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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oy protein hydrolysate was found to inhibit rat platelet aggregation induced by ADP, an 

aggregating agent.  To find out its principal antiplatelet peptide(s), the soy protein hydrolysate was 

separated successively by gel filtration chromatography, revere-phase HPLC, and cation exchange 

HPLC. During the course of separation, we observed that most fractions had antiplatelet effects, which 

suggests that most peptides have some degree of antiplatelet effect. Following the inhibitory 

fractions, we purified and identified two new peptides, SSGE and DEE, by LC-electrospray ionization 

MS and peptide sequencing.  Both peptides were highly hydrophilic. The concentrations to obtain 50% 

inhibition (IC50) of the aggregation intensity were approximately 458μM and 485 μM, respectively, for 

SSGE and DEE.

Ⅰ. 서론

  소 의 비정상 인 활성화에 의해 형성되는 

미세 들은 종(thrombosis)과 각종 성

질환 뿐만 아니라 동맥경화증과 고 압 등의 심장

질환의 성인병의 발 에도 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 지고 있다(Gorden, 1981; Knapp, Reilly, 

Alessandrini, & Fitzgerald, 1986).  

  펩타이드가 소  응집  을 억제하는 사

실은 Rutherfurd 등(2000)과 Fiat(1993) 등에 의해 

연구되었다. 지 까지 밝 진 소  응집 해활

성을 갖는 펩타이드는 우유단백질 κ-casein유래의 

MAIPPKKNQDK과 PHLSF(Jollès et al., 1986), 

인유 단백질 lactoferrin유래의 KRDS(Mazoyer et 

al., 1990a) 그리고 단백질의 trypsin 분해물로부

터 분리한 RGDLER(Andriex et al., 1989) 등이 

있으며 이들은 소 의 응집을 억제하고 ADP에 

의해 활성화된 소 에 fibrinogen이 binding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 졌다. 

  Shon(Shon et al., 1996) 등은 된장으로부터 ADP

에 의해 활성화된 소 의 응집을 억제하는 펩타

이드를 분리한 바 있으며, whole-casein은 thrombin

에 의한 소 응집을 억제한다는 보고한 바 있다

(Mazoyer et al., 1990b). 한 RGDS 와 KRDS 

(Mazoyer et al., 1990a), 그리고 GMP (Mazoyer 

et al., 1990b)에 의한 in vivo 실험에서는 증

이 유발된 실험동물의 thrombogenesis를 억제하는 

연 구 속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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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요한 단백질 원이고 여러 가

지 생리활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진 두의 가수분

해물에 하여 ADP에 의해 유도된 소  응집

을 억제하는 효과를 검색한 결과, 우수한 항 소

 활성이 확인되었다. Gel filtration chromatography, 

reverse-phase HPLC, 그리고 cation exchange 

HPLC 등을 이용하여 항  활성 펩타이드를 분

리ㆍ정제하여 최 활성을 갖는 펩타이드의 아미노

산서열을 확인하여 항   심 질환 등의 성

인병을 방하며 나아가 치료제로서 실용화할 수 

있는 기 를 마련하고자 하 다.     

Ⅱ. 재료  방법

1. 재료 
  두단백 가수분해물은 (주)농심으로부터 제공

받았다. 실험동물은 Sprague Dawley (SD) male 

rat을 삼육 실험동물 연구소에서 구입하여, 한달 이상 

사육하여 무게가 200 g± 30 이상되는 것을 실험에 

사용하 으며, ADP (adenosine-5'-diphosphate)는 

Chrono-log사 제품을 구입하 다. 소  응집실

험은 Chrono-log사의 Aggregometer (Model No. 

490)를 이용하여 turbidometric 방법으로 측정하

다. Sequencing용 시약들은 sequenal grade 으며, 

acetonitrile은 HPLC grade, 기타 시약들은 analytical 

grade를 사용하 다.

  분자량의 측정은 LC-electospray ionization 

mass spectrometer (MassLynx 2.1, Micromass 

platform Ⅱ, manchester U.K)를 이용하 다. 펩타

이드의 sequencing은 ProciseTM (perkin Elmer, 

protein sequencing system, USA)에 의하여 자동

분석하 고 펩타이드의 합성은 433A 펩타이드 

synthesizer (Perkin Elmer, Applied Biosystems, 

USA)를 이용하 으며, 시약  아미노산은 Perkin 

Elmer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 다. 펩타이드의 분

리와 정제는 HPLC (Jasco UV-975, Japan)를 이

용하 다. 

2. 방법
2 . 1 . G e l f i l t r a t i o n c h r oma t o g r a p h y 

(Sephadex G-25)에 의한 분리

  0.1N acetic acid에 녹인 두단백가수분해물을 

Sephadex G-25를 충진한  XK (Pharmacia Biotech) 

column (5.0×90cm)에 넣어 gel filtration chromato- 

graphy를 행하고, 그 분획들은 254nm에서 흡 도

를 측정하고, 항  활성을 검색한 후 동결건조

하여 -20℃에 보 하 다.

2.2. Semi-preparative reverse phase HPLC 

(C18, 10×25cm)에 의한 분리

  동결건조된 획분의 펩타이드를 증류수에 녹인 

후 Acrodisc 0.45 m PTFE filter (Gelman Lab., 

Ann Arbor, MI)로 여과하고, semi-preparative 

reverse phase HPLC (C18, 10×25cm; C18 Vydac 

218TP510; The Separations Group, Hesperia, CA)

를 행하 다. 0.1% trifluoroacetic acid (TFA)를 포

함하는 5% acetonitrile을 eluant로 하여 analytical 

column을 사용하여 isocratic 조건으로 분리하 으

며, 항  활성이 우수한 획분은 동결건조하여 

-20℃에서 보 하 다. 

2.3. Cation exchange HPLC에 의한 분리 

 reverse phase HPLC에 의한 desalting

  이들  가장 활성이 높은 획분을 분리하여 5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3.0)에 녹여 

strong cation exchange sulfonic acid column     

(Vydac 400VHP575, 5, 7.5×50mm, The Separations 

Group, Hesperia, CA)을 이용한  chromatography

를 행한 후 항  활성이 높은 획분을 re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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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HPLC로 desalting한 후 동결건조하여 보

하 다.

2.4. LC-MS에 의한 동정  peptide sequencing

  LC-electospray ionization mass spectrometer 

(MassLynx 2.1, Micromass platform Ⅱ, manchester 

U.K)를 이용하여 분리된 획분의 분자량을 확인하고, 

그 sequencing은 Procise
TM
(perkin Elmer, protein 

sequencing system, USA)를 이용하여 biobrene으

로 처리한 여지에 펩타이드를 담은 상태로 Edman 

degradation method를 이용하여 자동분석하 다. 

Sequencing 결과는 protein database인 NREF(Web 

page: www-nbrf.georgetown.edu/pir)을 이용하여 

비교하 다.

 

2.5. 동정한 펩타이드의 합성  분리   

  펩타이드의 합성은 433A peptide synthesizer 

(Perkin Elmer, Applied Biosystems, USA)를 이용

하여 FastMoc chemistry (HMP resin, benzoic 

anhydride)에 의해 자동합성 하 으며 합성된 펩

타이드는 TFA cleavage procedure와 ether extraction

방법을 사용하여 펩타이드를 회수한 후 동결건조

하고 reverse phase HPLC로 분리ㆍ정제하 다.

                     

2.6. 소  응집

  Rat을 diethylether로 마취하여 개복한 후, 항응

고제인 ACD용액 (12.5 g Trisodium citrate dihydrate, 

7.5 g Citric acid monohydrate, 10 g Glucose)을 1 

: 6 (v/v)으로 미리 넣어놓은 syringe로 채 하여,  

상온에서 150 g로 15분간 원심분리하고 상층의 

PRP (Platelet rich plasma)를 취한 후에 다시 500 g

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 다. 침 된 platelet에 

washing buffer (11.9 mM NaHCO3, 0.33 mM 

NaH2PO4, 163.3 mM NaCl, 2.8 mM KCl, 1.1 mM 

MgCl2, 11.2 mM α-D-Glucose, 2.0 mM EDTA, 

0.35% Bovine Serum Albumin, pH 7.4)를 넣고 

1,8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분리된 

washed platelet을 suspension buffer (11.9 mM 

NaHCO3, 0.33 mM NaH2PO4, 16.3 mM NaCl, 

2.8 mM KCl, 1.1 mM MgCl2, 11.1 mM α

-D-Glucose, pH 7.4)에 탁시켜 hemacytometer 

(Superior, Germany)로 platelet 의 수를 5×108/㎖ 

로 조정하 다. 소  응집실험은 Aggregometer 

(Chrono-log, No. 490)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 다. 세척한 platelet suspension 450 μl를 

37℃로 맞춘 aggregometer의 hole에 꽂아 1,000 

rpm으로 5분간 preincubation 시킨 후에 CaCl2용

액 (final concentration 1.0 mM)을 첨가하여 2분

간 반응시키고, 시험물질 (inhibitor)을 농도별로 10 

μl씩 첨가하여 2분 동안 반응을 시킨 다음 소  

응집 유도물질인 ADP(final concentration 10 μM)

용액을 넣어 5분간 반응시키고 transmittance를 측

정하 다. 시험물질의 억제율(inhibition rate)은 다

음과 같이 산출하여 소  응집을 50% 억제하는 

농도인 IC50 값을 구하 다.  

                           A-B
Inhibition rate (%) =  × 100 

                            A            

   A: Control aggregation %  

   B: Sample aggregation %

                

Ⅲ. 결과  고찰

  쥐의 소 을 분리하여 ADP로 자극하 을때 

일어나는 응집을 해하는 정도를 aggregometer

로 측정하 다. PRP(platelet rich plasma)에 존재

하는 albumin 등의 장단백질이 활성물질의 작용

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Lee, 등 1982) PRP 신 

세척한 소 (washed platelet: WP)을 사용하여 

해활성을 검색하 다. ADP에 의해 유도되는 

소  응집을 해하는 활성을 측정하 을 때, 

두단백 가수분해물은 IC50이 2 mg/ml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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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활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 냉동 건조한 

두단백 가수분해물에 gel filtration chromato- 

graphy (Sephadex G-25)를 행하고 얻은 각 획분

의 항  검정을 한 결과, 항  활성이 매우 

넓게 분포한 경향을 보 다(Fig.1). 그  가장 높

은 활성을 보인 획분을 모아(fractions 127-130) 

다음 단계의 분리를 해 동결건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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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phadex G-25 gel filtration chromatogram 
of a soy protein hydrolysate with inhibition 
of platelet aggregation. 

  Gel filtration chromatography에서 활성이 높게 

나타난 획분에 하여 semi-preparative reverse 

phase HPLC(C18, 10×25cm)를 행하여 주요 peak

들을 분취하고 항  검정을 하 다. 그 결과, 둘

째 획분에서는 높은 활성을 보이는 peak가 없었으

며, 첫째 획분에서는 거의 부분을 차지하는 제

일 큰 peak에서는 활성이 낮게 나타났지만, 다른 

4개의 peak들에서 비교  높은 항  활성이 나

타났다(자료 제시하지 않음). 따라서 gel filtration 

chromatography에서 활성이 높은 획분에 하여 

semi-preparative reverse phase HPLC(C18, 10×

25cm)를 행하여 그 에서 항  활성이 높게 

나타난 획분을 분리하여 분취하 다. Linear gradient 

elution(0-60 min, 0.1% trifluroacetic acid in 

water-60% acetonitrile in water containing 0.1% 

trifluroacetic acid)으로 reverse phase HPLC를 행

하 을 때, 반부에서 용출되는 펩타이드들에서 

항  활성이 비교  높게 나왔으므로 이들의 분

리를 더욱 효율 으로 하기 해 isocratic조건에

서 analytical column(1×25cm)으로 실험하

다. 0.1% trifluoroacetic acid(TFA)를 포함하는 

5% acetonitrile 용액을 eluant로 하여 지름 1 cm의 

semi-preparative column으로 HPLC를 행하여 얻

어진 획분들에 한 항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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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verse-phase HPLC chromatogram (top) 
and inhibition of platelet aggregation 
(bottom).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EM of two measurements in the 
bottom figure.

 Retention time 30분에서 70분사이에서 심 

peak의 부분이 잘 분리되었으며 이 에서 가장 

활성이 높은 획분(60분)을 분취하여 동결건조시켰

다. 동결건조물에 5 mM KH2PO4 (pH 3.0) buffer

를 넣어 녹인 후 cation exchange HPLC를 행하

여 Fig. 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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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ation exchange HPLC chromatogram 
(top) and inhibition of platelet aggregation 
(bottom).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EM of two measurements in the 
bottom figure.

 Column에 retain되지 않은 두 개의 peak가 분리

되었으며 이들을 분취하여 동결건조시킨 획분들을 

각각 reverse phase HPLC로 desalting하여 단일 

peak들을 얻어 동결건조시킨 후 100 μl의 물에 녹

여 10 μl를 항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획분 

모두에서 약 80% 정도의 높은 항  활성을 보

다. 분리된 두 peak (Fig. 3)들을 LC-electospray 

ionization mass spectrometer (MassLynx 2.1, 

Micromass platform Ⅱ, manchester U.K)로 LC-MS

한 결과, 분자량이 각각 381.30 Da과 391.3 Da의 

거의 순수한 물질들임이 확인되었으며, ProciseTM 

(perkin Elmer,protein sequencing system, USA)를 

이용하여 자동분석한 결과, 각각 SSGE(Ser-Ser- 

Gly-Glu)와 DEE(Asp-Glu-Glu)로 동정되었다. SSGE

와 DEE는 친수성이 매우 높은 펩타이드로 평균 

hydropathy scores가 Kyte(1982) 등에 의한 계산으로 

볼 때, 각각 1.38 and 3.5 다. 이는 Mazoyer (1990)

이 발견한 항  펩타이드인 KRDS와 RGDS도 

매우 친수성이 높았던 것과 일치하 다.

  이들 펩타이드들은 433A peptide synthesizer 

(Perkin Elmer, Applied Biosystems, USA)를 이용

하여 자동합성하 으며, 동결건조시킨 두 개의 합

성 펩타이드를 농도별로 증류수로 희석한 후, 항

 검정(in vitro)을 실시한 결과, 이들은 농도의

존 으로 활성을 나타냈으며, 50%의 항  활성

을 갖는 농도인 IC50은 458 μM and 485 μM(Fig. 

4)이었다. 이 농도는 조구로 사용된 RGDS의 

IC50 (475 μM)과 거의 비슷한 활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RGDS의 IC50을 500 μM로 보고한 

Drouet (1990) 등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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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centration-dependent inhibition of 
ADP-induced platelet aggregation.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EM of two 
measurements.

Ⅳ. 요약

  단백 가수분해물로부터 항  활성을 갖는 펩

타이드를 찾고자, SD 흰쥐의 세척 소 (washed 

platelet)을 이용하여 ADP 자극으로 유도되는 

소 응집의 해정도를 aggregometer에서의 탁도

로 측정하 다. 증류수로 추출한 두단백 가수분

해물을 gel filtration chromatography를 행하여 활

성이 높은 한 획분을 분취한 후 reverse phase 

HPLC와 cation exchange chromatography를 행하



74    연구속보/대두가수분해물로부터 새로운 항혈전성 펩타이드, SSGE와 DEE의 분리

다. 분리된 펩타이드는 LC-MS를 행하여 순수

한 물질임을 확인하 으며 protein sequencer로 그 

아미노산서열은 SSGE 와 DEE로 밝 졌다. 이들

은 매우 친수성이 높은 펩타이드로 IC50이 각각 

485 μM 과 458 μM로서 항  활성이 매우 우수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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