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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콩과 보리로부터 루나신 펩타이드(ｌｕｎａｓｉｎｐｅｐｔｉｄｅ)의 분리, 정제 및 피부노화방지, 항암,알
러지 예방과 치료 및 고기능성 식품으로의 이용성

(57) 요 약
본 발명은 콩과 보리의 수용성 종자 단백질로부터 항암단백질인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의 분리 및 정
제 방법과 그의 용도에 관한 것으로,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의 암 세포증식억제, 히스톤 아세틸화반
응(Histone acetylation) 억제 효과에 따른 유용성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품인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는 제제학적으로 매우 안정하며, 암 억제 활성과 피부암 예방 및
억제, 광차단제, 알러지 발현을 시키지 않는 안정된 예방적 약제와 항암제 및 고기능성 식품으로서의 이용 가능
한 단백질이다.

대표도 - 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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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콩, 보리의 종자를 후레쉬 푸로테아제 억제제가 포함된 2차 증류수, 소디움 아세테이트 및 소디움 포스페이트
완충액을 넣고 4 ℃에서 24 시간 추출 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취한 다음, 증류수로 투석하여 3,000 Da 이하
의 단백질을 제거하고, 동결건조하여 조추출물을 얻은 다음, 조 추출물을 이온 교환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1차
정제하고,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피로 2차 정제한 다음, 면역친화컬럼으로 3차 정제함을 특징으로 하는 루나신
펩타이드의 분리 및 정제방법.
청구항 2
청구항 1에 따라 제조된 루나신 펩타이드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광차단제, 피부노화, 아토피 방지 및 예방제제.
청구항 3
청구항 1에 따라 제조된 루나신 펩타이드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혈액, 간, 신장, 폐, 피부암 치료제.
청구항 4
청구항 1에 따라 제조된 조 및 고 루나신 펩타이드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혈액, 간, 신장, 폐, 피부암의 치료 및
아토피 예방작용을 갖는 기능성 식품.

명 세 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13>

본 발명은 콩과 보리의 종자 단백질로부터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를 분리, 정제하는 방법,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의 생성기작, 암 세포증식억제, 히스톤 아세틸화(Histone acetylation) 억제 및 마
우스(mouse)와 랫트(rat)에 먹이로 섭식 후 조직 내의 축적과 피부 암세포의 증식억제 효과 등의 유용성에 관한
것이다.

<14>

- 콩은 항암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예측되는 다양한 단백질 저해제류, 피테이트(phytate), 피토스테롤
(phytosterols), 사포닌(saponins), 이소후라본(isoflavones) 등의 피토화합물(phytochemicals)을 가지고 있으
며, 특히 대두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항암 물질은 바우만-브릭 억제제(Bowman-Brik inhibitor(BBI))로 인식되
어 지고 있는 가운데, 본 발명자들이 암이 유발된 세포에서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는 BBI보다 높은
항암 활성을 가진다고 확인하였다(Jeong et al, 2005).

<15>

- 루나신(lunasin)은 대두의 코티레돈-특이성(cotyledon-specific) cDNA인 Gm2S-1이 코드(code)화하는 2S 알부
민(albumin)의 스몰 서브유니트 펩타이드(small subunit peptide)이고(Galvez and Lumen, 1999), 1987년 오다
니(Odani)등(1972)에 의해 대두로부터 가장 처음 발견되어 서열목록화(sequenced) 되었다. 루나신(lunasin)은
4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말단에 8개의 폴리아스파틱산(poly asprtic acid)을 가지고 (Odani et
al., 1987) adhesion motif Arg-Gly-Asp(RGD)와 헤릭스(helix)구조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며, RGD motif는 종양
세포에 있어 쉽게 부착된다(Ruoslahti and Pierschbacher, 1986).

<16>

-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는 세포의 크로마틴(chromatin)에 바인딩(binding)하고 유사분열을 저해하
여 세포를 사멸시켜 항암활성을 보인다고 제시되었고, 외부에서 루나신(lunasin) 펩타이드를 투여하였을 경우
발암물질 처리에 의해 쥐의 섬유아세포가 암세포로 전환되는 과정을 차단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Galvez와
Lumen, 1999).

<17>

- 합성 루나신(lunasin)은 MCF-7과 C3H세포에서 히스톤 아세틸화(histone acetylation)을 억제시키고 암이 유
발된 C3H 세포에서 병소(foci) 형성을 억제하였다(Galvez, et al., 2001).

<18>

- 합성 루나신(lunasin)이 센서 마우스 스킨 암모델(SENCER mouse skin tumor model)을 이용하여 피부암(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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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r tumor) 생성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Galvez와 Lumen, 2001).
<19>

- 현재 루나신(lunasin)에 관한 국내 연구는 미국의 유씨 버클리(UC Berkeley)의 드 루멘(de Lumen) 교수와 한
국의 정형진 연구진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20>

- 루나신(Lunasin)의 생합성에 관한 연구는 갈베즈(Galvez)(1997)에 의해 Gm2S-1 진(gene)이 종자의 성숙과정
중 개화 후 3주 후에 가장 처음 발현하며, 7주에는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고하였으며, 정(Jeong) 등은(2001,
2002) 대두, 보리로부터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의 발현은 개화 후 5주부터이며 완전히 성숙되는 8주
후에는 그 함량이 최대치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21>

- 본 발명자들이 공동연구를 통해 최초로 대두 및 보리로부터 분리된 루나신(lunasin)이 생체외 히스톤 아세텔
화(in vitro histone acetylation)의 억제와 암이 유발된 2-12세포에서 콜로니(colony) 형성을 억제한다고 보
고하였다(Jeong, 2003).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22>

항암 활성을 갖는 콩 펩타이드인 루나신(lunasin)의 효율적인 이용성의 방안에 대한 중요성과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23>

최근 국내에도 기능성 식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두의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산업에 관
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부 제조공정시 발생하는 숨물의 제처리를 통하여 이소후라본(isoflavone)을 정제하고 있
으며, 이는 의학품 및 화장품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해 이소후라본(isoflavone)의 일종인
게니스테인(genistein)이 유방암 치료제인 타목시펜(Tamoxifen)의 활성을 저해한다는 보고(Young, 2002)에 의해
유방암 환자들의 이러한 기능성 식품의 이용에 주의를 요하고 있다.

<24>

따라서, 본 발명은 하기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염두에 둔 것이다.

<25>

1) 콩으로부터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의 고효율 분리 기술을 개발하여 타 작물뿐만 아니라 약용식물
로부터 루나신(lunasin) 고 함유 물질을 분리하여 암 예방제로서의 이용할 수 있도록 기초적 기술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26>

2) 본 발명을 통한 루나신(lunasin)의 분리 방법의 확립은 국내에서의 두부 숨물의 제처리를 통한 루나신 펩타
이드(lunasin peptide)를 정제하여 기능성 화장품과 같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27>

3) 종자 발아 시 루나신(lunasin)의 분해 정도의 규명은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를 지연시키거나 억
제시킬 수 있는 방법에 의한 최근 유행하고 있는 기능성 발아생식의 개발이 가능하다.

<28>

4)

향후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효능이 명확한 의약품적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기능성 식품

(nutraceuticals)의 성격이 요구되고 있어, 동정 된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는 현 건강보조식품과 보
약보다 더 약품에 가까운 고기능제품이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특히 루나신(lunasin) 펩타이드는 기능성
첨가물로서 일반식품, 강화식품, 특수영양식품의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소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29>

5) 콩으로부터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 분리는 기존 항암제로 알려진 바우만 브릭 억제제(BBI), 이소
후라본(isoflavon) 제품 등과 차별화된 제품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항암제로서 기능적 효용을 인정받을 수 있
다.

<30>

6) 현재까지의 항암제로서의 BBI 및 이소후라본(isoflavon) 제품은 생산시에 루나신(lunasin) 펩타이드와 혼합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어 이들 제품에 대한 순수 정제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1>

7) 루나신(lunasin)의 대량생산으로 인한 화장품, 의약품원료로서의 이용 가능성이 있다.

<32>

본 발명의 목적은 콩, 보리의 종자 단백질로부터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를 분리, 정제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얻어진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 고 함유 조추출물을 암 세포증식억제, 히스톤 아세틸화
(Histone acetylation) 억제 및 랫트(rat)에 먹이로 섭식 후 조직 내의 축적과 피부 암세포의 증식억제 효과 등
을 구명하여 예방적 약제로서 항암제, 피부 노화방지제, 광 차단제, 피부 알러지 방지제 및 고 기능성 강화 식
품 및 식품첨가제로 이용하는 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33>

본 발명은 콩, 보리의 종자 단백질로부터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를 분리, 정제하는 방법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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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나아가 암 세포증식억제, 히스톤 아세틸화(Histone acetylation) 억제 및 랫트(rat)에 먹이로 섭식 후 조
직 내의 축적과 발아시기별 루나신(lunasin) 함량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34>

즉, 본 발명은 한국에서 재배하는 콩, 보리 종자를 이용하여 물, 소디움 포스페이트(sodium phosphate), 소디움
클로라이드(sodium chloride) 등의 용매들을 이용하여 수용성 단백질을 추출 및 분리하고, 이들을 동결 건조하
여 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immuno- 크로마토그래피 등의 방법에 의하여 루나신
(lunasin)을 분리 및 정제한 다음, 항암세포, 랫트(rat) 경구에 섭식하여 이들의 항암 작용을 확인하였다.

<35>

좀더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콩, 보리의 종자를 후레쉬 푸로테아제 억제제가 포함된 2차 증류수, 소디움 아세테
이트 및 소디움 포스페이트 완층액을 넣고 4 ℃에서 24 시간 추출 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취한 다음, 증류수
로 투석하여 3,000 Da 이하의 단백질을 제거하고, 동결 건조하여 조추출물을 얻은 다음, 조추출물을 이온교환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1차 정제하고,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로 2차 정제한 후, 면역친화컬럼으로 3차 정제함
을 특징으로 하는 루나신 펩타이드의 분리 및 정제방법에 관한 것이며, 이렇게 얻어진 루나신 펩타이드를 주성
분으로 하는 피부질환 중의 광차단, 피부노화, 아토피방지 및 예방제제, 혈액, 간, 신장, 폐, 피부암 치료제,
그리고 혈액, 간, 신장, 폐, 피부암의 치료 및 예방작용을 갖는 기능성 식품에 관한 것이다.

<36>

1)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 분리 : 추출 용매에 따른 루나신 (lunasin) 분리 및 정제 방법의 체계화.

<37>

- 추출용매의 조정(2차 증류수(DDH2O), 소디움 아세테이트(Sodium acetate), 푸로테아제 억제제(Protease
inhibitor) 사용, pH 변화 등에 따른 분리)

<38>

루나신(Lunasin)을 추출하기 위하여 콩, 보리의 종자 시료를 분쇄기를 이용하여 마쇄한 후, 각 추출용매 1 L를
넣고 4 ℃에서 24 시간 추출 후 7겹의 거즈로 불용성 물질을 제거한 다음, 상등액을 4 ℃, 14,000 rpm에서 30
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취한다. 추출용매는 후레쉬 푸로타제 억제제(Fresh Protase Inhibitor) (Sigma)가
포함된 2차 증류수(DDH2O), 0.1 M 소디움 아세테이트(Sodium acetate)(pH 3.85), 0.1 M 소디움 포스페이트
(Sodium phosphate)(pH 7.0) 버퍼를 사용한다. 추출물은 투석(Dialysis)를 통하여 분자량 3,000 Da 이하의 단
백질을 제거한다. 투석은 추출물을 멤브레인(membrane) (MWCO 3500)에 넣은 후 2차 증류수 5 L에서 6 시간마다
증류수를 바꿔 가면서 24 시간 동안 실시한 후, 동결 건조하여 루나신(lunasin) 조추출물을 얻는다.

<39>

2) 정제 : (이온교환 컬럼 크로마토그래피(ion-exchange column chromatography): 수지(resin) 종류별 사용,
NaCl 농도에 따른 정제조건 확립, HPLC 및 MPLC (Medium Pressure Preparative Liquid Chromatograph) 사용에
의한 조루나신(crude

<40>

lunasin) 분리 및 정제).

루나신(Lunasin) 조추출로부터 루나신(lunasin)을 정제하기 위한 1차적인 방법으로 이온교환 컬럼 크로마토그래
피(ion-exchange column chromatography)를 실시한다. 정지상은 0.1 M 소디움 포스페이트 (sodium phsphate)
버퍼(ph 7.0) 1 L에 바이오겔 레진(Biogel resin) AG1-X4, 메쉬 크기(mesh size) 100-200 (Bio-Rad Labs)를
100 g을 넣은 후 4 ℃에서 4 시간동안 안정화시킨 후 칼럼(지름 12 cm, 높이 200 cm)에 충진한다. 루나신
(Lunasin) 조추출물 10 g을 30 ml의 0.1 M 소디움 포스페이트(sodium phsphate) 버퍼(ph 7.0)에 녹인 후 로딩
(loading) 시킨 다음 분리한다. 이동상은 0.1 M 소디움 포스페이트(sodium phsphate) 버퍼(ph 7.0)내의 NaCl의
농도가 0 M, 0.1 M 0.3 M, 0.5 M, 0.7 M, 1 M이 되도록 조제한 뒤 순차적으로 분취한다.

<41>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Ion-exchange chromatography)에 의해 1차적으로 정제한 추출물은 HPLC를 이용하여
2차 정제한다. 정지상은 Jupiter 10 μ proteo 90 A 칼럼(250 × 10 mm, Phenomenex)을 이용하고, 이동상은 아
세토 니트릴과 물(ACN : H2O = 3 : 7)을 사용한다. 분리 피크는 UV검출기 이용하여 254 nm에서 확인한다. 루나
신 분획물(Lunasin fraction)은 합성 루나신(lunasin)과 동일한 위치의 피크를 분취한다. 계속하여 3차로 면역
친화컬럼(immuno affinity column)을 이용하여 순수 루나신(lunasin)을 정제하였다.

<42>

3) 종자로부터 조단백질 추출물내의 루나신(lunasin)의 동정.

<43>

분석을 위한 시료는 콩, 보리 종자 (150 g)를 액체 질소를 이용하여 마쇄한 후 0.1 M 인산염 버퍼(phosphate
buffer) (pH 7.0) 100 ml을 넣고 4 ℃에서 24시간 추출 후, 7겹의 거즈로 불용성 물질을 제거한 다음, 상등액을
4 ℃, 14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취하였다.

<44>

콩, 보리의 단백질 분리는 SDS-PAGE(SDS-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에 의하여 수행하였다. SDSPAGE시 분해겔 (resolving gel)은 최종적으로 0.1 % SDS, 15 %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 농도가 되게 조제
하였으며, 적층겔(stacking gel)은 0.1 % SDS, 4 % 아크릴아마티드(acrylamide) 농도가 되게 조제하였다. 로딩
시료(Roading sample)은 고추 종자로부터 추출한 단백질과 램밀 버퍼(Laemmil buffer)를 1 : 2로 혼합하여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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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5분간 끊인 샘플을 사용하였고 레인(lane) 당 단백질 25 ㎍을 주입하였으며, 전기영동시 전압은 150 V로
1시간 실시하였다. 전기영동이 끝난 겔(gel)은 색킹(shacking)하면서 3시간 염색용액(staining solution) (쿠
마지 브릴리언트 블루(Coomassie brilliant blue) 1 g / 메탄올(methanol) 450 ㎖ + 빙초산(acetic acid) 100
㎖ + DH2O 450 ㎖)중에서 염색한 후, 탈색용액(destaining solution) (methanol 100 ㎖ + acetic acid 100 ㎖
+ DH2O 800 ㎖)에서 탈색하여 밴드를 확인하였다.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의 동정을 위하여 전기영동
한 나머지 하나의 겔(gel)은 100 V에서 1시간 40분간 PVDF 막 (Sigma, USA)으로 전이하였다. 단백질이 전이된
PVDF 막은 메탄올(methanol)로 헹구고, Blotto A (5 % nonfat milk and 1 % Tween 20 in saline)에서 1시간 30
분 동안 블록(block)한 후, TBS-T solution (1 % Tween 20 in tris-buffered saline)을 넣어 3회 세척하였다.
세척한 PVDF 막을 Blotto B (3 % nonfat milk and 1 % Tween 20 in saline)과 1차 항체인 자이메드(Zymed) R1
을 5000 : 1으로 희석한 용액에 1시간 동안 넣어 흔들어준 다음 다시 TBS-T solution으로 3회 세척하였다. 2차
항체로서는 안티래빗(Anti-rabbit) 항체 (Santacruze Biotec. SC2030)를 사용하였으며, Blotto B과 1 : 5000으
로 희석하여 1시간 동안 블로킹(blocking)하였다. TBS-T solution으로 3회 씻어준 후, ECL시약 (Amersham)을
이용하여 반응한 다음 엑스레이필름(X-ray film)에 노출하였다.
<45>

4) 말디토프(MALDI TOF)에 의한 매스 지도화(Mass mapping) 및 서열(Sequence).

<46>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Ion exchange chromatography)상에 0.7 M NaCl 소디움 포스페이트 버퍼(sodium
phosphate buffer)(0.1 M, pH 7.0)에 의하여 용출된 정제된 단백질 캘리포니아(California) 대학교 데이비스
(Davis)의 단백질구조실험실에서 말디토프(MALDI TOF)에 의한 매스 지도화(Mass mapping) 및 서열(Sequence)에
의하여 매스 지도화(Mass mapping) 및 서열(Sequence)화 하였다.

<47>

5)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의 유용성.

<48>

- 2-12 세포 콜로니 형성억제

<49>

실험에 사용된 세포는 종양유발 유전자인 하-라스 온코겐(Ha-ras oncogene) (valine mutation at codon 12)을
NIH 3T3 세포로 전환하여 만들어진 2-12 세포주로 6 웰 플레이트(well plate)에서 콜로니 형성억제 실험에 사용
하였다. 세포배양 및 콜로니 형성억제정도는 정(Jeong) 등 (2002)의 방법에 의하였다. 2-12 형질전환 세포주는
이소푸로필 베타-디-티오갈락토사이드(isopropyl β-D-thiogalactoside) (IPTG, Sigma)의 유도에 의해 높은
Ha-ras 종양유전자와 독립부착성을 포함한 강력한 전이특성을 나타낸다(Liu 등, 1992; Liu 등, 1998). 세포주는
정기적으로 배양했으며 배양조건은 5 % CO2와 37 ℃ 수준을 유지하였다. 배양액으로 10 % 송아지 혈청(calf
,

serum)이 포함된 DMEM (Dulbecco s Modified Eagle medium)을 사용하였다. 각 웰(well)당 880 ㎕의 배양액에 5
% 한천(agar) 120 ㎕을 희석해서 0.6 % base agar layer로 1 ㎖을 주입하고 실온에서 15분간 방치했다. upper
agar layer는 0.6 % agar 550 ㎕, 배양액 330 ㎕, 1 M IPTG 20 ㎕와 2-12 세포(40,000 cells/㎖) 100 ㎕을 조
합해서 웰(well)당 각 1 ㎖씩 주입했다. 세포는 14일간 CO2 배양기에서 배양했으며 형성된 콜로니에 대한 관찰은
광학현미경(×40) 하에서 실시하였다. 처리시료는 정제된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를 다양한 농도로
처리하였다.
<50>

- 동물세포에서의 코어 히스톤 아세틸화(Core Histone Acetylation) 억제.

<51>

인간유방(Human breast) 암세포인 MCF-7 (ATCC) 를 DMEM + 10 % FBS 배지하에서 37 ℃, 5 % CO2 조건하 인큐베
이터 (incubator)에서 성장시켰다. 면역친화력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immunoaffinity column chromatography)
에 의하여 정제된 10 mM 소어빈 루나신(soybean lunasin)을 히스톤 데아세틸라제(histone deacetylase) 억제제
인 5 mM 소디움 부틸레이트(sodium butyrate)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이를 산 추출하여 SDS-PAGE 및 웨스턴 블
롯(Western blot)에 의하여, 루나신(lunasin)에 의한 코어 히스톤 아세틸화(Core Histone Acetylation) 억제
정도를 조사하였다.

<52>
<53>
<54>

- 동물조직내의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의 축적 및 병소(Foci) 형성 억제.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를 함유한 다양한 식물종자들을 물로 추출하여 이를 동결 건조하여 5주령의
랫트(rat)에 먹이로 하루에 8.7 g씩 4주간 먹이로 공급하여, 4주 후 랫트(rat) 조직 및 기관을 추출 및 분리하
여 SDS-PAGE 및 웨스턴 블롯(Western blot)에 의하여 루나신(lunasin)의 축적을 확인하였다.

<55>

동물조직내 축적된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의 항암활성을 조사하고자 4주간 습식된 랫트(Rat)의 혈액

- 5 -

공개특허 10-2007-0093758
및 간을 추출 및 정제하여 이를 병소(Foci) 형성억제 정도를 조사하였다.
<56>

콩, 보리종자 단백질을 용매(물, 소디움 아세테이트(sodium acetate), 0.1 M NaCl)로 추출하여 SDS-PAGE 및 웨
스턴 블롯(Western blot)에 의하여 4.8 KD의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를 확인하였다.

<57>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의 정제를 위하여 이온 교환 컬럼 크로마토그래피(ion exchange column
chromatography) 하에서 0.7 M NaCl 인산염 완충액(phosphate buffer)으로 용출시 순수 및 대량의 루나신 펩타
이드(lunasin peptide)를 얻을 수 있었다. 보리 및 콩내의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의 서열
(sequence)은 43개의 아미노산(amino acid)로 구성되어 있었다.

<58>

정제된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는 ras-oncogene and core H3-histone acetylation을 억제시켰고, 콩
과 보리에서 조추출된 루나신(lunasin) 함유 단백질을 랫트(rat)에 먹이로 4주간 공급하였을 때, 랫트(rat)의
혈액, 간, 폐, 심장으로부터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가 축적되었고, 이들 간 및 혈액으로부터 추출
정제된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를 병소(Foci) 형성억제 실험시에 암세포형성을 억제시켰다.

<59>
<60>
<61>

6)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 고 함유물 함유제제의 제조.
-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 고 함유 식이 분말(powder)의 제조.
콩을 차가운 물에 세척 후 약 4시간, 풍건하고, 콩의 크기의 약 1/15크기로 거칠게 분쇄하여, 10 kg 콩가루
에 물 200 L를 넣고 4 ℃에서 48시간 흔들어 준 후, 48시간 정체시킨다. 상등액을 원심분리기 20,000 rpm, 30분
간 원심분리한 후, 부유층의 지질, 불용성 물질 및 침전물을 제거 한 다음 동결 건조시킨다.

<62>
<63>

-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 고 함유 정제(tablet) 제조.
루나신 펩타이드 고함유 식이 분말약으로 제조된 건조물을 상기의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Ion-exchange
chromatography)를 통과하여 동결한 후, 용량의 10배 증류수(DDH2O)로 용해된 추출물은 투석(Dialysis)을 통하
여 분자량 3k Da 이하의 단백질을 제거한다. 투석은 추출물을 멤브레인(membrane) (MWCO 3000)에 넣은 후 2차
증류수에서 6시간마다 증류수를 바꿔 가면서 24시간 동안 실시한 후 동결 건조하여 분말을 얻은 후, 과립화 및
타정 과정에 의하여 정제를 만들었다.

<64>
<65>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 및 실험 예에 의해 더욱 상세히 설명하지만, 본 발명의 범위가 하기 실시예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66>

실시예 1. 콩, 보리로부터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tide)의 분리 및 동정.

<67>

콩, 보리의 여러 종류 품종을 24시간 물로 추출 후 7겹의 거즈로 불용성 물질을 제거한 다음, 상등액을 실온에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취하여 SDS-PAGE 및 웨스턴 블롯(Western blot)에 의하여 루나신(lunasin)을 분리 및 동
정(도 1, 2)하고, 이들에 대한 정량을 위하여 합성 루나신 펩타이드를 이용하여 정량 그래프를 작성 후 (도 5)
작물별 루나신펩타이드 함량을 조사해 본 결과, 콩과류 중에서 글리신 맥스(Glycine max)에서 단지 루나신 펩타
이드(lunasin peptide)가 존재함을 확인되었을 뿐, 글리신(Glycine) 속이 아닌 양대, 땅콩, 팥 등의 콩과류 종
자에서는 동정되지 않았다. 글리신 맥스(Glycine max)의 콩 품종간의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 함량은
g 종자당 0.045 - 0.156 mg으로 함량의 차가 매우 컸다(표 1). 보리에서는 0.013 - 0.021 mg 이었다(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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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표 1. 콩 품종별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의 함량.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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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표 2. 보리 품종별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의 함량.

<71>
<72>

실시예 2. 콩, 보리 추출물로부터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의 정제 방법 확립.

<73>

루나신(Lunasin) 조추출로부터 루나신(lunasin)을 정제하기 위한 1차적인 방법으로 이온 교환 컬럼 크로마토그
래피(ion-exchange column chromatography)를 실시하였다. 정지상은 0.1 M 소디움 인산염(sodium phsphate) 버
퍼(ph 7.0) 100 ml에 바이오겔 수지(Biogel resin) AG1-X4, mesh size 100-200 (Bio-Rad Labs)를 10 g을 넣은
후 4 ℃에서 4시간 동안 안정화시킨 후 칼럼(지름 1.2 cm, 높이 20 cm)에 충진하여 루나신(Lunasin) 조추출물 1
g을 3 ml의 0.1 M 소디움 인산염(sodium phsphate) 버퍼(ph 7.0)에 녹인 후 로딩(loading) 시킨 후
분리하였다. 이동상은 0.1 M 소디움 인산염(sodium phsphate) 버퍼(pH 7.0)내의 NaCl의 농도가 0 M, 0.1 M,
0.3 M, 0.5 M, 0.7 M, 1 M이 되도록 조제한 뒤 순차적으로 분취한다.

<74>

따라서 0.7 M NaCl sodium phosphate buffer에 의하여 용출하면 이온 교환(ion exchange) 컬럼내의 수지
(resin)에 부착된 루나신 펩타이드 (lunasin peptide)를 약 99.5 % 이상 추출할 수 있었다(도 3).

<75>

실시예 3. HPLC에 의한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의 분리.

<76>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Ion-exchange chromatography)에 의해 1차적으로 정제한 추출물을 HPLC를 이용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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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정제를 해 본 결과(도 9), 정지상은 Jupiter 10 μ proteo 90 A 칼럼(250 × 10 mm, Phenomenex)을 이용하
고, 이동상은 아세토 니트릴과 물(ACN : H2O = 3 : 7)을 사용한다. 분리 피크는 UV검출기 이용하여 254 nm에서
확인한다. 루나신 분획(Lunasin fraction)은 합성 루나신(lunasin)과 동일한 위치의 피크를 분취한다.
<77>

실시예 4. 콩, 보리의 정제된 조추출물의 말디토프(MALDI TOF)에 의한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의 매
스 지도화(Mass mapping) 및 서열(Sequence).

<78>

콩, 보리 추출물로부터 정제된 물질 속에는 루나신 펩타이드 (lunasin peptide)가 존재함을 말디토프(MALDI
TOF)에

의한

매스

지도화(Mass

mapping)에

의하여

확인해

본

결과(도

4),

SKWQHQQDSCRKQLQGVNLTPCEKHIMEKIQGRGDDDDDDDDD의 4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펩타이드(peptide)임이 확인되었
다.
<79>

서열내용은 다음과 같다.

<80>

Ser Lys Trp Gln His Gln Gln Asp Ser Cys Arg Lys Gln Leu Gln Gly

<81>
<82>

1

5

20

25

30

Arg Gly Asp Asp Asp Asp Asp Asp Asp Asp Asp

<85>
<86>

15

Val Asn Leu Thr Pro Cys Glu Lys His Ile Met Glu Lys Ile Gln Gly

<83>
<84>

10

35

40

루나신(lunasin)은 대두의 대두로부터 분리된 항암 단백질로써 코틸레돈-특이성(cotyledon-specific) cDNA인
Gm2S-1이 코드(code)화 하는 2S albumin의 small subunit이고(Galvez and Lumen, 1999), 구조적으로 C말단에 8
개의 poly asprtic acid를 가지고 있어 종자의 발달에 있어 그 생리적인 기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Earnshaw, 1987), 본 발명자인 갈베즈(Galvez)와 루멘(Lumen) (1999)에 의해, 루나신(lunasin)은 세포의 크로
마틴(chromatin)에 바인딩(binding)되고 유사분열을 저해하여 세포를 사멸시킴으로써 항암에 대한 활성을 제시
하고 있어 식물체 내에서 추출된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가 항암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87>

실시예 5. 콩, 보리로부터 정제된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의 암세포 증식억제.

<88>

종양유발 유전자인 Ha-ras oncogene (valine mutation at codon 12)을 NIH 3T3 세포로 전환하여 만들어진 2-12
세포주로 6 웰 플레이트(well plate)에서 콜로니 형성억제 실험을 해 본 결과(도 6), 콩, 보리로부터 추출 정제
된 루나신(lunasin)은 유성(negative) 대조구와 유의 차가 없을 정도로 암세포 형성 억제력이 높았다. 이는 루
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는 항암활성이 매우 높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콩, 보리로부터 분리된 100
nM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는 암세포인 2-12세포를 50 % 억제시켰다.

<89>

실시예 6. 콩, 보리로부터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의 히스톤 H3 아세틸화(histone H3 acetylation)
억제.

<90>

콩, 보리로부터 추출 정제된 10 uM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는 MCF-7세포에 24시간 처리시의 히스톤
H3 아세틸화(histone H3 acetylation) 실험을 해 본 결과(도 7), MCF-7세포내에 10 uM 루나신 펩타이드
(lunasin peptide) 처리는 100 % 히스톤 H3 아세틸화(histone H3 acetylation)을 억제시켰다.

<91>

실시예 7. 콩, 보리로부터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 고함유 조단백질 추출물의 랫트(Rat) 28일 습식
후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의 동물 조직 내의 축적.

<92>

콩, 보리로부터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가 고함유 되도록 조추출하여 동결 건조된 단백질을 5주령의
60마리의 랫트(rat)에 먹이로 하루에 마리당 8.7 g씩 4주간 먹이로 공급하여, 4주 후 랫트(rat)의 혈액, 조직
및 기관을 0.1 M 소디움 아세테이트(sodium acetate)로 추출하여, HPLC, SDS-PAGE 및 웨스턴 블롯(Western
blot)에 의하여 루나신(lunasin)의 축적을 확인해 본 결과(도 7, 8), 랫트(rat)의 1 ml 혈액내에 17.54 ㎍ 루
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가 축적되어 있었고, 1 g 간 내에는3.06㎍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
가 축적되어 있었다(도 9).

<93>

실시예 8. 콩, 보리로부터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 고함유 조단백질 추출물의 랫트(Rat) 28일 습식
후의 랫트(rat) 간 추출물에 의하여 정제된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의 병소(Foci) 형성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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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조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를 4주간 습식 후 랫트(Rat)의 혈액 및 간을 추출 및 정제하여, 이를 병소
(Foci) 형성억제 정도를 조사해 본 결과(도 10),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를 습식 시키지 않은 대조구
에서는 14.2개의 병소(foci)가 형성되었으나, 섭식되어 축적된 간추출물 처리에서는 약 5.1개로 병소(foci) 형
성을 억제시켰다.

<95>

실시예 9. 콩과 보리로부터 루나신 펩타이드 고 함유 분말제 생산 및 이용.

<96>

콩을 차가운 물에 세척 후 약 4시간, 풍건하고, 콩의 크기의 약 1/15크기로 거칠게 분쇄하여, 10 kg 콩가루에
물 200 L를 넣고 4 ℃에서 48시간 흔들어 준 후, 48시간 정체시킨다. 상등액을 원심분리기 20,000 rpm, 30분간
원심분리 한 후, 부유층의 지질, 불용성 물질 및 침전물을 제거 한 다음 동결 건조시켜서 제조된 분말g 당 580
ug 루나신 펩타이드가 고 함유 된 콩 단백질을 얻었다(도 11). 음용방법은 1일 2회 분말 4 g을 요구루트 65 ml
에 용해시켜서 음용한다. 상기의 실험 결과(실시예 7, 8)로 미루어 보아, 분말의 음용은 혈액 및 간속에 루나신
펩타이드가 축적되어서 간기능향상 및 간암예방적인 효과가 있다.

<97>

실시예 10. 콩과 보리로부터 루나신 펩타이드 고 함유 정제의 생산 및 이용.

<98>

루나신 펩타이드 고함유 식이 분말약으로 제조된 건조물을 상기의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Ion-exchange
chromatography)를 통과하여 동결한 후, 용량의 10배 증류수(DDH2O)로 용해된 추출물은 투석(Dialysis)을 통하
여 분자량 3k Da 이하의 단백질을 제거한다. 투석은 추출물을 멤브레인(membrane) (MWCO 3000)에 넣은 후 2차
증류수에서 6시간마다 증류수를 바꿔 가면서 24시간 동안 실시한 후 동결 건조하여 분말을 얻은 후, 과립화 과
정에 의하여 허용가능한 담체(부형제)를 포함하여 정제를 만들었다(도 12).

<99>

정제물에는 g 당 100 mg 루나신 펩타이드가 고 함유 된 콩 단백질을 얻었다. 투여방법은 1일 2회, 회당 1개 환
을 복용한다.

상기의 실험 결과(실시예 7, 8)로 미루어 보아, 정제의 복용은 혈액 및 간속에 루나신 펩타이드

가 축적되어서 간기능향상 및 간암예방적인 효과가 있다.

발명의 효과
<100>

본

발명에 따른

콩,

보리로부터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

분리,

정제

정제하는 방법,

암

세포증식억제, 히스톤 아세틸화(Histone acetylation) 억제 및 랫트(rat)에 먹이로 섭식 후 조직 내의 축적과
암세포의 증식 억제 등의 유용성에 관한 것으로, 콩, 보리의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 조추출물에 의
한 건강보조식품첨가제, 피부노화 방지제, 간암예방 및 치료제로서 이용될 수 있다.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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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1>

도 1. 여러 종류의 콩과류로부터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의 분리 및 동정에 관한 전기영동사진이고,

<2>

도 2. 여러 종류의 보리품종 및 작물별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의 분리 및 동정에 관한 전기영동사진
이며,

<3>

도 3. 콩과 보리 추출 조 단백질로부터 이온교환컬럼 크로마토그래피(Ion exchange column chromatography)를
이용한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의 분리 및 정제에 관한 사진이고,

<4>

도 4. 콩과 보리의 정제된 조추출물로부터 말디토프(MALDI TOF)에 의한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의 동
정에 관한 사진이며,

<5>

도 5. 웨스턴 블롯(western blot)에 의한 밴드의 명암에 따른

루나신 펩타이드 함량을 정량화하기 위한, 합성

루나신 농도별 펩타이드의 웨스턴 블롯(western blot)에 의하여 농도별 상관관계 그래프이고,
<6>

도 6. 콩과 보리 단백질로부터 정제된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 처리가 IPTG-유도된 ras-oncogene
stably transfected 2-12 cells의 억제활성(A) 및 루나신(lunasin) 농도별 억제활성(B)에 관한 그래프이다.

<7>

도 7. 콩과 보리로부터 정제된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의 처리시의 세포내의 히스톤(histone) H3억제
에 관한 사진이며,

<8>

도 8. 콩과 보리로부터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 고함유 조단백질 추출물의 랫트(Rat) 28일 섭식 후의
HPLC를 이용한 랫트(Rat) 혈액 중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의 분리에 관한 HPLC그래프이고,

<9>

도 9. 콩, 보리로부터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 고함유 조단백질 추출물의 랫트(Rat) 28일 섭식 후 랫
트(rat) 혈액 및 간으로부터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de)의 동정에 관한 그래프이다.

<10>

도 10. 콩, 보리로부터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 고함유 조단백질 추출물의 랫트(Rat) 28일 섭식 후
랫트(rat) 간으로부터 추출 정제된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de)의 병소(Foci) 형성 억제에 관한 그래프이
다.

<11>

도 11. 콩, 보리로부터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 고함유 조단백질 분말제의 사진(A) 및 분말제의 루나
신 펩타이드의 웨스턴 블롯(lunasin peptide western blot)에 관한 사진이다.

<12>

도 12. 콩, 보리로부터 루나신 펩타이드(lunasin peptide) 고함유 조단백질 정제의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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