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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호 에이(A)-벤처스로 (주)지플러스생명과학 선정
- 유전자가위 기술을 개발하고 비타민D 강화 토마토 등 품종 육종 주요 내용
□ (기업명·창업일) 주식회사 지플러스생명과학, 2014년 10월 1일
□ (대표·지역) 최성화(만57세), 서울 관악구
□ (사업내용)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한 비유전자조작 농작물(Non-GMO) 육종
□ (사업성과) 북·남미, 중국 등 세계 진출 추진, 330억원 투자 유치 달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35호
업체로 주식회사 지플러스생명과학(대표 최성화, 이하 지플러스생명과학)을
선정하였다.
* 농업(agriculture) 분야 ‘어벤저스’라는 의미로, 최고의 벤처·창업 기업을 지칭

‘지플러스생명과학’은 2014년도에 창업한 유전자가위 연구 선도기업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하여 비유전자조작 농작물(Non
-GMO) 품종 육종뿐만 아니라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는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 유전자가위 : 유전체에서 특정 염기서열을 인식한 후 해당부위의 DNA를 정교하게
잘라내는 제한효소로서, 인간 및 동식물 세포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데 사용됨

‘지플러스생명과학’이 개발한 유전자가위* 기술은 기존보다 유전자 편집
기능이 향상되어 유전자 손상이 적다는 특징이 있으며, 동 사는 이를 활용하여
고기능성** 토마토 등 다양한 작물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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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퍼플러스(CRISPR PLUS) : 기존 유전자가위 CRISPR/Cas9의 기술적 한계를 개선하여
유전체 편집 효율을 높이고, 표적 이탈로 인한 유전적 손상을 최소화
** GABA(혈압상승 억제 기능을 가진 신경전달물질), 프로비타민D3(뼈 형성과 유지에 도움) 등 함유

기존 일본에서 개발한 가바(GABA) 토마토는 미국의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료(로열티)를 지불하는 반면, ‘지플러스생명과학’이 육종한 가바
(GABA) 토마토는 유전자가위 특허등록과 상표등록을 완료하여 해외 기술
사용료(로열티) 유출 없이 상업화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
‘지플러스생명과학’은 비유전자조작 농작물(Non-GMO)의 상용판매가
가능한 북미 및 일부 남미국가에서 종자 판매를 위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중국과도 종자회사와의 기술협약, 기술수출 등을 목표로 유전자
가위 기술기반 비유전자조작 농작물(Non-GMO) 육종 기술의 세계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작물 품종육성뿐만 아니라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한 항암제 등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과 미래지향적인 사업성을 인정받아 창업 이후 산업은행,
케이티앤지(KT&G) 등으로부터 약 33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올해
상반기 중에도 약 1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농식품부 농산업정책과 서준한 과장은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하여
고기능성 품종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하면서, “향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육종 기술로까지 발전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주식회사 지플러스생명과학 주요 현황
2. 주식회사 지플러스생명과학 대표 사진 및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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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주식회사 지플러스생명과학 주요 현황

□ 일반 현황

업 체 명 주식회사 지플러스생명과학 설립일
ㅇ 대표자명 최성화 만 세
ㅇ

:

(

:

(

57

:

2014. 10. 01.)

)

□ 주요이력
연도

이력 사항

21년 7월~21년 9월

시리즈D 투자 유치(60억원, KT&G 등)

20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유니콘 기업’ 선정

20년 6월

제55회 ‘발명의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18년 12월~20년 12월

과학벨트성과확산(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9년 7월~19년 8월

시리즈C 투자유치(120억원, 스마일게이트 등)

18년 6월~7월

시리즈B 투자유치(110억원, NH투자증권 등)

□ 지식재산권 및 인증 현황
구분

지식재산권명

비고

특허

토마토 수경재배시설

(출원)10-2021-0171162

특허

고농도의 비타민D를 함유한 상추 및 그 제조방법

(출원)10-2017-0166417

특허

식물 원형질체로부터 식물체를 제조하는 방법

10-2107735

특허

키메라 게놈 조작 분자 및 방법

10-2098915

□ 매출액 및 고용인원
구 분

’19

’20

’21

매출액(백만원)

-

253백만원

345백만원

일자리(명)

48명

47명

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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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주식회사 지플러스생명과학 대표 사진 등

주식회사 지플러스생명과학 최성화 대표

고농도의 프로비타민D3를 함유한 토마토

고농도의 프로비타민D를 함유한 한입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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