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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plants, color is a powerful tool to attract insects and herbivores which act as pollinators and 
vehicles of seed dispersion. In particular, flower color has held key post for human with aesthetic value. 
Horticultural industry has developed methods to produce new and attractive color varieties in flowering plants. 
Carotenoids are one of the main pigments being responsible for red, orange, and yellow colors. Their biosynthetic 
pathway has been considered as a major target of metabolic engineering for color modification of flowers 
and fruits. Here, we review the diverse efforts to modify pigment phenotype by the control of carotenogenic 
gene expression and enzyme levels. Recent reports about regulating degradation and storage of carotenoids 
will be also summarized to help the creation of engineered flower with novel color phenotype which is not 
existed in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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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식물에서 터페노이드(또는 이소프레노이드) 물질은 스테롤

(phytosterol), 병원균 방어물질(phytoalexin), 광합성 색소인 

카로티노이드(carotenoid)와 클로로필(chlorophyll), 그리고 

abscisic acid(ABA)와 gibberellin(GA) 같은 식물 호르몬 등

으로 역할이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 카로티노이드는 탄소 

40개의 polyene backborn을 가지는 유기분자로서 다수의 이중

결합 형태로 이루어진 카로티노이드 특이구조가 단파장의 가

시광선과 유동광선에 흡수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주로 광합

성 생물에서 합성되는 카로티노이드 색소들은 황색에서 홍색, 
적색을 나타내는 범위에 있으며 식물에서는 클로로플라스트

(chloroplast, 엽록체)와 크로모플라스트(chromoplast, 잡색체) 
내에서 생합성되어 과실, 뿌리 등의 저장기관과 꽃과 같은 

생식기관의 광합성 조직에 색을 부여한다(Ha et al., 2007). 
특히, 클로로플라스트 내의 카로티노이드는 광합성의 보조

색소(accessory pigment)로서 식물 생육에 필수적인 광흡수

(light harvesting)에 관여할 뿐 아니라 과다한 빛 에너지로부

터 세포를 보호하는 광보호(photoprotection) 기능을 수행한다

(Demmig-Adams and Adams, 2002). 이와 대조적으로 크로모

플라스트 내의 카로티노이드는 수분 매개충과 종자 번식을 

위해 초식동물과 새 등 다른 생물체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

으로 주로 합성된다(Bartley and Scolnik, 1995).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유익한 영양

성과 기능성을 겸비한 화합물로써 그 우수성이 꾸준히 입증

되어 왔다. 사람을 포함하여 비타민A 성분을 생체 내에서 

합성할 수 없는 동물이 음식물을 통해 섭취했을 때 간에서 

비타민A로 전환될 수 있는 비타민A 전구체, 즉 프로비타민

A 성분으로써의 기능과 강력한 항산화력에 기인한 암 예방 

및 치료 효과가 그 것이다(Pfander, 1992). 그리고, 순수하게 

심미적 측면에서 카로티노이드가 인간에게 큰 영향력을 지

니는 분야가 화색이므로 꽃에서의 카로티노이드 색소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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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rotenoid composition in petals of flowers.

Species Cultivars or
mutants

Petal 
color Major component Minor component References

Gentian (Gentiana lutea) Yellow lutein, violaxanthin, β-carotene, 
antheraxanthin

neoxanthin, zeaxanthin, β-cryptoxanthin
Zhu et al. 

(2003)

Moning glory 
(Ipomoea sp.)

Yellow β-cryptoxanthin, zeaxanthin lutein, neoxanthin, 
violaxanthin

Yamamizo et 
al. (2010)

Moning glory 
(Ipomoea obscura)

White - zeaxanthin, lutein, 
neoxanthin, violaxanthin

Yamamizo et 
al. (2010)

Marigold (Tagetes erecta) Lady Yellow, 
Orange

lutein - Moehs et al. 
(2001)

Lilies (Lilium spp.) Connecticut 
King

Yellow antheraxanthin, 
(9z)-violaxanthin, cis-lutein

violaxanthin, lutein, β-carotene
Yamagishi et 

al. (2010)
Lilies (Lilium spp.) Montreux Red violaxanthin, lutein, β-carotene

antheraxanthin, 
(9z)-violaxanthin, cis-lutein

Yamagishi et 
al. (2010)

Lilies (Lilium spp.) Saija Red capsanthin antheraxanthin Yamagishi et 
al. (2010)

Tomato flower 
(Solanum lycopersicum)

Wild type Yellow violaxanthin, neoxanthin lutein Galpaz et al. 
(2006)

Tomato flower 
(Solanum lycopersicum)

Tangerinez Orange neoxanthin, violaxanthin, 
phytoene, rubixanthin

prolycopene, phytofluene, ζ-carotene, neurosporene, 
lycopene, γ-carotene, β-carotene, β-cryptoxanthin, 

lutein

Isaacson et 
al. (2002)

Tomato flower
(Solanum lycopersicum)

White-flower 
(wf)y

White β-carotene, neoxanthin violaxanthin, lutein, 
phytoene

Galpaz et al. 
(2006)

Daffodil (Narcissus 
pseudonarcossis)

Dark 
yellow

lutein β-carotene Valadon and 
Mummery 

(1968)
Adonis (Adonis aestivalis) Red astaxanthin 3-hydroxyechinenone, 

adonixanthin, adonorubin
Cunningham 
and Gantt 

(2005)
Hybrid orchid 
(Oncidium Gower Ramsey)

Yellow 9-cis-violaxanthin, 
neoxanthin

violaxanthin, lutein Chiou et al. 
(2010)

Hybrid orchid 
(Oncidium Gower Ramsey)

Sunkist Orange 9-cis-violaxanthin, β-carotene
lutein, neoxanthin, 

violaxanthin
Chiou et al. 

(2010)
Hybrid orchid 
(Oncidium Gower Ramsey)

White jade White - - Chiou et al. 
(2010)

Saffron (Crocus sativus)x Red 
stigmata

zeaxanthin, ζ-carotene, β-carotene
β-cryptoxanthin, lycopene, 

phytofluene
Castillo et al. 

(2005)
Cucumber flower 
(Cucumis sativus)

Anguria Yellow lutein, β-carotene, 
flavoxanthin, auroxanthin, 

zeaxanthin

β-cryptoxanthin, α-carotene, 
violaxanthin

Neamtu et al. 
(1975)

zProlycopene (CRTISO substrate), phytofluene, ζ-carotene, neurosporene accumulate because CRTISO gene expression is impaired 
in tangerine.

yThe elimination of CrtR-b2 in wf petals results in an 80% reduction in total carotenoid concentration, possibly due to the inability 
of petals to store high concentration of carotenoids other than xanthophylls, and by degradation of β-carotene which accumulates 
as a result of the wf mutation.

xFully developed stigmata.

점을 맞추어 화훼 산업에서의 다양한 화색변경 노력뿐만 아

니라 전통적으로 마른 꽃에서 추출한 일부 카로티노이드 성

분이 음식에 색과 향기를 부여함으로써 약리적･영양학적 

기능을 가진다는 측면도 다루고자 한다. 식물의 잎에도 비

슷한 조성의 카로티노이드 화합물이 존재하지만, 꽃은 그 

종에 따라 뚜렷이 구분되는 카로티노이드 조성 및 함량을 

보여주고 있으며(Table 1), 이는 단일 유전자의 변이에 영향

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naka et al., 2008).
본 총설에서는 먼저 식물체 내 카로티노이드 생합성 경로 

및 조절 기작을 분자적 수준에서 살펴보고, 화훼류 종류별 

화색과 카로티노이드 성분의 상관관계를 자세히 살펴봄으

로써 다양한 화색 대사공학의 전략, 즉 꽃의 내재 카로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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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Carotenoid biosynthetic pathway in plants. (A) Biosynthetic route of carotenes and xanthophylls from IPP and DMAPP. 
(B) Possible route to ketocarotenoids from β-carotene. BCH, β-carotene hydroxylase; BKT, β-carotene ketolase; CCS, capsanthin–
capsorubin synthase; CRTISO, carotenoid isomerase; CYP97C, carotene ε-ring hydroxylase; DMAPP, dimethylallyl diphosphate; 
GGPP, geranylgeranyl diphosphate; GGPS, GGPP synthase; IPI, isopentenyl diphosphate isomerase; IPP, isopentenyl diphosphate; β-LCY, lycopene β-cyclase; ε-LCY, lycopene ε-cyclase; NCED, 9-cis-epoxycarotenoid dioxygenase; NXS, neoxanthin synthase; 
PSY, phytoene synthase; PDS, phytoene desaturase; VDE, violaxanthin de-epoxidase; ZDS, ζ-carotene desaturase; ZEP, 
zeaxanthin epoxidase; Z-ISO, ζ-carotene isomerase. 

이드 생합성 조절, 케토카로티노이드 생합성 경로로의 연장, 
카로티노이드 절단 경로 조절, 카로티노이드 저장 및 크로

모플라스트 발달 기작 조절 등을 제시하고 이런 방법을 통

해 일부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변경된 대사공학 연구 전반에 

대한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식물 카로티노이드 생합성 및 대사 과정의 개요

카로티노이드 합성의 기질 생성

식물에서 카로티노이드는 모든 터페노이드 물질의 기본 

단위인 이소프렌(isoprene: C5) 구조를 가지는 isopenten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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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ophosphate(IPP)와 dimethylallyl pyrophosphate(DMAPP) 
물질로부터 생합성된다. 특히, 카로티노이드 합성에 사용되는 

IPP와 DMAPP는 acetyl-CoA를 시작 물질로 3-hydroxy-3- 
methylglutaryl-CoA reductase(HMGR)가 주효소로 관여하는 

cytosolic mevalonate 경로가 아니라, pyruvate와 glyceraldehyde- 
3-phosphate(GAP)로부터 1-deoxy-D-xylulose 5-phosphate(DXP)
를 거치는 non-mevalonate 경로(또는 GAP-pyruvate 경로, 
DXP 경로, MEP 경로)를 통해 주로 공급된다(Eisenreich et 
al., 2001). 먼저 DXP synthase(DXS)에 의해 pyruvate와 GAP
의 중합반응으로 형성된 DXP가 DXP reductoisomerase(DXR, 
IspC)에 의한 환원반응으로 2C-methyl-D-erythritol 4-phosphate 
(MEP)라는 branched-chain polyol 구조로 재배치되고, 4- 
diphosphocytidyl-2C-methyl-D-erythritol synthase(MES, IspD), 
4-diphosphocytidyl-2C-methyl-D-erythritol kinase(MEK, IspE), 
2C-methyl-D-erythritol 2,4-cyclodiphosphate synthase(MECS, 
IspF) 세 종류의 연속적인 효소반응에 의해 nucleotide 
diphosphate intermediate를 거쳐 cyclic 2,4-diphosphate 구
조로 전환된다. 그 이후 1-hydroxy-2-methyl-2-(E)-butenyl 
4-diphosphate synthase(HDS, IspG)에 의한 ring opening, 
1-hydroxy-2-methyl-2-(E)-butenyl 4-diphosphate reductase(HDR, 
IspH)에 의한 환원반응에 의해 IPP가 합성된다. 이는 Fig. 1A
에서 그 과정을 보면, isopentenyl diphosphate isomerase(IPI) 
효소 활성에 의해 DMAPP와 상호 전환되면서 최종적으로 

IPP와 DMAPP가 합성된다(Rodriguez-Concepcion and Boronat, 
2002; Rohdich et al., 2003). DMAPP 한 분자에 IPP 세 분

자를 연속적으로 첨가시키는 geranylgeranyl pyrophosphate 
synthase(GGPS) 촉매반응에 의해 탄소 20개의 diterpene 물
질인 geranylgeranyl pyrophosphate(C20, GGPP)가 만들어져 

카로티노이드 합성의 본격적인 기질로 사용된다(Misawa et 
al., 1994).

카로틴과 크산토필 생성

카로틴(C40, carotene)과 크산토필(C40, xanthophyll)을 총칭

하는 카로티노이드 물질군의 본격적인 생합성은 Fig. 1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분자의 GGPP가 phytoene synthase(PSY)
에 의한 중합반응을 통해 탄소 40개의 15-cis-phytoene 물
질을 합성하면서 시작된다(Misawa et al., 1994). Phytoene 
desaturase(PDS)가 관여하는 두 단계의 불포화 반응에 의해 

9,15-cis-phytoene을 거쳐 9,15,9’tri-9-cis-ζ-carotene이 생성

되고, ζ-carotene isomerase(Z-ISO) 반응으로 9,9’di-cis-ζ
-carotene로 변환되고, ζ-carotene desaturase(ZDS)에 의한 

두 단계의 불포화 반응으로 7,9,9’di-cis-ζ-neurosporene를 거

쳐 7,9,7’,9’tetra-cis-ζ-lycopene이 된 후, carotenoid isomerase 

(CRTISO)의 작용으로 all-trans-lycopene이 생성된다(Breitenbach 
and Sandmann, 2005; Chen et al., 2010; Isaacson et al., 
2004). 비환형 카로티노이드의 최종물질이자 선홍색의 카로

티노이드 색소인 lycopene은 두 종류의 환형 카로틴 물질로 

전환되는데, 하나는 lycopene-β-cyclase(β-LCY, LCYB)의 

두 단계 작용에 의해 γ-carotene를 거쳐 만들어지는 β
-carotene이고, 다른 하나는 β-LCY와 lycopene-ε-cyclase(ε
-LCY, LCYE)의 공동작용에 의해 각각 γ-carotene과 δ
-carotene을 거쳐 만들어지는 α-carotene이다. 
이 두 종류의 카로틴 물질로부터 산화적 유도체인 크산토필 

물질들이 합성되는데, β-carotene으로부터 di-iron non-heme 
β-carotene hydroxylase(BCH) 또는 P450-type β-carotene 
hydroxylase인 CYP97A/CYP97B의 작용에 의해 β-cryptoxanthin
을 거치는 두 단계의 수산화 반응에 의해 노란색의 zeaxanthin
이 생성되고, α-carotene으로부터 BCH 또는 CYP97A/CYP97B
에 의해 zeinoxanthin을 거쳐 P450-type ε-hydroxylase인 

CYP97C에 의해 한 단계 수산화 반응이 추가되면 노란색

의 lutein이 생성된다. Zeaxanthin은 zeaxanthin epoxidase 
(ZEP)에 의해 두 단계의 epoxidation 반응을 거쳐 황색소인 

antheraxanthin과 violaxanthin으로 전환되고, violaxanthin
은 violaxanthin de-epoxidase(VDE)에 의해 antheraxanthin
을 거쳐 zeaxanthin으로 다시 전환될 수 있고, anteraxanthin
과 violaxanthin은 neoxanthin synthase(NXS)에 의해 황색

의 neoxanthin으로 전환될 수 있다(Al-Babili et al., 2000; 
Bouvier et al., 1998). 

케토카로티노이드 생성

일부 식물체에는 ketolase 반응 보유에 의한 케토카로티

노이드(C40, ketocarotenoid) 생합성 경로가 존재한다. Fig. 
1A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추 과실과 백합의 ‘Saija’ 품종 꽃에

서 epoxycarotenoid의 일종인 antheraxanthin과 violaxanthin
은 각각 capsanthin과 capsorubin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이

는 capsanthin/capsorubin synthase(CCS)의 촉매 반응에 의

해 가능하다(Bouvier et al., 1994; Yamagishi et al., 2010). 
또 다른 예인 Adonis aestivalis(summer pheasant’s-eye)의 

경우, 보통은 미생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적색의 케토카

로티노이드인 astaxanthin을 드물게 합성한다. 그 생합성은 

물질의 구조상으로 보면 zeaxanthin의 양 말단 링 구조에 각

각 carbonyl group을 도입하는 ketolation 반응만을 필요로 

하나(Fraser et al., 1998; Lotan and Hirschberg, 1995), β–
carotene에서 astaxanthin이 만들어 지기까지 두 단계의 carbonyl
기 도입 반응과 두 단계의 수산화 반응의 혼재에 의해 여러 

가지 중간 산물들이 만들어진다(Fig. 1B). 이 때 수산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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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각 말단 링의 4번째 탄소에 carbonyl기 도입되는 반응

이 선재된다는 일부 결과에 따르자면, astaxanthin 생성의 주

요 기질은 zeaxanthin보다는 β-carotene이 되고 중간산물도 

β-cryptoxanthin과 zeaxanthin보다는 echinenone과 canthaxanthin
일 것으로 예측하는 보고가 있다(Cunningham and Gantt, 
2005). 

아포카로티노이드 생성

카로티노이드 생합성 경로가 연장되면 카로티노이드 절단 

산물(carotenoid cleavage products, CCPs)의 일종인 아포카

로티노이드(apocarotenoid)가 합성된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물질은 크산토필 물질인 neoxanthin이 9-cis-epoxicarotenoid 
dioxygenase(NCED)에 의해 xanthoxin으로 절단된 후 만들

어지는 식물 호르몬의 일종인 ABA이다. 최초로 클로닝된 

카로티노이드 절단 효소(carotenoid cleavage dioxygenase, 
CCD) 유전자 역시 ABA 합성의 주효소로서 시들지 않는 

옥수수 Viviparous 변이체 중에서 선발된 vp14 유전자인 

NCED이다(Schwartz et al., 1997, 2003; Tan et al., 1997). 
그 이외에 신개념의 식물 호르몬인 strigolactone, 식용 색소

로서 lycopene의 절단산물인 bixin과 zeaxanthin의 절단산

물인 crocetin, 향기성분으로서 화장품, 향수 등에 사용되는 

β-ionone 등 다양한 카로티노이드 절단 산물들이 아포카로

티노이드 물질 군에 속하며, 그 기능의 규명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카로티노이드를 기질로 절단하는 다수의 CCD 유전

자들이 여러 생물 종으로부터 보고되고 있다(Bouvier et al., 
2003; Gomez-Roldan et al., 2008; Schwartz et al., 1997; 
Simkin et al., 2004; Umehara et al., 2008; Von Lintig and 
Vogt, 2004). 아포카로티노이드 물질의 다양성만큼 이나 그 

생합성 과정도 다양하고 식물 종류에 따라 특정한데, 화훼

류인 샤프란의 유색 아포카로티노이드 물질인 crocetin과 

picrocrocetin은 zeaxanthin을 기질로 zeaxanthin cleavage 
dioxygenase(CsZCD) 반응에 의해 crocetin dialdehyde(C20)와 

hydroxyl-β-cyclocitral(C10)로 절단된 뒤 crocetin glucosyl-
transferase 반응에 의해 여러 가지 종류의 crocetin glucoside 
유도체로 전환된다(Tarantilis et al., 1994). 이와 동시에 β
-carotene 등 다양한 카로티노이드를 기질로 다른 종류의 

CCD 효소 작용에 의해 CCP의 일종인 hydroxy-β-ionone, 
β-ionone과 소량의 safranal 같은 방향 성분도 함께 생성된

다. 이렇듯 식물마다 고유한 특정 카로티노이드 절단에 의

한 특정 유색 아포카로티노이드 성분의 생성 기작을 새로이 

도입하는 전략도 흥미로울 뿐 아니라 천연색소 물질인 카로

티노이드 성분의 내재 절단 기작을 변경하고 억제시키는 조

절 방법에 의해 색도를 증진하는 전략이 화색 대사공학에 

휠씬 더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증거가 최

근 제시되고 있다.

화훼류 종류별 다양한 카로티노이드 대사 조절 기작

카로티노이드 생합성 유전자의 전사단계 발현 조절

식물 내재 카로티노이드 생합성 유전자의 전사단계에서

의 발현 조절은 특정 카로티노이드 생성 표현형의 원인이 

되는 매우 중요한 기작이므로 꽃 종류별로 다양한 카로티노

이드 조성 및 함량에 따라 전사조절의 효과도 꽃의 종류별

로 소개하고자 한다. 

젠티안(Gentian)

젠티안(용담속의 다년생 꽃, Gentiana lutea)은 β-carotene
과 다양한 xanthophyll 성분(lutein, violaxanthin, antheraxanthin)
의 축적으로 풍부하고 밝은 노란색의 약리 효과를 가진 화

훼류(Fig. 2A)로서 카로티노이드 생합성 관련 유전자의 대

부분(GGPS, PSY, PDS, ZDS, LYCB, LYCE, BCH, ZEP)
이 노란색 꽃잎 cDNA library로부터 클로닝되었고, 일부 유

전자의 기능이 E.coli complementation 실험에 의해 확인되었

다(Zhu et al., 2002, 2003). 꽃의 발달과 함께 카로티노이드 

함량이 크게 증가함과 동시에 lutein 생성 경로인 ε-branch로
부터 zeaxanthin, antheraxanthin, neoxanthin을 생성하는 β
-branch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결과는 PSY와 ZDS 
전사체 발현은 6-7배, LCYB, BCH, ZEP 전사체 발현은 2배 

정도 증가하고 LYCE 전사체 발현은 50%정도 감소하는 양

상과 일치하였으며, 더 흥미로운 점은 꽃의 발달과 함께 GGPS 
전사체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인데 이는 젠티안에서 카로티

노이드 생합성은 꽃잎 발달의 초기 단계에 축적된 GGPP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암시한다고 해석되었다(Zhu et 
al., 2002). 

나팔꽃(Morning glory)

나팔꽃 속(Ipomoea genus)은 노란색에서 오렌지색에 걸

쳐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다양한 화색의 많은 품종이 존재

한다(Fig. 2B). 그 중에서 일본의 주요 나팔꽃 품종(Ipomoea 
nil)인 흰 꽃 표현형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최근 두 개의 

노란 꽃 품종과의 비교 연구가 시도되었다(Yamamizo et al., 
2010). 초기 꽃 발달이 이루어지는 동안 모든 나팔꽃 종류의 꽃

과 잎에서 동일한 조성의 카로티노이드인 lutein, violaxanthin, 
β-carotene이 축적되었고 특히 노란 꽃에서는 크로모플라스트

형(chromoplast-type)인 β-carotene, β-cryptoxanthin, zeaxanthin
이 축적되었으나(Moehs et al., 2001), 흰 꽃에서는 그 어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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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wer colors derived from carotenoids. (A) Gentian (Gentiana lutea); (B) Morning glory, left: white (Ipomoea obscura), 
right: yellow (Ipomoea sp.); (C) Marigold (Tagetes erecta); (D) Tomato (Solanum lycopersicum), (E) Lilies, left; yellow asiatic 
lily, right; red asiatic lily, (F) Daffodil (Narcissus pseudonarcissus); (G) Adonis (Adonis aestivalis), erecta); (H) Three Oncidicum 
cultivars, left: Oncidicum Gower Ramsey, middle: Oncidicum Gower Ramsey ‘Sunkist’, right: Oncidicum Gower Ramsey ‘White
Jade’; (I) Eight species of Saffron (Crocus sativus), blood-red color of stigma in flower derived from apocarotenoids; (J) Cucumber 
(Cucumis sativus).

로모플라스트형 카로티노이드가 축적되지 않았다(Yamamizo 
et al., 2010). 특히, 미숙한 꽃잎으로부터 IPI, GGPS, PSY, 
PDS, ZDS, CRTISO, LYCB, LYCE, BCH, CCD1, CCD4 
유전자를 분리하여 그 발현도를 노란색 꽃과 비교해 보았을 

때, 특히 BCH 유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전자들이 흰 꽃

에서 그 발현이 매우 낮았으며 CCD1과 CCD4의 발현은 카

로티노이드 함량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졌으므로, 일
본 나팔꽃의 흰 꽃 형질은 카로티노이드 생합성 유전자의 발

현 저하에 의한 크로모플라스트형 카로티노이드 합성 능력

의 결핍 때문인 것으로 제시되었다(Yamamizo et al., 2010).

메리골드(Marigold)

메리골드(천수국, 국화과의 꽃, Tagetes erecta)는 카로티

노이드 색소 생산을 위한 상업적 이용도가 매우 큰 화훼 작

물(Fig. 2C)로서 꽃잎의 노란색, 오렌지색 색조를 나타내는 

lutein 성분이 달걀 노른자의 품질 증진을 위한 가금류 사료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며 흰 꽃과 화색이 짙은 품종간의 카

로티노이드 함량은 거의 100배 이상 차이가 난다(Moehs et 
al., 2001; Scott et al., 1968). 메리골드의 카로티노이드 관

련 유전자는 PSY, PDS, LYCB, LYCE, BCH 유전자가 먼

저 클로닝된 후, DXS, IPI, GGPS 유전자가 클로닝되었고, 
색소체 분할(plastid division)과 복제(replication)에 관련된 

유전자 MinD와 FtsZ도 클로닝되었다(Moehs et al., 2001). 
흰색에서 짙은 오렌지색에 걸쳐 4개 화색의 꽃 종류별로 유

전자 발현도 및 카로티노이드 함량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본 

결과에서는 PSY mRNA의 레벨과 가장 확실한 상관관계가 

밝혀졌으며, 화색이 짙은 꽃 종에서 lutein 생합성 경로에 관

여하는 LYCE 유전자의 발현도는 높은 반면 LCYB 유전자

의 발현은 크게 유도되지 않았다. 이는 메리골드의 카로티

노이드 생성이 전반적으로 전사수준에서 조절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PSY mRNA의 레

벨과 카로티노이드 함량이 크게 상관이 없다는 다른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오렌지 화색의 Crackerjack 종보다 노란 화색

의 Alcosa 종에서 PSY mRNA 발현이 강하였다(Del Villar- 
Martinez et al., 2005). 그들은 또한 LYCB mRNA가 Alcosa 
종과 Crackerjack 종에서는 강하게 발현되는 반면 하얀 화

색의 Snowdrift 종에서는 거의 발현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냈다(Del Villar-Martinez et al., 2005). 이는 비슷한 색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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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보이더라도 품종마다 다른 조절 기작이 존재할 가능성

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토마토 꽃(Tomato flower)

토마토(Solanum lycopersicum)는 카로티노이드 연구의 매

우 중요한 모델 식물의 하나로서 주로 케찹 등의 식용으로 

이용성이 큰 붉은 토마토의 품종별로 다양한 카로티노이드 

조성 및 함량이 보고되어 왔다(Bramley, 2002). Lycopene이 

주성분인 붉은 토마토 과실과 달리 토마토 꽃(Fig. 2D)의 진

한 노란색은 크산토필 성분으로 violaxanthin과 neoxanthin
이 주성분이다(Galpaz et al., 2006). 토마토에서 카로티노이

드 생합성 유전자의 발현 양상은 조직별로 다른 유전자 세

트를 이루어 발현됨이 보고되었다(Galpaz et al., 2006). 잎 

등의 광합성 조직에서는 GGPS1, PSY2, CRTR-b1 발현 세

트와 함께 LCYB 즉 CRTL-b1이 강하게 발현되고 꽃과 과

실에서는 GGPS2, PSY1, CRTR-b2 세트가 공통적으로 우

선 발현되고 특히 꽃에서는 CRTL-b1 발현이 매우 낮은 반

면 CYC-B 즉 CRTL-b2는 매우 강하게 발현된다(Pecker et 
al., 1996; Ronen et al., 2000). 꽃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전

체 카로티노이드 함량은 10배 정도 증가하였고, 이는 PSY1
와 PDS mRNA의 강한 발현 증가와 일치하였다(Giuliano et 
al., 1993). 이것은 토마토 꽃 내의 카로티노이드 축적이 주

로 전사 레벨의 조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Galpaz 
et al., 2006). 토마토 꽃과 과실에서의 카로티노이드 생합성

의 조절이 PDS, CYC-B 프로모터의 기능적 분석에 의해서도 

설명되었는데, PDS 프로모터는 꽃의 chromoplast-rich anther
에서 발현이 유도되었고(Corona et al., 1996) CYC-B 프로모

터는 카로티노이드 축적의 일반적인 조절에 필요한 RAP2.2
와 ethylene responsive element(ERE)와 같은 conserved cis- 
acting elements를 포함하고 있다(Dalal et al., 2010). 이것은 

토마토의 카로티노이드 대사를 좀 더 상세히 이해하기 위해

서 CYC-B 발현을 조절하는 신호전달 컴포넌트와 전사인자

를 특징짓는 것으로 흥미롭게 여겨진다.

나리(Lilies)

나리(Lilium spp.)는 빨강, 오렌지, 노랑에서부터 핑크와 

하얀색에 이르기까지 꽃 색의 범위가 넓어 상업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화훼류이다. 노란 꽃(Fig. 2E)의 카로티노이드 

주요 성분은 antheraxanthin, violaxanthin, lutein이고, 빨간 

꽃(Fig. 2E)에는 매우 예외적으로 홍 고추의 주성분인 캡산

틴이 축적된다(Deli et al., 1998; Yamagishi et al., 2010). 
노란색 품종에서 카로티노이드 유전자의 발현도 양상을 조

사해보면 PSY, PDS, ZDS, CRTISO, BCH 유전자의 

mRNA는 유도적으로 증가하나 LYCB 유전자의 발현은 변

함이 없고, LYCE 유전자 발현은 감소된다(Deli et al., 
1998). 이는 카로티노이드 축적이 주로 전사 수준의 조절로 

이루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Yamagishi et al., 2010). 이런 

유전자의 발현이 빨간 꽃과 흰 꽃에서도 비슷한 양상임을 

고려할 때 흰 꽃의 카로티노이드 결핍에는 아마도 생성된 

카로티노이드의 축적을 방해하는 카로티노이드 절단 기작, 
즉 CCD 유전자의 발현이 관련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Yamagishi et al., 2010).

카로티노이드 관련 효소의 발현 수준 조절

수선화(Daffodil)

야생형 수선화(Narcissus pseudonarcissus)의 노란 꽃(Fig. 
2F)은 다량의 lutein과 소량의 β-carotenoid 성분들을 포함

한다(Valadon and Mummery, 1968). 크로모플라스트를 분

리하여 IPP를 공급하면 β-carotene을 합성할 수는 있지만 α
-carotene과 ζ-carotene도 생산되는 방향으로 분산된다(Beyer 
et al., 1989). 물론 토마토 꽃에서와 같이 수선화 꽃도 그 

발달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카로티노이드 생합성 유전자의 

전사체가 증가된다는 증거들이 보고되었지만 다른 몇몇의 

연구에서는 기관 구획화(compartmentalization)와 함께 카

로티노이드 효소 활성의 전사 후 조절 기작이 카로티노이드

의 합성과 축적을 조절하는 가장 주요한 기작임을 제시하고 

있다. 수선화 꽃 발달은 막지질과 카로티노이드는 증가하고 

틸라코이드(thylakoid)와 광합성 기구는 분해되는 과정, 즉 

클로로플라스트에서 크로모플라스트가 생성됨에 따라 특징 

지어진다(Liedvogel and Kleining, 1977). 꽃이 발달하면서 

카로티노이드의 축적은 매우 강하게 증가하는 반면 PSY 유
전자의 전사체 수준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Schledz et al., 1996).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PSY 단백질 발현은 증가하였고, PDS 단백질 수준도 비슷

한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PSY와 PDS 발현 증가가 기능적으

로 연관되어 보이지는 않았다(Al-Babili et al., 1996; Schledz 
et al., 1996). 카로티노이드 효소 단백질들은 모두 핵 유전자

에 의해 코드되고 크로모플라스트로 적중(targeting)된 후 

중합체(oligomeric complex)로 조합된다. 색소체에 존재하

는 샤페론 분자인 Cpn60과 Hsp70의 발현이 단백질의 올바

른 folding, 유입 및 다중 단백질 중합체로 정확하게 조립되

는 과정 동안 매우 강하게 증가하였다(Bonk et al., 1996). 
카로티노이드 효소 복합체(carotenogenic complex)는 크로

모플라스트 막에 결합될 때만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PSY와 PDS는 막에 결합되지 않은 free, soluble 형
태로도 발견되지만 그 기능은 막과 결합되어야지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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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카로티노이드가 과량으로 축적되는 크로모플라스트

에서 PDS의 낮은 발현 양상은 PDS 효소가 intermediate 
electron acceptor로서의 quinone과 final electron acceptor로
서의 oxygen이 개입된 membrane-localized redox chain과 

결합되는 redox 기작과 PDS의 전사 후 조절 기작으로 조절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Al-Babili et al., 1996; Schledz et 
al., 1996).

케토카로티노이드 생합성

아도니스(Adonis)

유럽이 원산지인 아도니스의 붉은색 꽃(Fig. 2G)은 식물

에서는 드물게 다량의 케토카로티노이드 성분 축적에 의한 

것으로 astaxanthin(3,3’-dihydroxy-4,4’-diketo-β, β–carotene)
이 주성분이고 3-hydroxyechinenone, adonirubin, adonixanthin
이 소량으로 포함되어 있다(Seybold and Goodwin, 1959). 
아도니스에서 분리된 CRTH1(BCH1) 유전자는 E. coli 내에

서 β–carotene으로부터 β–cryptoxanthin을 거쳐 기능적으로 

zeaxanthin을 합성하였으며 꽃잎, 뿌리, 줄기에서 과발현되

고 잎과 성숙중인 종자에서는 비교적 낮게 발현되는 양상을 

보였다(Yu et al., 2007). β–carotene에서 astaxanthin이 만들

어 지기까지 두 단계의 ketolation 반응, 즉 carbonyl기 도입

과 두 단계의 수산화 반응의 혼재에 의해 여러 가지 중간 

산물들이 만들어 지는데 이 때 carbonyl기 도입 반응에 관여

하는 두 개의 β-carotene ketolase 유전자, 즉 Adketo1과 

Adketo2가 아도니스에서 클로닝되었고 그 서열이 β-carotene 
3-hydroxylase와 상동성을 보였으나 E. coli 실험에서 그 어

떤 3-hydroxylase 활성은 보이지 않아 ketolase 활성만 가지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unningham and Gantt, 2005). 

카로티노이드 절단 및 아포카로티노이드 생성

국화(Chrysanthemum)

국화(초롱꽃목 국화과, Chrysanthemum morifolium)는 lutein 
성분 축적에 의한 밝은 노란 화색을 지닌 상업적으로 매우 가

치 있는 관상용 식물이다(Kishimoto et al., 2004). 꽃 발달의 

초기단계에 lutein, β-carotene, violaxanthin 성분이 축적되다

가 후기 단계에 들어서면서 LCYE 유전자 전사체의 과발현과 

함께 lutein 성분의 독점적 생성으로 전환된다(Kishimoto et 
al., 2006). 국화에서 특이적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카로티노이

드의 생합성을 막는 대립유전자의 발현으로 노란 국화가 열

성 형질이고 하얀 국화가 우성 형질이라는 사실이다(Hattori, 
1991; Langton, 1980). 하얀 꽃의 경우 발달 초기 단계에는 

노란 국화 품종에서와 같이 정상적으로 lutein, β-carotene, 
violaxanthin 축적이 이루어지다가 꽃잎 발달 후기가 되면 

lutein 축적이 저해되어 색깔을 나타내지 못하는 결과가 나

타나는 것으로 노란 품종과 하얀 품종에서 다르게 발현하는 

cDNA의 클로닝을 통해 CCD의 일종인 CmCCD4a를 분리

하였는데 이 유전자는 꽃잎 특이적으로 발현하고 있으며 흰 

꽃에서는 강한 발현을 보인 반면 노란 꽃에서는 약한 발현

을 보임으로써 흰 꽃은 카로티노이드 합성 기작의 결손이 

아니라 생성된 카로티노이드의 절단 기작에 의해 색소 형성

이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Ohmiya et al., 2006).

온시디움(Oncidium)

최근 Fig. 2H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가지 다른 화색(노란

색, 오렌지색, 흰색)의 온시디움 품종별로 카로티노이드 대사

관련 유전자의 발현도를 비교해 본 결과에서는 xanthophyll
이 풍부한 노란색 꽃에서는 ZEP 유전자 활성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β-carotene이 생성되는 오렌지 꽃에서는 ZDS 유전

자 발현이 높았다. 특히 카로티노이드가 없는 흰색 꽃에서 

카로티노이드 절단 효소의 하나인 OgCCD1 유전자의 발현

이 꽃 발달과정 내내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카로티노

이드 합성 결핍이 아니라 흰색 국화꽃과 같이 생성된 카로

티노이드 절단 기작에 의해 축적이 저해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Chiou et al., 2010).

샤프란(Saffron)

크로커스(붓꽃과 샤프란 속, Crocus sativus), 즉 서남아시

아가 원산지인 샤프란 꽃(Fig. 2I)은 붉은 암술대를 건조시켜 

만든 향신료가 요리할 때 조미료로 쓰여 지난 수십년간 무게

로 따졌을 때 가장 비싼 향신료로 사랑 받아 왔다(Holloway 
and Gainer, 1988). 음식에 넣었을 때 풍부한 황금빛 또는 

노란 색조의 원인 물질은 주로 cis-, trans-crocin(crocetin 
digentiobiose ester), crocetin, picrocrocin 같은 아포카로티

노이드 성분이며 샤프란 특유의 쓴 맛과 건초 향기 역시 

picrocrocin과 safranal에 기인한다(Tarantilis et al., 1994). 샤프

란의 아포카로티노이드는 zeaxanthin 성분의 절단과 당화작용

(glycosylation)에 의해 생성되며(Pfander and Schurtenberger, 
1982), 이러한 crocin, picrocrocin 및 그 유도체 물질의 생성 

능력은 전체 식물계에서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서 크로커스

의 암술, 치자나무(Gardenia 속)의 과실, 현삼과(Buddleja 
속)의 꽃 등에서만 발견된다(Tandon et al., 1979). 다른 꽃

에서와 같이 크로커스의 카로티노이드 축적도 우선적으로

는 꽃의 발달 과정에 따른 카로티노이드 생합성 유전자, 즉 

PSY, LCYB, BCH 등의 전사적 조절에 따른다(Castillo et 
al., 2005). 두 개의 lycopene cyclase 유전자인 LCYB1, 
LCYB2a 중에서 LCYB2a의 전사체 발현 수준이 다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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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로커스 종마다 암술에서의 카로티노이드와 아포카로티

노이드 함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Ahrazem et al., 
2010). 고함량의 카로티노이드 축적이 안 되는 식물에서 

LYC-B2a의 이종상동유전자(ortholog)의 결실은 LCYB2a가 

LCYB1의 동종유사유전자(paralog)로서 두 개의 유전자가 독립

적으로 조직특이적인 엄격한 조절 기작, 즉 subfunctionalization
에 의해 획득된 새로운 발현 형질임을 의미한다. 성숙 암술

에서 zeaxanthin 축적과 BCH 유전자 발현의 정의 상관관계

는 zeaxanthin 생성이 전사 수준에서 조절되며 BCH 효소 

활성이 saffron 생성의 rate-limiting step임을 암시한다(Castillo 
et al., 2005). 성숙 중인 크로커스 암술에서는 crocetin이 

crocetin glucoside 유도체와 picrocrocin으로 전환되는 데도 

불구하고 주요 아포카로티노이드 성분으로 남아있다(Rubio 
et al., 2009). 이 휘발성 물질 조성은 성숙이 진행됨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겪는데 성숙된 적색 암술에서 β-cyclocitral
이 주요 성분인 것은 β-carotene과 zeaxanthin이 crocetin 합
성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고 hydroxy-β-ionone, β-ionone
과 함께 소량의 safranal 같은 방향 물질 생성은 카로티노이

드를 기질로 CCD 효소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Rubio 
et al., 2009). 크로커스로부터 zeaxanthin을 기질로 crocetin 
dialdehyde(C20)와 hydroxyl-β-cyclocitral(C10) 합성을 촉매하

는 크로모플라스트 효소인 zeaxanthin cleavage dioxygenase 
(CsZCD) 유전자가 클로닝된 후(Bouvier et al., 2003), 최근

에는 네 개의 암술 특이적인 CCD 유전자들인 CsCCD1a, 
CsCCD1b, CsCCD4a, CsCCD4b가 발견되었고 이들의 효소

학적 활성은 같지만 세포 내 다른 subcellular compartment에
서 카로티노이드 대사에 관련하고 있다(Rubio et al., 2008). 
Crocetin과 picrocrocetin 절단 산물의 glucosylation에 관여

하는 두 개의 crocetin GTase(UDP-glucose:crocetin 8.8’-O- 
glucosyltransferase와 UDP-glucose:crocetinglucosylester 6’- 
O-glucosyltransferase) 활성이 샤프란에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crocetin에 glucose를 부가하는 효소인 glycosyl-
transferase(UGTCs2) 유전자 또한 분리되었다(Rubio et al., 
2004). 

크로모플라스트 발달 조절과 카로티노이드 저장능 증진

메리골드 품종 중에서 화색의 정도가 짙은 꽃에서는 카로

티노이드 생합성 관련 유전자와 더불어 색소체 복제에 관련

하는 유전자인 MinD와 FtsZ의 발현도가 증가하였으나 옅

은 꽃에서는 발현이 기초 수준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카로티

노이드 축적과 색소체 복제간의 상관관계가 제시되었다

(Moehs et al., 2001). 그러나 겐티안에서 클로닝된 FtsZ 유
전자의 경우 메리골드와는 반대로 꽃잎 발달에 따라 발현이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카로티노이드 축적과 색

소체 복제간의 연관성은 아직까지는 불분명한 채로 남아있

다(He et al., 2002). 색소체 복제 이외에 크로모플라스트 분

화(differentiation)와 카로티노이드 축적간의 관계는 꽃양배

추(Califlower) 변이체인 Or(Orange) 품종에서 증명되었다

(Lu et al., 2006). Or에 해당하는 유전자는 기존에 알려진 카

로티노이드 관련 유전자가 아니라 단백질 folding과 assembly
에 관여하는 DnaJ homolog로서 이 변이체의 세포학적 표현

형은 색소체 분할의 억제(arrest)와 색소체가 크로모플라스

트로 분화하는데 관련되어 있다. 감자에서 Or 유전자를 괴경 

특이적으로 발현시켜 본 결과 내재 카로티노이드 관련 유전

자의 발현도는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총 카로티노이드 

함량이 6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카로티노이드 저장 능력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석 되었다(Lopez et al., 2008). 또한, 
크로모플라스트는 카로티노이드 등 색소물질의 저장을 위한 

특수 구조로서 카로티노이드는 에스테르화(esterification)을 

통해 fibrillin 또는 색소체 지방 결합 단백질(plastid lipid 
associated protein) 같은 특수 단백질과 결합하여 크로모플

라스트에 저장된다(Vishnevetsky et al., 1999a). 카로티노이

드의 에스테르화를 위해서는 수산화(hydroxylation) 반응이 

중요한 과정이므로 BCH 활성 증가는 수선화, 토마토, 나리 

등의 여러 꽃에서 카로티노이드 축적을 가속화하였다. 또한, 
fibrillin-carotenoid conjugate는 각각 crystalline, membranous, 
fibrillar 및 tubular 구조로 중합되거나 plastglobuli(내부는 

non-polar component인 15-25%의 카로티노이드를 가지고 

있고, 표면은 polar lipid와 단백질의 겹으로 이루어진 lipid 
body 구조)속으로 패키지될 수 있는데, 크로모플라스트 중

에서 crystalline형은 순수한 카로티노이드 결정을 포함하고, 
fibrillar와 tubular형은 비슷한 분량의 단백질과 lipid로 이루

어져 있고 non-polar compound는 주로 에스테르화 크산토필

(esterified xanthophylls) 성분으로 채워져 있으며, membranous
형은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Vishnevetsky et al., 1999b).
크로모플라스트 단백질의 일종이자 특수 fibrillin으로 알

려진 CHRC(chromoplast protein C)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오이 꽃(Fig. 2J)의 꽃부리 조직(corolla)에서 35kDa 크기의 

풍부한 단백질로서 보고되었다(Smirra et al., 1993). 이 단백

질은 클로로플라스트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오이의 잎과 

열매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꽃이 발달하는 동안 그 양이 증

가하여 성숙 꽃에서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급격히 사라진다. 
꽃 발달과정을 모방한 꽃눈 배양 시스템을 이용한 실험에서 

카로티노이드 축적과 CHRC mRNA와 단백질의 발현은 배

지에 GA3 첨가 시 현저히 증가하였고 ABA와 ethylene 처
리 시 저해되었다(Vishnevetsky et al., 1997). 비슷한 양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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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Da의 CHRD(chromoplast protein D)에서도 관찰되었고

(Libal-Weksler et al., 1997), CHRC 프로모터 분석을 통해 

GA response element의 존재를 확인함과 더불어 CHRC 및 

CHRD와 비슷한 발현 양상을 보이는 MYBYS, 즉 꽃 특이

적인 MYB-like transcriptional activator를 분리하였다. MYBYS
는 카로티노이드와 플라보노이드를 축적하는 꽃에서 CHRC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시켰고(Leitner-Dagan et al., 2006a, 
2006b), 카로티노이드 합성 저해는 전사 후 및 번역 수준에

서 CHRC와 CHRD 발현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카로티노

이드 함량에 의존적인 feedback 회로의 구성을 의미한다

(Vishnevetsky et al., 1997). RNAi 기작을 이용하여 내재 

CHRC 발현을 저해한 형질전환 토마토에서 전체 카로티노

이드 함량이 30% 정도 감소된 결과는 카로티노이드 축적이 

이 단백질의 존재에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제시하였고(Leitner- 
Dagan et al., 2006a, 2006b), 최근 꽃 특이적인 CHRC ortholog
가 잡종 난초인 온시디움(hybrid orchid, Oncidium Gower 
Ramsey)으로부터 분리되었고 그 프로모터 영역이 나리 등 

화훼류의 화색 변경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

되었다(Chiou et al., 2008).

카로티노이드 대사공학에 의한 새로운 꽃 색 유도

오늘날 화훼 육종가들은 꽃이 본래 가지고 있지 않은 새

로운 화색을 생산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육종 방법뿐만 아니

라 천연색소 합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전자 도입을 시도

하고 있다. 천연색소 중에서 카로티노이드보다는 주로 안토

시아닌 계열의 플라보노이드 대사 경로의 발현 및 조절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며, 그 중 가장 성공적인 화색 변경의 성

과는 200여년 동안 장미 육종가들이 꿈꿔왔던 파란장미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Katsumoto et al., 2007). 장미에는 

없는 파란색 계열의 안토시아닌 색소인 델피니딘을 만드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전구물질인 미리시틴 합성을 위한 붓

꽃 유래의 flavonoid 3’-5’-hydroxylase 유전자를 도입하고 

장미의 내재 dihydroflavonol-4-reductase 유전자 발현을 억

제시키는 전략으로 꽃말이 ‘불가능’인 파란 장미가 개발된 

것이다. 그에 반해 카로티노이드 대사공학에 의한 화색 변

경의 경우, Table 2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아직까지 몇 가지 

예에 불과한 실정이나 자연계에 없는 좀 더 다채로운 꽃색

의 조합을 만들거나 카로티노이드가 식품 첨가제, 영양보조

제 및 강한 항산화력으로 인한 면역증진, 항노화, 항암 등의 

기능성 물질로서의 폭넓은 이용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카로

티노이드 종류마다 최적의 시스템을 지닌 꽃의 선정부터 정

교한 유전자 발현조절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야말로 유용 카

로티노이드의 대량 생산을 위한 카로티노이드 대사공학에 

절실히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된다.

내재 카로티노이드 생합성 대사경로 조절

꽃에서의 카로티노이드 공학에 관한 첫 번째 결과는 vio-
laxanthin, neoxanthin 등 크산토필을 주성분으로 노란 화색

을 지닌 토마토에서 보고되었다(Bird et al., 1991). 카로티노

이드 합성 초기에 관여하는 PSY 유전자 발현을 CaMV 35S 
프로모터를 이용하여 억제시킨 antisense TOM5(PSY1) 형
질전환 토마토에서 전체 카로티노이드 및 주성분인 라이코

펜 함량의 대량 감소로 노란색 토마토가 만들어졌고, 꽃의 노

란 화색도 전체 카로티노이드 감소에 의해 확연히 옅어졌다. 
또한, lycopene을 β-carotene으로 전환시키는데 관여하는 

lycopene β-cyclase 유전자, 즉 유전자 B의 발현을 antisense
로 억제시킨 결과, 과실과 더불어 꽃에서 lycopene 생성 효

과에 의해 노란 화색에 홍색이 가미된 오렌지색 표현형을 

보였다(Fig. 3A). 이 때 사용된 토마토 유전자 B는 CCS의 

염기서열과 유사한 새로운 타입의 lycopene β-cyclase로서 

클로로플라스트 특이적인 CrtL-b와는 특성이 다른 크로모

플라스트 특이 유전자였다(Ronen et al., 2000). 
최근 구기자(Lycium barnarum)의 PSY 및 LCYB 유전자 

및 겐티안의 GGPS, ZDS, LCYE 유전자 등을 형질전환시킨 

담배 꽃의 결과를 보면, PSY와 ZDS 유전자 형질전환체의 

경우 Fig. 3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50%의 β-carotene 함
량 증진에 의해 담배 꽃잎의 색이 변화되었고 꽃 봉우리에

도 이전에는 없던 오렌지 색이 나타나는 결과가 얻어졌다(Ji 
et al., 2009).

 
케토카로티노이드 생합성 경로로의 연장

아도니스 꽃 같은 특정 식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식물은 

astaxanthin과 canthaxanthin과 같은 케토카로티노이드류의 

물질을 생산하지 못한다. 현재까지 케토카로티노이드를 합

성해 선명한 붉은색과 다홍색 꽃을 개발한 몇몇 성과의 경

우는 대사공학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이뤄낼 수 없는 것

이다. Asataxanthin 생합성 경로는 주로 효모 등의 일부 미생

물과 미세조류에 존재하며 β-carotene을 기질로 β-carotene 
hydroxylase(BCH)와 β-carotene ketolase(BKT)작용에 의

한 3-hydroxylation과 4-ketolation에 의해 일어난다. 고등식

물에서 일반적으로 수산화반응은 넓은 식물 종에 존재하고 

있지만 ketolation 반응은 오직 아도니스 꽃잎에서만 자연적

으로 일어나며 아도니스 유래의 2종의 ketolase 유전자가 클

로닝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astaxanthin 등 케토카로티노이

드 생성을 위한 대사공학에 쓰인 유전자는 주로 미세조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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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tabolic engineering of carotenoid in flowers.

Species Cultivars Engineering Genes (origin) Promoter Major 
carotenoids Results Reference

Tomato
(Solanum 
lycopersicum)

Antisense TOM5/PSY1 CaMV 
35S

violaxanthin, 
neoxanthin

pale petal color (from 
yellow) by reduction of 

total carotenoid

Bird et al. 
(1991)

Tomato
(Lycopercicon 
esculentum)

Antisense B gene/β-LCY CaMV 
35S

violaxanthin, 
neoxanthin, 

lycopene

orange petal color (from 
yellow) by lycopene 
accumulation newly

Ronen et 
al. (2000)

Tobacco
(Nicotiana 
tabacum)

Over 
expression

GlZDS (Gentiana 
lutea), LbPSY 

(Lycium 
barbarum)

CaMV 
35S

β-carotene alternation of petal color 
by the increase of 50% β-carotene

Ji et al. 
(2009)

Tobacco
(Nicotiana 
tabacum)

Over 
expression

CRTO
(Hematococcus 

pluvilis)

Tomato 
PDS 

astaxanthin, 
canthaxanthin

red nectary color by novel 
ketocarotenoid 
accumulation

Mann et al. 
(2000)

Tobacco
(Nicotiana 
tabacum)

Samsum Over 
expression

CRTW, CRTZ
(Paracocus sp.)

CaMV 
35S

echinenone, 
astaxanthin, 
adonirubin, 

adonixanthin

nine-fold increase of 
ketocarotenoid levels in 

nectary

Rally et al. 
(2004)

Tobacco
(Nicotiana 
glauca)

Over 
expression

CRTW (Nostoc 
sp. 73102)

CaMV 
35S

adonixanthin orange petal color (from 
yellow) by novel 
ketocarotenoid 
accumulation

Gerjet et 
al. (2007)

Tobacco
(Nicotiana 
glauca)

Over 
expression

CRTO
(Synechocystis 
sp. PCC 6803)

CaMV 
35S

echinenone, 
3-hydroxyechinenone, 

4-keto-lutein, 
adonixanthin

three-fold increase of 
total ketocarotenoids

Zhu et al. 
(2007)

Arabidopsis 
thaliana

Over 
expression

CrBKT
(Chlamydomonas 

reinhardtii)

CaMV 
35S

astaxanthin, lutein, 
canthaxanthin, 
adonixanthin, 
adonirubin, β-carotene

orange color in whole 
plants including flower 

and leaf by novel 
ketocarotenoid 
accumulation

Zhong et 
al. (2011)

Lotus japonicus Over 
expression

CRTW 
(Agrobacterium 
aurantiacum)

CaMV 
35S

astaxanthin, 
adonixanthin, 

canthaxanthin, 
echinenone

orange petal color (from 
yellow) by 1.5-fold 
increase of total 

carotenoids and novel 
ketocarotenoid 
accumulation

Suzuki et 
al. (2007)

Chrysanthemum 
(Chrysanthemum 
morifolium 
Ramat.)

Paragon RNAi CmCCD4a
(Chrysanthemum 

morifolium 
Ramat.)

Tobacco 
EF1α - yellow petal color (from 

white) by lutein 
accumulation by 
suppression of 

carotenoid cleavage

Ohmiya et 
al. (2006)

Chrysanthemum 
(Chrysanthemum 
morifolium 
Ramat.)

Jimba RNAi CmCCD4a
(Chrysanthemum 

morifolium 
Ramat.)

Tobacco 
EF1α - yellow petal color (from 

white) by lutein 
accumulation by 
suppression of 

carotenoid cleavage

Ohmiya 
(2009)

래이다, 식물에서 미세조류인 Hematococcus pluvilis 유래의 

β-carotene ketolase(CRTO) 유전자를 토마토 PDS 프로모터

를 이용하여 크로모플라스트 특이적으로 발현시킴으로써 최

초로 케토카로티노이드 생성에 성공한 예는 담배이다(Mann 
et al., 2000). 담배의 꽃 기관 중 크로모플라스트가 밀집되어 

있는 밀선 구조의 색깔이 매우 높은 수준의 astaxanthin과 

다른 케토카로티노이드류 생성에 의해 황색에서 홍색 계열

로 바뀐 것이다(Fig. 3C). 이러한 결과는 Paracoccus sp.의 

β-carotene ketolase(CRTW)와 β-carotene hydroxylase(CRTZ) 
유전자를 이용한 후속 연구를 통해 케토카로티노이드의 함

량이 밀선 조직에서 9배 더 증가되었다(Ralley et al., 2004).
최근 식물에서 더 높은 함량의 케토카로티노이드를 합성하

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유래가 다른 3종의 β-carotene ketolase 
유전자 활성을 애기장대 형질전환을 통해 비교해 본 결과, 가
장 높은 활성은 Chlamydomonas reinhardtii 유래의 CrBKT 
유전자로써 꽃을 포함한 식물체 전신에서 astaxanthin을 비롯

한 케토카로티노이드가 생성(2.5-2.8mg･g-1 DW)되어 오렌지

색 표현형을 보였고(Fig. 3D) 반면, Chlorella zofingiensis 유
래의 CzBKT 유전자는 비교적 낮은 함량의 케토카로티노이

드를 생성(1mg･g-1 DW)하였으며, Haematococcus pluvi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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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lower color modification by genetic engineering of the carotenoid biosynthetic pathway. (A) tomato flower expressing antisense 
B gene mRNA (Ronen et al., 2000); (B) tobacco flower over-expressing ZDS gene derived from Gentiana lutea (Ji et al., 2009); (C) 
tobacco nectary accumulating the high levels of astaxanthin and other ketoacarotenoids by the over-expression of Haematococcusβ-ketolase (CRTO) gene (Mann et al., 2000); (D) Arabidopsis flower over-expressing BKT gene from Chlamydominas reinhardtii
(Zhong et al., 2011), (E) Nicotiana glauca flowers over-expressing CRTO gene derived from Synechocystis sp. PCC6803 (Zhu 
et al., 2010), (F) Lotus japonicus flower over-expressing CRTW gene derived from marine bacteria Agrobacterium aurantiacum
(Suzuki et al., 2007), (G) Chrysanthemum ‘Jimba’ flower suppressing CmCCD4a gene by RNAi (Ohmiya, 2009), left: wild type, 
right: transgenic in all panels. 

유래의 HpBKT3 유전자는 어떤 종류의 케토카로티노이드

도 생성하지 못함으로써 유전자 종류별 효율 차이가 큰 것

으로 보고되었다(Zhong et al., 2011).
또 다른 담배 연구에서는 Fig. 3E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야

생형의 담배종인 Nicotiana glauca의 꽃잎과 꽃받침, 씨방과 

밀선 조직 내에 카로티노이드 색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Nostoc 
sp. 73102 ketolase인 CRTW 유전자의 구성적 발현은 adoni-
xanthin(4-ketozeaxanthin)과 같은 케토카로티노이드가 축적

되는 결과를 보여주었고(Gerjets et al., 2007) Synechocystis 
sp. PCC 6803 ketolase인 CRTO 유전자의 발현은 4’-ketolutein, 
echinenone, 3’-hydroxyechinenone와 4-ketozeaxanthin 등의 

케토카로티노이드 성분 조성을 구성하였으며 꽃에서의 전

체 카로티노이드 함량은 이전의 식물체보다 3배 이상 증가

하였다(Zhu et al., 2007). 마찬가지로 장미목 콩과에 속하는 

벌노랑이(Lotus japonicus)의 꽃잎에서는 Agrobacterium 
aurantiacum 유래의 CRTW 유전자를 과발현시켜 Fig. 3F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란색에서 진한 노란색 또는 오렌지

색으로 변화되었다(Suzuki et al., 2007).

카로티노이드 절단 기작의 조절

국화의 CmCCD4a 유전자의 발현이 꽃잎 특이적일 뿐 아

니라 흰 꽃에서 강하고 노란 꽃에서는 약한데 착안하여 흰 

꽃에서의 CmCCD4a 유전자 발현을 RNAi 기법을 통해 억

제시킨 결과 짙은 노란 화색 표현형이 얻어졌다(Ohmiya et 
al., 2006). 이는 흰 국화 품종이 카로티노이드를 합성하고도 

무색의 아포카로티노이드 물질로 즉시 절단되어 색소 형성

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검증한 결과였다. 더 나아가 

Ohmiya(2009)는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흰 국화 품종인 

‘Jimba’에 CmCCD4a 유전자 발현 억제를 위한 RNAi 운반

체를 도입하여 화색이 노랗게 변경된 형질전환체를 개발하

였다(Fig. 3G). 비 형질전환체에 비해 CmCCD4a 유전자 발

현은 40% 정도로 감소되었고 꽃잎의 카로티노이드 함량은 

대폭 증진(102μg･g-1 FW)되어 짙은 황색 표현형을 보였다. 
흥미롭게도 형질전환된 국화가 비형질전환체에 비해 상당히 

작아지고 apical bud의 수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꽃의 

크기는 변함이 없는 점이 특이한데 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CmCCD4a 작용에 의해 생성된 아포카로티노이

드의 일부가 줄기나 뿌리 등으로 이동하여 branching을 저해

하는 strigolactone 생성에 관여할 수도 있어 CmCCD4a 발
현 저해에 의해 영양생장 단계에서 branching 촉진과 dwarf 
형질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Ohmiya, 2009).

결   론

카로티노이드는 식물체의 일반적인 생장과 성장에 필수

적인 물질로서 특히 과실과 꽃에서는 황색, 홍색, 적색에 이

르는 다양한 색깔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각적인 다

양성은 식물이 종자를 퍼트리기 위해 꽃가루 매개충과 초식

동물을 유인하는데 도움이 되며, 사람 또한 꽃의 다양한 심

미적 특성에 따른 새롭고 다양한 매력의 꽃을 생산하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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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산업으로부터 많은 이득을 얻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꽃

의 색에 관련된 일반적인 카로티노이드 대사 경로 및 그 조

절 기작은 다양한 생화학적･분자생물학적 기법의 발전과 

함께 비교적 자세히 밝혀져 왔고 그 결과 꽃마다 각기 다른 

카로티노이드 함량 및 성분에 기인한 다양한 화색만큼이나 

다양한 조절 기작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화색 조절에 대한 현재까지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인공적으로 원하는 화색을 생산하기 위한 전략을 종합해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카로티노이드가 없는 흰 꽃의 경

우, PSY 등 생합성 경로 상위 유전자 도입으로 카로티노이

드 생성 유도(흰색 → 황색, 홍색), 둘째 카로티노이드가 무

색의 아포카로티노이드로 절단되어 흰 꽃인 경우, 내재 CCD 
유전자 발현 억제로 카로티노이드 축적 유도(흰색 → 황색, 
홍색), 셋째 β-carotene이 주성분인 노란 꽃의 경우, LCYB 
유전자 억제로 lycopene 생성 유도(황색 → 홍색, 적색), 넷
째 β-carotene 등 carotene 성분이나 lutein과 zeaxanthin을 

포함해서 각종 크산토필이 주성분인 황색, 홍색, 적색 꽃의 

경우, PSY 유전자 도입으로 전체 카로티노이드 생성 증진 

유도(황색, 홍색, 적색 → 색도 증진), BKT/CRTO/CRTW 
유전자 도입으로 astaxanthin을 포함한 케토카로티노이드 생성 

유도(황색 → 홍색, 적색), CCS 유전자 도입으로 capsanthin/ 
capsorubin 생성 유도(황색 → 홍색, 적색) 등의 전략이 가능

하다. 그 이외에도 Or과 CHRC와 CHRD 등의 크로모플라

스트 발달과 카로티노이드 저장능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발

현시켜 카로티노이드 축적을 증진시키는 전략도 가능하고, 
zeaxanthin이 주성분인 꽃이라면 CCD의 일종인 ZCD 유전

자를 도입하여 아포카로티노이드 물질의 일종으로 샤프란 

암술의 짙은 적색(blood-red color)을 나타내며 고가의 향신

료 성분인 crocin, crocetin, picocrocrocin 생성을 유도해 볼 

수도 있고, lycopene이 주성분인 꽃이 있다면 역시 CCD의 

일종인 lycopene cleavage dioxygenase(LCD)를 도입하여 

잇꽃나무 씨의 적색소 성분으로 식용색소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아나토(annatto 또는 bixin)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화색 

변경과 동시에 고부가 기능성 물질 생산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총설에서 제시된 카로티노이드 대사공학의 

여러 가지 전략을 안토시아닌 대사공학과 접목함으로써 자

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화색의 화훼류 개발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화색을 넘어 재배가 용이하고 꽃잎 생산량이 

큰 화훼류를 선정하여 고부가 특수 기능성 천연색소를 대량 

생산하는 새로운 작물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것도 큰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초   록

식물에서 화색은 종자를 퍼트리기 위해 꽃가루 매개충과 

초식동물을 유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이다. 사람에게 화

색은 다채로운 시각적 다양성으로 큰 심미적 가치를 지님으

로써 화훼산업의 발전은 새롭고 다양한 매력을 지닌 화색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 카로티노이드 성

분은 화색 중에서 적색, 홍색, 황색을 나타내는 천연색소로

서 이러한 카로티노이드 생합성 경로는 생명공학 기술을 이

용하여 화색을 변화시키려는 대사공학의 주된 대상으로 여

겨져 왔다. 본 총설에서는 카로티노이드 생합성 대사관련 유

전자 발현 조절에 의한 색소 표현형의 변화를 소개하고자 하

며, 최근 카로티노이드의 생합성을 넘어 절단과 축적 조절이 

화색 변경을 위한 대표적인 기작으로 보고됨에 따라 다양한 

화색만큼이나 다양한 조절 기작에 대한 현재까지의 지식을 

총 동원하여 원하는 화색을 지닌 인공적인 꽃(engineered 
flower)을 생산하기 위한 전략을 종합해서 제시하고자 하

였다.

추가 주요어 : 아포카로티노이드, 잡색체, 화색, 케토카로티

노이드, 천연색소, 터페노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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