M (중간부), 그리고 주지와 근접
한 B (하단부) 3구간으로 구분하여 바이러스 제거율을 조사
하였다(Fig. 1B). 36°C 처리구는 열처리 3주 및 4주 후의 모든
신초의 하단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나 중간부와 상
단부에서는 바이러스가 제거되었다. 반면 38°C 처리구에서
는 모든 신초의 전 구간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Table 2).

높은 열처리 온도는 바이러스의 이동과 복제를 억제하는
데 효율적이지만 식물 생장에도 영향을 미쳐 식물의 생존율
과 신초의 분화 및 생장에 대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Hu
et al. 2015b; Uchanski et al. 2004). 따라서 효율적으로 무병묘
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의 복제와 이동을 억제하며
동시에 식물 생장을 저해하지 않는 최적의 온도가 요구된
다. 36°C 처리는 열처리에 의해 바이러스의 복제와 이동을
제한되어 신장된 신초의 중간부와 상단부는 바이러스에 감
염되지 않았으며, 하단부는 신초 생장이 시작되기 전 또는
바이러스 감염 부위와 근접하여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것으
로 보인다. 38°C 처리는 열처리 스트레스로 인해 낮은 신초
생장률을 보였으며, 열처리 3주부터 4주까지 모든 신초의
전 구간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Hu 등(2015b)는 열처
리 후 정단부 신초 보다 생장이 활발한 액아에서 발생한 신
초의 정단부의 사용이 무병화 효율이 높아짐을 보고하였는
데, 38°C 처리구에서 신장한 신초는 낮은 생장률에 의해 상
단부와 하단부가 근접하여 바이러스가 제거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40°C 처리구는 일부 신초가 발생되었으나 생장
이 정지되어 상단부, 중간부, 하단부가 구분되지 않았으며,
모든 폿트묘의 신초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따라서 바
이러스에 감염된 조직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는 열처리에 의
해 제거되지 않았으며, 바이러스의 복제와 이동이 제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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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Virus reinfection rate of heat treatmented shoots after seeding in green house
Seedling
temperature

Leaf position from the later shoots
Bottom → Middle → Top

Treatment period

Plant Number

Shoot Number

1 weeks

1

1

Bottom
+

Middle
-

Top
-

2

+

-

-

1

+

-

-

2

+

-

-

1

1

+

-

+

2

+

-

-

2

1

+

+

+

2

+

-

+

2
2 weeks
26°C

3 weeks

1
2

1

+

+

-

2

+

+

+

1

+

+

+

2

+

-

+

+: positive reaction, -: negative reaction

Fig. 4 A flow chart of production of virus-free apple plants using shoot-tip grafting. (A) Potted apple plants heat-treated at 36°C.
(B) Shoot tip. (C) Shoot-tip grafting. (D) Grafted shoot-tip were kept moist with plastic tube

신초의 생장이 활발한 36°C 처리에서 3주 이상 열처리한 신
초의 경정 부위는 바이러스가 100% 제거되었다.
열처리에 의해 바이러스가 제거된 조직이 열처리를 제거
하였을 경우 바이러스에 재감염 되는 시기를 조사하기 위해
36°C 온도에서 4주 열처리 후 26°C로 옮겨 생육한 결과, 2주
후 신초의 경정부위에서 바이러스 재감염률은 75%였으며,
3주 후 바이러스 재감염률은 100%였다(Table 3).

경정 접목에 의한 무병묘를 만들기 위해 36°C와 38°C에서
4주간 처리된 경정부위(Fig. 4A)를 1 ~ 2 cm 절취하여(Fig.
4B) 무병대목 MM111에 접목하였으며(Fig. 4C), 수분손실에
의한 고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정접목 부위를 플라스틱 캡
으로 밀봉한 후 7일 간 육묘하였다(Fig. 4D). 접목 7일 후 캡을
제거하고 26°C 온도에서 2개월 동안 육묘하여 접목묘의 생
존율과 바이러스 제거율을 조사하였다(Table 4). 36°C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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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rvival and elimination rate of plants after thermotherapy and combined with shoot tip grafting
Heat treatment
36°C

Treated plants

No. of grafted shoot tips

survival plants (%)

ASGV elimination (%)

1

9

100

11.1

2

11

90.9

30.0

3

12

Average
38°C

18.1
19.7 ± 9.5

1

1

100

0

2

nt

nt

nt

3

1

0

0

50.0 ± 70.7

0.0 ± 0.0

Average
40°C

91.7
94.2 ± 5.0z

1

nt

nt

nt

2

nt

nt

nt

3

nt

nt

nt

nt

nt

nt

Average
z

Standard error
nt: not tested

구에서 평균 94.2% 생존율을 보였으며, 38°C 처리구에서는
열처리 스트레스에 의해 경정 부위의 갈변이 진행되었으며
50% 생존율을 보였다. Hu 등(2015a)는 열처리 후 신장된 신
초의 경정 접목 생존율이 평균 41.2%로 보고하였으며, Hu 등
(2019)는 경정 접목 생존율이 평균 66.7%로 보고하였는데,
경정 접목 생존율의 차이는 경정 부위의 열처리에 의한 피해
정도와 접목 방법 및 접목 부위의 수분 손실에 따른 고사에
의한 차이로 보여진다.
경정 접목 2개월 후 접목묘의 바이러스 제거율을 조사한
결과, 36°C 처리구의 바이러스 제거율은 평균 19.7%였다
(Table 4). 열처리 후 생장한 신초의 경정 부위의 바이러스 제
거율은 100%였는데(Table 2), 경정 접목 후 폿트묘에서 바이
러스가 검출된 것은 열처리 후 신초의 경정부위에 존재하는
바이러스 농도가 낮아 PCR에 검출되지 않았으며, 경정접목
후 육묘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여 PCR에 검출된 것으
로 보인다. 38°C 처리구에서는 바이러스가 제거되지 않았는
데, 이러한 결과는 접목을 위해 채취한 경정부위가 바이러
스 감염 조직과 근접하여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Table 4).
따라서 무병화 효율을 높이기 위해 높이기 위해서는 36°C 이
상의 열처리 온도에서 신초가 생장하는 조건과 1 cm보다 작
은 크기의 경정을 접목할 수 있는 미세접목 기술이 확립되면
효율적인 무병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ASGV에 감염된 폿트묘를 이용해 열처리
온도와 기간에 따른 바이러스 제거율에 대하여 조사하였으
며, 열처리 후 신장된 신초의 경정을 이용한 경정접목을 통
해 무병묘를 획득하였다. Lee et al. (2013)은 기외에서 폿트묘
열처리 후 기내에서 경정배양을 통해 무병묘를 생산하였는
데, 본 연구의 경정접목을 이용한 무병묘 생산은 무병화 과
정을 간략화 하여 무병묘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열

처리와 항바이러스제처리 또는 초저온동결처리 등과의 복
합처리 보다 바이러스 제거율이 떨어진다(Hu et al. 2015b;
Zhao et al. 2018). 따라서 더욱 효율적인 무병화 시스템을 개
발하기 위해서는 높은 열처리 온도에서 신초 생장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적요
사과는 국내 과수산업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과종이
다. 하지만 apple mosaic virus (ApMV), apple stem grooving
capillovirus (ASGV), apple stem pitting virus (ASPV), apple
chlorotic leaf spot virus (ACLSV), apple scar skin viroid (ASSVd)
와 같은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면 과실의 수확량
감소 및 품질 저하를 야기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사과
농가에서 가장 많이 감염되어 있는 ASGV 바이러스를 제거
하기 위한 효율적인 무병화 시스템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ASGV에 감염된 폿트묘를 36°C, 38°C, 40°C가 유지되는 항
온･항습장치에서 4주간 열처리를 수행하였으며, 신초 생장
율과 바이러스 제거율을 조사하였다. 신초 생장률은 36°C
처리구에서 가장 높았으며 신초의 중간부와 상단부는 바이
러스가 제거되었으나 하단부는 바이러스가 제거되지 않았
다. 38°C, 40°C 처리구는 신초의 모든 구간에서 바이러스가
제거되지 않았으며, 40°C 처리구는 신초의 생장 없이 열처
리 3주 후 고사되었다. 36°C 온도에서 열처리된 폿트묘의 경
정을 절취하여 기외에서 접목하였으며 94%의 생존율과
20%의 바이러스 제거율을 보였다. 따라서 열처리 및 경정
접목을 통해 무병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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