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물체의 안토시아닌 생합성을 조절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 애기장대 유래 bHLH113 단백질 코딩 유전자를 포함하는 재조합 벡터로 식물
세포를 형질전환하여 식물의 안토시아닌 생합성이 조절된 형질전환 식물체를
제조할 수 있음

AtbHLH113 유전자를 이용한 안토시아닌

생합성이 조절된 형질전환 식물체의 제조

방법

및 그에 따른 식물체

형질전환

기술개요 기술정의

기술특징

• 애기장대 유래 bHLH113 단백질 코딩 유전자를 포함하는 재조합 벡터로 식물
세포를 형질전환하여 식물의 안토시아닌 생합성이 조절된 형질전환 식물체를
제조할 수 있음

• 애기장대 유래 전사인자 bHLH113 유전자를 이용하면 대표적인 식물 색소 물질인
안토시아닌의 생합성을 조절할 수 있음

• bHLH113 유전자는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증가된 식물체의 개발에 이용될 수 있으
며, 안토시아닌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식물체를 개발
을 통해 산업적으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

대표도면

기술의 차별성 및 우수성

- Col-0: 야생형 애기장대 - pap1D: 유가 과발현된 돌연변이체 - r394: 식물체에 T-DNA 삽입체

• 애기장대 유래 전사인자 bHLH113 유전자를 이용하면 대표적인 식물 색소 물질인
안토시아닌의 생합성을 조절할 수 있음

• bHLH113 유전자는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증가된 식물체의 개발에 이용될 수 있으
며, 안토시아닌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식물체를 개발
을 통해 산업적으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

• 식물에서는 안토시아닌 생합성의 조절, 상처, 한발, 과일 성숙, 기공 및 뿌리 발달 등
의 생장과 분화를 조절하는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됨

• 안토시아닌 생합성 억제 활성을 가진 MYB60 유전자와 상기 유전자가 도입된 형질
전환 상추가 개발되어 있음

• 펩티드 수송체 AtPTR2의 안토시아닌 생합성을 조절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바 있음

기술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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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술은 안토시아닌 생합성이 조절된 식물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식물품종(
종자)에 적용이 가능함

• 세계 종자시장은 인구증가에 의한 식량수요증가 및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생산 불
안전성, 농산물을 활용한 바이오 연료 개발 등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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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분류시장개요

시장분류별정의⋅특성

국내·외 시장현황 및 전망

세계 식량 종자시장 규모 세계 채소종자시장전망

• 세계 종자시장의 확대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식량소비량 증가 및 유전
자변형 작물시장 확대로 기인함

•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식품의 항산화 기능이 개선된 품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기업명 특징

몬산토 곡물 및 채소 종자 판매

천연물 의약품 분야 주요 경쟁사

시장 유망성

발명의 명칭 출원일 특허번호 주발명자 출원인

AtbHLH113 유전자를 이용한 안토시아

닌 생합성이 조절된 형질전환 식물체의

제조방법 및 그에 따른 식물체

2014.03.13 10-1465692 박연일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배나영 042-821-7173 nybae@cnu.ac.kr

Contact Point

기술개발단계(TRL) 및 특허현황

기초연구단계 실험단계 시작품 단계 실용화 단계 사업화

TRL 1 TRL 2 TRL 3 TRL 4 TRL 5 TRL 6 TRL 7 TRL 8 TRL 9

기초실험 개념정립
기본

성능 검증

부품시스템

성능검증

부품시스템

시제품 제작

시제품

성능평가

시제품

신뢰성 평가
시제품인증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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