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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Analysis of a Grapevine UDP-Glucose Flavonoid Glucosyl Transferase 
(UFGT) Gene in Transgenic Tobacco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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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ocyanin, a phenolic compound, is a pigment that shows blue or red color in the fruit, petal and 
other tissues. It is an important factor in grape berry skin pigment and accumulates only in the skin. 
This skin-specific accumulation of anthocyanin has been reported to be regulated by the ufgt gene 
which encodes UDP-glucose: flavonoid 3-O-glucosyltransferase that participates in the biosynthesis of 
anthocyanin. The ufgt gene is expressed only in berry skin, while the other genes involved in the bio-
synthetic pathway are expressed in both skin and flesh tissues.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antho-
cyanin accumulation is primarily regulated by compartment of UFGT, a ufgt cDNA clone was isolated 
from grape berry, its open reading frame was ligated in pBI121 vector in either a sense or an antisense 
orientation under the control of the CaMV35S promoter and the recombinant constructs were in-
corporated into tobacco plants. Several transgenic lines were selected and characterized to determine 
the level of expression of the grapevine ufgt transcript and endogenous homologs of tobacco. 
Compared to the wild-type, the amount of anthocyanins in sense transgenic plants increased by 44%, 
while the amount of anthocyanins in antisense transgenic plants decreased by 88%. In addition, the 
color of flowers became intense in the sense transgenic plan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over-ex-
pression or repression of the ufgt gene affected the accumulation of anthocyanin in flowers of toba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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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물에 있어서 색깔은 요한 의미를 갖는다. 꽃의 색깔은 

수분매개자를 유도하는데 유용하며, 과일의 색깔은 동물에 의

해 종자를 멀리까지 퍼지도록 하는데 이용된다[18,24]. 라보

노이드의 하나인 안토시아닌은 식물의 과일, 꽃잎 등 여러 조

직에서 색 는 청색 등을 나타내는 수용성 색소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왔다[10,11,16,29]. 안토시아닌의 생합성에 

여하는 유 자는 옥수수, 페튜니아, 사과, 포도, 딸기 등 여

러 식물에서 분리 되었으며, 각각의 분자생물학 인 특성에 

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1,8,9,25].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

도 불구하고, 안토시아닌의 조직 특이 인 축 에 해서는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못하 다[5,15,22,26]. 안토시아닌 축

에 핵심으로 알려진 ufgt 유 자를 이용하여 화색의 변화를 

확인한 실험은 여러 식물을 상으로 수행되었다. 페 니아의 

경우, ufgt 유 자의 발 양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켰을 때, 

꽃의 색깔이 변하 다[2,30]. 그리고 Arabidopsis에는 ufgt 

family (UGT78D1, UGT78D2, UGT78D3, UGT3GTs)가 존재

하는데, 그  UGT78D2 유 자를 과발 시킬 경우 발달 인 

씨앗의 겉껍질에서만 색소가 침착되는 것이 찰되었다[23]. 

이는 ufgt 유 자가 꽃 색소 생성뿐만 아니라 침착에도 여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포도는 품종과 조직에 따라 안토시아닌 색소의 침착 여부가 

뚜렷하게 달라서, 색소 생합성 유 자의 발  조  기작을 연

구하는데 매우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포도는 non-climateric 

(비 등형) 과일로서, 과실 발달은 이  sigmoid 생장 곡선을 

가지며, 발달단계에 따라 과피의 색깔이 달라진다. 포도의 발

달은 4단계로 나  수 있는데, 일차생장기인 단계 1과 2에서는 

과실이 형성되고, 씨앗의 배가 만들어진다[19]. 그리고 세포분

열이 빠르게 일어나서 최종 과실의 총 세포 수가 결정된다. 

이 시기 동안에, 히드록시남산과 타닌 등이 축 됨에 따라 부

피도 커진다. 이차생장기인 단계 3, 4에서는 과실의 크기가 

두 배로 커지며 안토시아닌의 침착으로 과피가 색상을 띠게 

된다[19]. 한 일차생장기 동안에 과피에 축 되었던 타닌은 

감소하거나 펙틴과 안토시아닌으로 변환된다. 안토시아닌 합

성에는 여러 효소들이 작용하지만, 그 에서도 특히 7가지가 

요한 역할을 한다. Phenylalanine ammonia lyase (PAL)로

부터 시작하여 chalcone synthase (CHS), chalcone isomerase 

(CHI), flavanone 3-hydroxylase (F3H), dihydroflavonol 4-re-

ductase (DFR), leucoanthocyanidin dioxygenase (LDOX) 그

리고 UDP-glucose: falconoid 3-O-glucosyltransferase (UFGT)

를 거치면서 페닐알라닌은 안토시아닌으로 변환된다[4,6,12]. 

UFGT는 안토시아닌 착색의 요한 단계에 작용하는 효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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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시아니딘에 당을 첨가하여 배당체인 안토시아닌을 만든

다. 각각의 효소를 암호화하는 유 자에 해 많은 연구가 진

행되었으며, 이들 안토시아닌 합성 유 자는 과육의 발달 단

계에 따라 발  양상이 달라진다[6]. 특히 ufgt는 다른 안토시

아닌 합성 유 자들과는 다른 특이한 발  양상을 보인다. 즉 

일차생장기에는 ufgt 유 자를 제외한 모든 유 자가 발 되

며 안토시아닌이 축 되기 시작하는 이차생장기에는 ufgt 유

자를 포함하여 모든 유 자들이 발 된다[6]. 포도의 과피에

서 착색이 시작되는 시기와 동일하게 ufgt 유 자의 발 이 

시작되고, 성숙기에 그 발  양이 최 에 이른다. 그리고 포도 

품종 에서도 포도의 과피에서만 발 되며, 포도의 과육

이나 백포도의 과육과 과피에서는  발 되지 않는다

[7,21]. 이러한 결과로부터, 안토시아닌 침착과 ufgt 유 자의 

발 이 한 연 을 가질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담배 꽃을 이용하여 안토시아닌의 

축 이 ufgt의 양에 의해 조 되는 지를 규명하고자 하 다. 

이를 해 포도(Vitis vinifera L. X Vitis labrusca L. cv Kyhoho 

or Vitis labruscana)로부터 ufgt cDNA를 분리하고 이를 sense 

혹은 antisense 방향으로 발 시키는 벡터를 제작한 다음, 담

배에 도입하 다. 담배 형질 환체를 분석하여 포도 ufgt 유

자가 도입된 line을 선발하고, 선발된 형질 환체의 꽃에서 

ufgt 사체의 양  안토시안의 함량을 분석하고 화색을 비교

하 다. 이를 통해 ufgt 사체의 양이 증가하면 조직내 안토시

아닌의 함량이 증가하며 꽃의 색깔도 진해진다는 것을 찰하

다.

재료  방법

식물 재료

천안시 입장 소재의 거  포도 과원으로부터 개화 이후 일

주일 간격으로 포도(Vitis vinifera L X Vitis labrusca L. cv 

Kyoho)를 수확하 다. 과피에 안토시아닌 색소가 축 된 포

도 과실  일부를 무작 로 선정해서 과피, 과육, 씨를 분리하

고 이를 속 냉동시켰다. 야생형 담배(Nicotiana tabacum cv 

Wisconsin)  담배 형질 환체는 식물생장기 내에서 27oC 

(16 시간 낮) 조건으로 키웠다.

포도 혹은 담배 조직으로부터 total RNA의 추출

-80oC에 보 되어 있는 시료로부터 5 g을 채취하여 막자사

발에 옮겨 고운 가루로 만든 후, 25 ml의 추출완충용액(2% 

CTAB, w/v; 1.4 M NaCl; 1% PVP, w/v; 0.2% β-mercaptoe-

thanol, v/v; 20 mM EDTA; 100 mM Tris-HCl, pH 9.0; 0.4 

g PVPP/g)을 첨가하여 섞고, 60oC의 항온 수조에서 5 분간 

정치시켰다. 같은 양의 phenol: chloroform: isoamylalcohol 

(25: 24: 1, v/v/v)을 첨가하여 혼합시킨 뒤 12,000× g로 원심분

리하 다. 상층액을 새로운 tube로 옮겨서 0.6 배의 이소 로

올을 넣고, 얼음에서 30 분간 침 시킨 뒤, 12,000× g로 10 

분간 원심분리하 다. 원심분리 후 핵산 침 물을 0.6 ml의 

0.1% DEPC (diethyl pyrocarbonate) 처리 멸균 증류수에 녹

다. 같은 양의 4 M LiCl를 넣고 4oC에서 16시간 동안 정치시킨 

다음 원심분리하 다. 침 물을 70% 에탄올로 씻고 20 µl의 

0.1% DEPC 처리 멸균 증류수에 녹여서 -80oC에 보 하며 사

용하 다. Total RNA는 UV Spectrophotometer (BIO-RAD)를 

사용하여 정량하 으며, 1.8%의 formladehyde-agarose gel에

서 RNA 상태를 확인하 다.

포도 ufgt cDNA 클로닝

포도 과피에서 분리한 2 µg의 total RNA로부터 M-MLV 

reverse transciptase (Promega)를 이용하여 cDNA를 합성하

고 이를 PCR 반응의 주형으로 사용하 다. 라이머는 기존

에 포도(Vitis vinifera L.)에서 보고된[28] ufgt 유 자의 염기서

열을 바탕으로 제작하 으며, forward  reverse 라이머는 

각각 5'-GCGTGGCAGC GGATCCATGT CTCAAACCAC 

CACC-3'와 5'-GCTCCAAACA GGTGGTACAA-3'이었다. 

PCR 반응을 해 1 µl의 cDNA 주형, 0.2 mM dNTP, 1.5 mM 

MgCl2, 25 pmole의 라이머 , 50 mM KCl, 10 mM 

Tris-HCl (pH 9.0), 1.5 mM MgCl2, 0.1% Triton X-100 그리고 

2.5 units의 Taq DNA polymerase (Promega)를 혼합하여 

94oC에서 3 분간 변성시키고, 94oC에서 30 , 55oC에서 1 분, 

그리고 72oC에서 1 분간의 반응을 30 회 반복하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2oC에서 10 분간 더 반응시켰다. PCR 산물은 gel

에서 확인하고 정제한 다음 pCR 2.1 TOPO vector에 ligation

하 으며, ligation 혼합물로 E.coli TOP10을 형질 환시켰다.

염기서열 작성  분석

Dideoxy chain termination 방법을 이용하여, 거  포도로

부터 클로닝한 ufgt cDNA의 염기서열을 작성하 으며, NCBI 

Blast (http://www.ncbi. nlm.nih.gov/)와 TIGR (http: //www. 

tigr.org/) database를 이용하여 염기서열을 분석하 다.

CaMV 35S::ufgt cDNA construct 제작  담배 형질 환

10 µg의 pBI121 벡터 DNA를 SacI과 SmaI로 처리한 다음, 

GUS 부 를 제외한 나머지 부 만을 DNA.RNA extraction 

kit (VIOGENE)을 이용하여 분리하 다. 분리하여 얻은 DNA

는 gap-filling을 한 뒤 self-ligation시켰다. 거  포도로부터 

클로닝한 ufgt cDNA의 양쪽 끝에 제한효소 XbaI 인지부 를 

붙이기 해 5'-GGTCTAGA(XbaI)CA GCGGATCCAT GTCT

CAAA-3'와 5'-GGTCTAGA(XbaI)GA CATCCTTTGG TTTTG

ACA-3'를 각각 forward  reverse 라이머로 사용하여 PCR

을 수행한 다음 PCR 산물을 XbaⅠ으로 처리하 다. XbaⅠ으

로 처리하여 비한 포도의 ufgt cDNA를, 역시 같은 제한효소

로 처리한 pBI121 벡터에 각각 sense와 antisense방향으로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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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ion시킨 뒤 이를 사용하여 E.coli TOP10을 형질 환시켰다. 

확인된 transformant로부터 DNA를 분리하여 Agrobacterium 

tumefaciens LBA4404에 도입하고, 이를 사용하여 leaf disc 방

법으로 야생형 담배를 형질 환시켰다[17]. 캘러스 유도  재

분화는 일반 인 방법을 이용하 다.

담배 형질 환체  야생형 담배로부터 ufgt 유 자 발  

분석

담배 형질 환체  야생형 담배의 조직에서 분리한 2 µg의 

total RNA로부터 M-MLV reverse transciptase (Promega)를 

이용하여 cDNA를 합성하고 이를 PCR 반응의 주형으로 사용

하 다. Foward  reverse 라이머는 각각 5'-GGGGCTTTTG 

TAACACATTG-3'와 5'-GCTCCAAACA GGTGGTACAA-3'

이었다. PCR 반응은 포도로부터 ufgt cDNA를 클로닝할 때와 

같은 조건에서 수행하 으며, PCR 산물은 gel에서 확인하 다.

담배 형질 환체로부터 안토시아닌 추출  정량 분석

담배 형질 환체와 야생형 담배로부터 꽃을 채취한 다음 

0.1% HCl-Methaol 용액에 넣고 고르게 분쇄하 다. 최종 부피

를 각각 50 ml로 맞추고 0oC 암조건에서 20시간 방치한 다음, 

용액을 거름종이로 걸 다[14]. 안토시아닌 함량은 Fuleki와 

Francis [13]의 방법을 변형하여 안토시아닌의 흡수 장을 포

함하는 500～600 nm 범 의 장에서 각각의 흡수 스펙트럼

을 scanning하여 계산하 다.

결과  고찰

본 연구에서는 과피와 과육에서 안토시아닌의 축 이 뚜렷

하게 다른 포도를 모델로 이용하여, ufgt 유 자의 발 이 증가

하거나 감소하 을 때 안토시아닌 함량이 변하는지를 실험하

고자 하 다. 이를 해 우선 개화 이후 13주가 지난 거  포도

(Vitis vinifera L. X Vitis labrusca L. cv Kyhoho)의 과피로부터 

total RNA를 추출하고 이로부터 RT-PCR을 수행하여 ufgt 

cDNA를 얻었다. RT-PCR을 해, 기존에 보고된[28] 포도 ufgt 

유 자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open reading frame의 시작 

 끝 부 로부터 PCR 라이머를 구상하여 제조하 다. 거

 포도로부터 분리한 ufgt cDNA의 염기서열은 기존에 보고

된 포도(Vitis vinifera L.)의 ufgt 유 자(AB047099) 와 비교하

여 99.2% 동일하 다(data not shown). 분리한 거  포도 ufgt 

유 자를 sense  antisense 방향으로 벡터에 넣어 야생형 

담배를 형질 환시켰다(Fig. 1A). 유 자가 도입된 담배 형질

환체를 선발한 다음, 각각의 형질 환체 내에서 ufgt 유 자

의 발  양을 RT-PCR로 분석하 다(Fig. 1B). 이를 해 거  

포도 ufgt cDNA의 염기서열을 바탕으로 라이머를 제작하

다. RT-PCR 분석 결과, 형질 환체에서 ufgt 유 자의 발  

양이 야생형 담배에 비해 에 띄게 달라졌다. 먼  포도 ufgt 

(A)

UFGTNPTⅡ(Kan R) NOS-terNOS-ter CaMV 35SNOS Pro

UFGT

NPTⅡ(Kan R) NOS-terNOS-ter CaMV 35SNOS Pro

(B)

Fig. 1. Expression of ufgt mRNA in wild-type and transgenic 

tobacco plants. (A) Schematic diagrams of the ufgt sense 

and antisense constructs used for transformation of to-

bacco plants. (B) Transcripts of ufgt gene were detected 

by semi-quantitative RT-PCR in wild type and trans-

genic tobacco lines. 18S rRNA was used as a quantitative 

control. Compared to wild-type, the expression of ufgt 

mRNA increased in transgenic tobacco plants (TWUS) 

transformed with the sense construct, with decreased in 

transgenic tobacco plants (TUWA) with the antisense 

construct (TWUS, Tobacco Wisconsin UFGT cDNA Sense; 

TWUA, Tobacco Wisconsin UFGT cDNA Antisense).

유 자가 sense 방향으로 들어간 sense 형질 환체(TWUS)에

서는 체 으로 ufgt 발  양이 많았는데 비해, antisense 방

향으로 들어간 antisense 형질 환체(TWUA)에서는 ufgt 발

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야생형 담배에서도 ufgt 유 자가 

약하게 증폭되었으나(Fig. 1B), sense 형질 환체에 비하면 

ufgt 유 자의 발 이 월등히 었다. 그러나 담배 형질 환체 

 야생형 담배를 분석하기 해 사용한 라이머가 담배 ufgt 

유 자에 특이 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RT-PCR 실험으로 야

생형 담배 내 ufgt 유 자의 발 을 정확히 측정했다고는 볼 

수 없다. 즉 실험에 사용된 라이머로 증폭되지 않은 ufgt 

사체가 존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ufgt 

유 자의 발  양에 따른 형질 환체의 표 형을 비교하 다. 

식물 생장 속도  잎, 기 등의 색깔이나 크기는 야생형 담배

와 비교하여 거의 차이가 없었다(data not shown). 그리고 안

토시아닌의 축  여부를 확인하기 해 꽃 색깔을 비교하 다

(Fig. 2). Sense construct가 들어간 형질 환체 에서도, 특히 

TWUS2003과 TWUS2005에서 야생형 담배에 비해 꽃 색깔이 

조  더 진한 분홍색을 띠었다. 그러나 antisense construct가 

들어간 형질 환체에서는 야생형 담배와 비교하여 꽃 색깔이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RT-PCR 실험에서 ufgt 

유 자의 발  양이 야생형 담배와 antisense 형질 환체에서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과는 조 이다(Fig. 1B).

꽃의 안토시아닌 함량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기 해, 각

각의 형질 환체와 야생형 담배의 꽃에서 안토시아닌 함량을 

측정하 다(Fig. 3). 실험 결과, sense 형질 환체(TWU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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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henotypes of wild-type and transgenic tobacco flowers. 

Flowers of transgenic tobacco plants expressing UFGT 

in a sense (TWUS) or an antisense (TWUA).

안토시아닌 함량이 야생 담배에 비해 30～44% 정도 증가하

다. 반면, antisense 형질 환체(TWUA) 내 안토시아닌 함량은 

야생형 담배에 비해 88% 정도 감소하 다. TWUS 형질 환체

에서는 RT-PCR, 안토시아닌 분석, 그리고 꽃 색깔 찰 등을 

통해 외부에서 도입된 포도의 ufgt 유 자가 담배의 안토시아

닌 축 에 여하여 꽃 색깔을 더 짙게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결론 으로, 담배 형질 환체에서 ufgt 유 자의 발  

양을 조 함으로써 안토시아닌 축 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하지만, TWUA 형질 환체에서는 RT-PCR 결과

와 안토시아닌 함량의 결과가 일치하는데 반해, 꽃 색깔은 

상과 다르게 나왔다. 즉, ufgt 발  양과 안토시아닌 함량이 

매우 은 것에 비해 꽃 색깔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RT-PCR 실험에 사용된 라이머의 

특이성을 들 수 있다. 담배에는 EST fragment를 포함하여 총 

11개의 putative ufgt 유 자(AM784928, EH621643, FS406409, 

EB694038, AM780771, FG167598, AB072918, TC52675, TC58274, 

TC47227, TC50160)가 보고되어 있다. 이들 ufgt 유 자 에서 

해당 부 의 염기서열이 알려진 6개(AB072918, TC52675, 

TC58274, TC47227, TC50160)만을 골라, 본 연구에서 사용된 

2

1.5

0.5

1

0 TWUS
2004

TWUS
2005

TWUS
20011

TWUS
2003

Wild
type

TWUA
2155

TWUA
2115

A
nt

ho
cy

an
in

A
bs

or
ba

nc
e

A
53

2n
m

–
0.

24
[A

65
3n

m
]

Fig. 3. Anthocyanin contents in wild-type and transgenic tobac-

co flowers. Anthocyanin was extracted using the protocol 

previously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The ab-

sorbance of the extraction solution was measured from 

500 to 600 nm. The anthocyanin concentrations were cal-

culated with the formula [A532 － (0.24 × A653)] according 

to method of Fuleki and Francis [13]. The bar shows the 

mean standard deviation (n=3).

라이머와 비교하 을 때, 유사성이 forward 라이머는 최

 75%, reverse 라이머는 최  60%에 불과하 다(data not 

shown). 즉, 실험에서 사용된 라이머가 담배의 모든 ufgt 유

자를 증폭하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 담배와 거  

포도의 ufgt 유 자의 염기서열 상 차이는 도입된 포도의 anti-

sense ufgt cDNA가 담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ufgt 유 자의 

발 을 완 히 제어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담배

의 꽃 색깔에도 큰 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안토시아닌 뿐만 아니라, 비배당체인 안토시아니딘이 색깔을 

나타냈을 가능성이다. 즉 ufgt 유 자가 암호화하는 UFGT 효

소는 안토시아니딘을 배당체인 안토시아닌으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가지는데, ufgt 유 자가 발 되지 않더라도 축 된 안

토시아니딘이 여 히 색깔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Arabidopsis에서 ufgt 유 자 의 하나인 UGT78D2에 돌연변

이가 일어나도 표 형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다[23]. 이 논문에 의하면 개화기 때, 야생형 Arabidopsis에 

비해 기의 아래 부분에서만 약간 색이 어졌을 뿐이며, 이

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로 안토시아닌 뿐만 아니라 안토시아니

딘도 색깔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었다.  다른 논문

에 의하면, cyanidin에서 cyanidin-3-glucoside 변환 단계에 

UFGT가 여하는데, cyanidin을 epicatechin으로 변환하는 

anthocyanidin reductase (ANR) 유 자를 overexpression시

켰을 때 담배의 꽃 색깔이 어졌다[3,27]. 이와 유사하게 본 

실험의 TWUA 형질 환체에서도 도입된 포도의 antisense 

ufgt cDNA가 담배의 모든 ufgt 유 자의 발 을 억제하 음에

도 불구하고 안토시아닌으로 변환되지 않은 안토시아니딘에 

의해 색깔이 그 로 표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정

들은 앞으로 추가 인 연구를 통해 보다 명확히 밝 질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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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담배 형질 환체를 이용한 포도 UDP-glucose flavonoid glucosyl transferase (UFGT) 유

자의 기능 분석

박지연․박성출․피재호*

(단국 학교 분자생물학과, BK21 RNA 문인력양성 , 나노센서바이오텍연구소)

페놀화합물인 안토시아닌은 과일, 꽃잎 등 식물 조직에서 청 혹은 색을 나타내는 색소이다. 포도의 경우, 안

토시아닌은 포도 품종의 과피에만 축 되는데, 이것은 안토시아닌 생합성에 여하는 효소 에서 UDP-glu-

cose: flavonoid 3-O-glucosyltransferase(UFGT)를 암호화하는 ufgt 유 자에 의해 조 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ufgt 유 자에 의해 안토시아닌의 축  양상이 변하는지를 검증하기 해, 포도로부터 ufgt cDNA를 분리한 다음, 

각각 sense와 antisense 방향으로 발 하는 벡터를 제작하고, 이를 야생형 담배에 도입하 다. 담배 형질 환체를 

선발하여 RT-PCR을 수행한 결과, 포도 ufgt 유 자가 sense 방향으로 들어간 snese 형질 환체에서는 야생형 담

배에 비해 ufgt 사체의 양이 증가하 고, antisense 방향으로 들어간 antisense 형질 환체에서는 사체의 양이 

도리어 감소하 다. 한편, 담배 형질 환체의 꽃을 분석한 결과, sense 형질 환체의 안토시아닌 함량은 야생형 

담배에 비해 최고 44% 증가하 고, antisense 형질 환체에서는 최고 88% 감소하 다. 한 sense 형질 환체의 

꽃 색깔은 야생형 담배에 비해 더 진해졌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로부터 도입된 포도 ufgt 유 자의 발 으로 ufgt 

사체의 양이 증가하면 담배 내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높아지고 꽃 색깔이 진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