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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ovine lactoferricin(LFcin B) is a peptide of 25 amino acids that originated from the N terminus of bovine lactoferrin, and is
characterized as having potent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bacteria, fungi, protozoa and viruses. But, direct expression of Lfcin B
is lethal to Escherichia coli. For the efficient production of Lfcin B in microorganism, we developed an expression system in which 
the gene for cationic Lfcin B was fused to an anionic peptide gene, and successfully expressed the concatemeric fusion gene in
E. coli. The purified recombinant Lfcin B was found to have antimicrobial activity, as chemically synthesized Lfcin B peptide d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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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유 단백질은 양소 공 원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생체 내에서 다양

한 생리활성 작용을 나타낸다. 우유 유래의 표 인 생리

활성물질의 하나인 락토페린(lactoferrin)은 분자량 80,000달
톤 크기의 당단백질로서 숙주 방어체계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ram 등, 1968). 우유 유래의 락토

페린(bovine lactoferrin)을 펩신으로 분해하면 N-말단 부 에 

해당하는 Phe17-Phe41 부 에서 유래한 분자량 3,124달톤의 

펩타이드가 생성되는데, 이를 락토페리신(bovine lactoferri-
cin, 이하 Lfcin B으로 약칭함)이라고 한다(Bellamy 등, 1992a). 
락토페리신의 항균 활성은 락토페린보다 수십배 이상 강하

다고 보고되고 있다(Bellamy 등, 1992b). 락토페리신은 세균 

뿐만 아니라 곰팡이나 바이러스에 해서도 억제 효과를 나

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ndersen 등, 2003; Bellamy 등, 
1993). 특히, 임상 으로 요한 E. coli O157, Helicobacter 
pylori, Candida albicans 등이 락토페리신에 의해 성장 해

를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iarra 등, 2002; Isamida 등, 1998; 

McCann 등, 2003; Shin 등, 1998; Wakabayashi 등, 1998). 항
균력 이외에도 락토페리신은 암의 이 과정, 단핵구에서 

LPS에 의해 유도되는 IL-6 반응, 철과 아스코르빈산염에 의

해 유도되는 지질 과산화 과정 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Haversen 등, 2002; Wakabayashi 등, 1999; Yoo 등, 
1998).

상기와 같이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락토페리신을 

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면, 식품 산업뿐만 아니라 제약 산

업에서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상된다. 일반 으

로 락토페리신을 얻기 해 락토페린을 펩신으로 분해하여 

분리하고자 할 경우, 생산량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이 

소요되며 기술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한, 인공

으로 락토페리신  그 이성체를 합성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규모 생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락토페

리신을 경제 으로 생산하기 해서는 미생물을 이용한 유

공학  생산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lysine, arginine 등의 양 하를 띠는 아미노산의 

비율이 높은 락토페리신(bovine lactoferricin) 자체가 항균 작

용을 갖는 특성 때문에 미생물 내에서 직  발 시키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LaVallie 등(1995)과 Lee 등(1998)의 보고

에 의하면, 염기성의 항균 펩타이드와 산성 펩타이드의 융

합 유 자의 합체를 제조함으로써, 발 된 산성 펩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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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균 펩타이드의 염기성을 화시켜 숙주에 한 항균력

을 일시 으로 소거할 수 있었다고 하 다. 상기의 보고들

을 응용하여, 락토페리신을 장균에서 성공 으로 발 시

켰기에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론

우유 유래의 락토페리신(Lfcin B)을 화시킬 수 있는 산

성 펩타이드를 탐색한 결과, 마가이닌 유 자(Lee 등, 1998)
가 선별되어 마가이닌 유 자를 포함하는 라스미드를 제

작하 다. 기 합성된 락토페리신 유 자와 마가이닌 유 자

를 주형으로 하여 recombinational PCR 방법을 실시하여 마

가이닌 유 자와 락토페리신 유 자를 융합하 다(Fig. 1).
마가이닌과 락토페리신의 융합유 자(ML gene)를 BbsI 

제한효소로 처리한 후에 동일한 제한효소로 처리한 pUBS1 
라스미드에 연결하여 pUBS-ML1 라스미드를 제작하

다(Fig. 1). ML 유 자를 갖고 있는 pUBS-ML1 라스미드

를 BbsI 제한 효소로 처리하여 5`말단에 CCCC, 3`말단에 

GGGG 염기서열을 갖는 152 bp의 ML 유 자를 잘라내었다. 
이를 회수한 후에, self-ligation 방법을 사용하여 동일한 유

자가 여러 회 반복되는 즉, tandem repeat을 이루는 (ML)n 
유 자가 만들어지도록 하 다(data not shown). pUBSI-ML1 

라스미드에 들어있는 다양한 copy 수로 결합되어 있는 

ML 유 자 에서 copy number가 1～5 사이의 유 자를 콜

로니 PCR 방법으로 선발하 다(Fig. 2). 
상기의 발  라스미드(pET－(ML)n)들을 E. coli BL21 

(DE3)에 도입하 다. 형질 환된 E. coli BL21(DE3)[pET－(ML)n])
을 LB 액체 배지에서 진탕 배양하 으며, OD600=0.5～0.6에 

Fig. 1. Construction of MMIS-Lfcin B fusion gene.

Fig. 2. Restriction analysis of multimeric MMIS-Lfcin B fusion
genes cloned in expression vector pET21d (Modified 
from Kim et al., 2006). Lane 1: (ML)1, Lane 2: (ML)2, 
Lane 3: (ML)3, Lane 4: (ML)4.

도달할 때 1 mM IPTG를 처리함으로써 마가이닌과 락토페

리신 융합단백질의 발 을 유도시켰다. 그 결과, 락토페리

신 유 자가 1회부터 4회까지 반복되어 들어있는 라스미

드들은 단백질 발 이 효율 으로 이루어졌으나, 락토페리

신 유 자가 5회 이상 반복하여 들어있는 발  벡터는 단백

질 합성이 효율 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data not shown). 
락토페리신의 량 발 을 해 락토페리신 유 자가 4회 

반복되어 들어있는 라스미드인 pET－(ML)4를 갖는 E. 
coli BL21(DE3)[pET－(ML)4])을 LB 액체배지에서 진탕배양

하고 장균이 OD600=0.5～0.6에 도달할 때 1 mM IPTG를 

처리함으로써, 분자량 20,000 Da 정도의 융합 단백질의 발

을 유도시켰다. 유도시간에 따른 융합 단백질의 발  정

도를 확인한 결과, IPTG 처리 1시간 이후에 융합단백질이 

량으로 발 됨을 확인하 다(Fig. 3).

Fig. 3. Expression of tetrameric MMIS-Lfcin B fusion peptide 
by IPTG induction (Modified from Kim et al., 2006). 
−: before IPTG induction, +: 1 hr after IPTG in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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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라스크 실험결과를 토 로, 5 L의 LB 배지에 

장균을 배양한 후에 상기 조건과 동일하게 1 mM의 IPTG를 

처리하여 융합단백질의 발 을 유도하 다. IPTG 처리 1시
간 후에 세포를 회수하고 쇄하 으며, 이를 원심분리하여 

침 물로부터 입체(inclusion body)를 회수하 다. 회수한 

입체를 8 M urea(pH 8.0)에 녹인 후에 Ni2+－NTA column을 이
용하여 락토페리신 융합 단백질을 용출시켰다(data not shown). 
용출시킨 융합단백질을 cyanogen bromide(CNBr)로 처리함

으로써 음 하를 갖는 마가이닌 펩타이드와 양 하를 갖는 

락토페리신을 단시켰다. CNBr 처리에 의해 융합단백질로

부터 떨어져 나온 락토페리신은 QAE-sephadex 크로마토그

라피를 이용하여 정제하 다(Fig. 4).
장균에서 발 시킨 락토페리신의 N-말단 아미노산 서

열을 분석한 결과, 락토페리신의 아미노산 서열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data not shown), 상기의 결과로부터 

락토페리신을 장균에서 성공 으로 발 시켰음을 확인하

다. 발 된 재조합 락토페리신을 정제한 다음, 항균력을 

조사하 다. 화학 으로 합성한 락토페리신을 조군으로 

하여 재조합 락토페리신을 1 μg/mL에서 100 μg/mL 농도

까지 희석한 후에, 장균(106/mL)과 함께 배양하 다. 37℃
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에 장균 생장 정도를 조사한 

결과, 재조합 락토페리신은 화학 으로 합성한 락토페리신

과 거의 동일한 항균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data not shown).

결  론

락토페리신과 같은 항균 펩타이드는 범 한 항균 스펙

트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품 산업뿐만 아

Fig. 4. Purification of the Lfcin B peptide using an ion 
exchange resin after treatment with cyanogen bromide
(Modified from Kim et al., 2006). Lane 1: chemically
synthesized Lfcin, Lane 2: purified recombinant Lfcin.

니라 제약 산업 등에서도 매우 유용한 물질의 하나이다. 새
로운 개념의 항생물질인 항균 펩타이드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항생물질과는 다른 작용 기작을 통하여 항균 활성을 

나타내므로, 항생제의 약 인 항생제 내성 균주에 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확보된 락토페리신 량 발  기술을 더욱 개량하여 산업

으로 용이 가능한 수 까지의 생산이 가능해진다면, 식품 

소재로서 뿐만 아니라 의약품, 화장품 소재 등으로 응용범

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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