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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urified an antimicrobial peptide from the acidified hemocyte extract of Mytilus coruscus by C18 
reversed-phase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RP-HPLC). The peptide was 4041.866 Da 
based on 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 time-of-flight mass spectrophotometer (MALDI- 
TOF/MS) and the 25 amino acids of the N-terminus sequence were identified. Comparison of this se-
quence of the purified peptide with the N-terminus sequences of other antimicrobial peptides revealed 
100% identity with the mytilin B precursor of Mytilus coruscus. We also identified a 312 bp open-read-
ing frame (ORF) encoding 103 amino acids based on the obtained amino acid residues. The nucleotide 
sequence of this ORF and the amino acid sequence also revealed 100% identity with the mytilin B 
precursor of Mytilus coruscus. We synthesized two antimicrobial peptides with an alanine residue in 
the C-terminus, and designated them mytilin B1 and B2. These two antimicrobial peptides showed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gram-positive bacteria, including Bacillus cereus and Streptococcus para-
uberis (minimal effective concentration, MECs 41.6-89.7 μg/ml), gram-negative bacteria, including 
Enterobacter cloacae, Escherichia coli, Klebsiella pneumoniae, Proteus mirabilis, Providencia stuartii, Pseudomo-
nas aeruginosa, and Vibrio ichthyoenteri (MECs 7.4-39.5 μg/ml), and the fungus Candida albicans (MECs 
26.0-31.8 μg/ml). This antimicrobial activity was stable under heat and salt conditions. Furthermore, 
the peptides did not exhibit significant hemolytic activity or cytotoxic effec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mytilin B could be applied as alternative antibiotic agent, and they add to the understanding of  
the innate immunity of hard-shelled mu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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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다양한 생물 중 척추동물 이상 동물류는 선천적 면역 체계

(innate immune system)와 후천적 면역 체계(acquired im-

mune system)를 가지고 있으며, 두 가지 면역 체계를 이용하

여 비자기 외부물질을 인식, 선별한 뒤 다양한 반응을 통하여 

제거 또는 불활 시킴으로써 자신의 몸을 보호한다[3]. 그러나 

무척추 동물들은 후천적 면역 체계가 덜 발달되었기 때문에 

체액성 면역(humoral immunity)과 세포성 면역(cellular im-

munity)을 포함하는 선천적 면역 체계에 의존하여 외부환경

이나 외부물질로부터 체내의 항상성을 유지하며 살아간다

[40]. 

해양 무척추 동물의 경우 체액성 면역은 주로 혈액 세포나 

혈장에 존재하는 항균 물질에 의해 일어나며 혈액림프 응고

(hemolymph coagulation)나 멜라닌화(melanization) 등과 같

은 반응과 함께 일어난다[36, 38]. 그리고 세포성 면역은 캡슐

화(encapsulation), 결절형성(nodule formation), 식세포 작용

(phagocytosis) 등을 포함하는 세포 방어 반응을 근거로 한다

[40]. 특히, 해양 무척추 동물의 세포성 면역은 혈구에 의해 

조절되는데 이는 식세포 작용이 일어난 물질, 항균활성 물질, 

세포독성 물질 등 운동성을 가진 세포를 혈액림프로 분비한다

[29]. 순환하는 혈액림프에는 보체(complement), 응혈인자

(clotting factors), 렉틴(lectins), 항균 펩타이드(antimicrobial 

peptides, AMPs) 등과 같은 생물학적 면역 활성 물질이 포함

되어 있다[24]. 다양한 면역 관련 물질 중 항균 펩타이드는 해

수 내 평균 10
6
 bacteria/ml와 10

9
 virus/ml의 농도로 존재하는 

미생물들의 침입을 방어할 수 있는 자기 방어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23, 39]. 

항균 펩타이드는 약 12~10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분자

량이 10 kDa 이하의 단백질성 물질로 침입 미생물에 대해 즉

각적으로 대응 반응을 보이는 항미생물 물질이다[2, 4]. 이들의 

구조는 α-helix나 β-sheet 또는 random coil 형태를 띄며 c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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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ine을 다량 포함하는 defensin과 같이 하나 이상의 특정 아미

노산을 반복 또는 다량으로 가지는 경우도 있다[6, 8]. 항균 

펩타이드들은 매우 다양한 크기와 구조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 전하를 띄고 친수성과 소수성을 동시에 지니는 양

친매성 특성을 가지고 있다[31]. 이러한 (+) 전하는 미생물 막

에 부착을 도와주고 양친매성 특성을 통하여 구조적으로 미생

물의 세포막에 구멍을 만들거나 막을 파괴하여 세포막의 안정

성을 저해함으로써 항균활성을 나타낸다[37, 39].

참담치(Mytilus coruscus)는 연체동물문(Mollusca), 이매패

류강(Bivalvia), 돌조개목(Arcoida), 홍합과(Mytilidae)에 속하

는 홍합속(Mytilus)으로써 우리나라 수산물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패류이다[41]. 대표적인 부착성 이매패류로 족사라

는 강력한 접착성 단백질을 이용하여 갯바위 등에 부착 생활

을 하기 때문에 외부 미생물의 침입이나 환경적인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3]. 또한 여과섭식을 통해 해수에 존재하는 영양

분을 획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다양한 해양 미생물 및 오염

물질 등에 직접 노출되어 있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방어 

물질을 다량 생산한다고 알려져 있다[3]. 특히 참담치의 혈구

는 체내를 순환하면서 렉틴과 항균 펩타이드에 의해 외부 물

질들을 병원체로 인식 후 부착하여 내포작용(endocytosis)을 

통해 제거한다[7, 17, 28, 29]. 그리고 이러한 항상성 유지 과정

에서 항균 펩타이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진주

담치(Mytilus edulis)와 지중해담치(Mytilus galloprovincialis)에 

비해 참담치의 항균 펩타이드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16, 26].

담치류에서 분리된 항균 펩타이드는 defensin [6, 20], myti-

calin [15], mytichitin [29], myticin [1, 19], myticusin [16], my-

tilin [11, 21, 30], mytimacin [13], mytimycin [6] 등이 보고되

어있다. Defensin 류는 진주담치의 혈액림프에서 분리된 de-

fensin A와 B가 보고되어 있으며, 이는 절지동물의 defensin 

류와 서열 및 특성이 유사하다[20]. 이들은 cysteine 잔기가 

많이 포함된 양이온성 항균 펩타이드로 그람 음성 균주보다 

그람 양성 균주에서 강한 활성을 보인다[6]. Myticin 항균 펩타

이드는 지중해담치의 혈장과 혈구에서 분리된 myticin A와 

B가 보고되었다[19]. 이들은 4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있

으며 8개의 cysteine 잔기에 의한 4개의 이황화결합이 있다

[19]. Myticin A는 그람 양성 균주들에만 항균활성이 있으나, 

myticin B의 경우 그람 음성 균주와 fungus에만 항균활성을 

나타내었다[1]. Mytimycin 항균 펩타이드는 진주담치의 혈구

에서 분리되었으며 Neurospora crassa 균주와 Fusarium culmo-

rum 균주의 성장 저해 활성이 밝혀졌다[6]. Mytilin 항균 펩타

이드는 담치류에서 분리된 cysteine이 풍부한 양이온 항균 펩

타이드로 진주담치에서는 mytilin A와 mytilin B가 보고되었

고[6, 30], 지중해담치에서는 mytilin B precursor, mytilin D 

precursor, mytilin K, mytilin N 등이 보고되었다[11]. 그리고 

참담치에서 분리된 mytilin 항균 펩타이드는 mytilin A 

(accession ID, ACR56376), mytilin B (ACR56375) 및 mytilin 

3~8 (ADC29470~ADC29475)이 보고되었으며 모두 signal 

peptide를 포함하는 precursor 형태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

한 참담치 유래의 mytilin 항균 펩타이드들은 아미노산 또는 

유전자 서열만 알려졌을 뿐 항균활성 등의 생화학적․미생물

학적 특성 연구가 미비하다. 이 외에도 칠레담치(Mytilus chi-

lensis)에서 분리된 mytilin (partial, AEE60903), 독일 발트해담

치(Mytilus trossulus)에서 분리된 mytilin C precursor (AUU 

44785) 등의 담치류 유래 항균 펩타이드가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매패류의 부착생활과 여과섭식이라는 특

이적인 습성과 해양 무척추생물의 면역체계에 주목하여 참담

치의 항균 펩타이드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참담치의 

조직별 추출물과 정제물의 항균활성을 기반으로 항균 물질을 

분리 및 정제하였고, 항균 펩타이드의 특성을 분석하여 해양

무척추동물의 선천적 면역 체계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재료  방법

실험동물

본 연구에 사용한 동해안 자연산 참담치는 부산 자갈치 공

동어시장에서 구입하였으며, 평균 각장은 14.5±1 cm, 각고 

7.1±1 cm, 각폭 5.1±0.9 cm 및 무게는 263.4±29.2 g이었다. 측

정 후 참담치의 체액을 수집 및 추출하였으며 추출물은 실험

에 사용하기 전까지 -80℃에서 급속 냉동 보관하였다.

시약  재료

항균활성 측정에 사용한 배지는 모두 Difco사(Difco, MI, 

USA) 배지이며, agarose는 Bio-Rad사(Bio-Rad, CA, USA)의 

low melt agarose를 사용하였다. 항균 펩타이드 정제과정에 

사용된 HPLC용 acetic acid, aceotonitrile (ACN), trifluoro-

acetic acid (TFA) 그리고 water는 Berdic&Jackson사(B&J, MI, 

USA)의 제품이며, 그 외의 실험에 사용된 모든 시약들은 특급

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사용 균주  배양 조건

항균활성 측정에 사용한 모든 균주는 미국 세포주 및 균주

은행(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국내 생물자

원센터(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KCTC)와 국내 

한국종균협회(Korean Culture Center of Microorganisms, 

KCCM)에서 분양 받았으며, 모든 균주들은 각각의 최적 온도

에서 적합한 배지를 사용하여 배양하였다(Table 1).

조직 추출

참담치 패각근 부위에 멸균된 주사기를 삽입하여 체액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체액은 응고를 막기 위해 1% acetic acid 

(v/v)와 1:1 비율로 혼합 후 4℃에서 15분간 1,870 rpm으로 

원심분리하여 침전물인 혈구를 확보하였다. 확보된 혈구 침전



Journal of Life Science 2018, Vol. 28. No. 11 1303

Table 1. Pathogenic bacteria strains used in this study

Strains Reference Media Temperature

Gram

positive bacteria

Bacillus cereus 

Bacillus subtilis 

Enterococcus faecalis 

Staphylococcus aureus 

Staphylococcus haemolyticus 

Streptococcus mutans 

Streptococcus vestibularis 

Lactococcus garvieae 

Streptococcus iniae 

Streptococcus parauberis 

KCTC 1012

KCTC 1021

KCTC 3206

ATCC 6538

KCTC 3341

KCTC 3065

KCTC 3650

KCTC 3772

KCTC 3657

KCTC 3651

NB

TSB

BHI

TSB

NB+0.5% NaCl

BHI

TSB+0.3% YE

MRS

BHI+1% NaCl

TSB+0.3% YE

30℃

37℃

37℃

37℃

37℃

37℃

37℃

30℃

37℃

37℃

Gram

negative bacteria

Enterobacter cloacae 

Escherichia coli 

Escherichia coli 

Klebsiella pneumoniae 

Proteus mirabilis 

Providencia stuartii 

Pseudomonas aeruginosa 

Vibrio parahaemolyticus 

Vibrio vulnificus 

Edwardsiella tarda

Vibrio alginolyticus 

Vibrio anguillarum

Vibrio harveyi 

Vibrio ichthyoenteri 

KCTC 2361

ATCC 8739

ML35p

KCTC 12385

KCTC 2510

KCTC 2568

KCTC 1636

KCCM 41664

KCCM 41665

KCTC 12267

KCTC 2472

KCTC 2711

KCCM 40866

FB 4004

NB

NB

TSB

NB

NB

NB

NB

BHI+1% NaCl

BHI

BHI

BHI

BHI

BHI+1% NaCl

BHI+1% NaCl

37℃

37℃

37℃

37℃

37℃

37℃

37℃

37℃

30℃

30℃

37℃

30℃

25℃

25℃

Fungi Candida albicans ATCC 10231 YM 25℃

NB: Nutrient Broth, TSB: Tryptic Soy Broth, BHI: Brain Heart Infusion, YE: Yeast Extract

물은 1% acetic acid (v/v)와 1:1 비율로 섞은 후 100℃에서 

5분간 가열하였다. 그리고 얼음에 넣어 냉각한 후 4℃에서 15

분간 3,000 rpm으로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확보하였고 실험

에 사용하기 전까지 -80℃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항균활성 측정

Table 1에 나타낸 병원성 균주들에 대하여 항균활성을 측정

하였으며 각각의 균주들은 최적 온도와 배지 조건하에서 18시

간 배양 후 OD600=0.1에 해당하는 박테리아 ~108 CFU/ml 또

는 효모 ~106 CFU/ml가 되도록 동일 배지를 이용하여 희석 

후 사용하였다. 균 희석액, 배양 배지(0.008%~0.055%), 1.2% 

low melt agarose 그리고 dulbecco’s phosphate buffered sal-

ine (DPBS, pH 7.1)를 포함한 underlayer 배지와 배양 배지

(1.6%~11%), 1.2% low melt agarose 그리고 DPBS (pH 7.1)를 

포함하는 overlayer 배지를 이용한 ultrasensitive radial dif-

fusion assay (URDA)법으로 항균활성을 분석하였다[32]. 상온

에서 underlayer 배지를 굳힌 후, 직경 2.2 mm의 구멍을 뚫고 

10 μl의 동결건조된 추출물 또는 정제 단계의 물질을 0.01% 

acetic acid 10 μl에 녹여 모두 주입하였다. 그리고 overlayer 

배지를 부어 상온에서 굳힌 후 각각의 균주들의 최적온도에 

따라 18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생겨난 투명환의 지름을 측

정하여 항균활성의 정도를 평가하였다. 항균 펩타이드의 농도

에 따른 투명환들의 크기를 분석하여 최소 유효 농도(Minimal 

effective concentrations, MECs, μg/ml)로 나타냈다. 

항균활성 물질 정제

참담치 혈구 추출물은 HPLC (DIONEX Ultimate 3000 

HPLC system, Thermo Fisher Scientific, CA, USA)를 이용하

여 분리 및 순수 정제하였다. 모든 정제과정에서 0.1% TFA가 

포함된 water (H20, pH 2.2)와 0.1% TFA가 포함된 ACN 

(CH3CN, pH 2.2) 용매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220 nm, 254 nm, 

280 nm 파장이 검출 가능한 diode array detector (Dionex, 

CA, USA)를 이용하였다. 첫 번째 정제과정에서 CapCell-Pak 

C18 역상 column (5 μm, 120 Å, 4.6x250 mm, Shiseido Co., 

Ltd, Tokyo, Japan)을 이용하여 유속 1 ml/min으로 60분간 

ACN의 농도를 5%에서 65%로 높여가며 정제하였다. 정제된 

분획 중 220 nm 파장에서 검출되며 나머지 파장에서는 변화가 

낮은 peak들을 선정하여 항균활성을 측정하고 활성을 지닌 

분획은 동결건조하였다. 동결건조 후 0.01% acetic acid 100μl

로 녹여 두 번째 정제과정에 사용하였다. 두 번째 정제과정에

는 PEPTIDE XB-C18 역상 column (3.6 μm, 100 Å, 4.6x250 mm, 

Phenomenex, CA, USA)을 사용하여 0.5 ml/min 유속으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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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간 ACN의 농도를 20%에서 40%로 높여가는 조건으로 정제

하였다.

정제물질의 효소처리에 의한 항균활성 변화 측정

정제된 항균활성 물질이 단백질성 물질임을 확인하기 위하

여 단백질 분해효소에 의한 항균활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동

결 건조된 정제물질을 0.01% acetic acid 8.5 μl로 녹인 후 단백

질 분해효소인 proteinase K를 1.5 μl 처리하여 37℃에서 3시간 

반응시켰다. 그리고 URDA법을 통해 Bacillus subtilis 균주에 

대한 항균활성 유무와 변화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정제물질의 분자량 측정  아미노산 서열 분석

최종 정제된 항균활성 물질의 분자량은 Ultraflex III ma-

trix-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 time-of-flight mass 

spectrophotometer (MALDI-TOF/MS, Bruker Daltonik GmbH, 

Bremen, Germany)로 측정하였다. 정제된 항균활성 물질은 

0.1% TFA와 50% ACN (v/v)이 1:1 비율로 섞인 용매로 녹인 

후 0.1% TFA와 50% ACN (v/v)이 1:1 비율로 섞인 용매가 

포함된 α-cyano-4-hydroxy-cinnamic acid (CHCA, 10 mg/ml) 

matrix solution과 혼합하였다. 그리고 MALDI plate에 주입한 

후 분자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정제된 항균활성 물질은 pulse 

liquid automatic sequencer (model 473A; Applied Biosys-

tems, Foster City, CA, USA)를 사용하여 Edman degradation

법을 통한 N-말단 아미노산 서열을 분석하였다.

Total RNA 추출

참담치의 total RNA를 추출하기 위해 참담치 조직에 Trizol 

(Life Technologies, CA, USA) 1 ml을 처리하여 완전히 용해시

킨 후 chloroform 100 μl를 첨가하여 상온에서 3분간 반응시켰

다. 그리고 4℃에서 15분간 13,000 rpm으로 원심분리 후 상층

액에 isopropyl alcohol 250 μl를 처리하여 상온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diethyl pyrocar-

bonate (DEPC)가 포함된 75% ethyl alcohol을 처리하여 total 

RNA를 순수 정제하였다. 정제한 total RNA는 RNase-free 

water로 녹인 후 분광광도계(GE NanoVeu Plus UV-VIS 

Spectrophotometer, GE Lifesciences, Buckinghamshire, UK)

를 이용하여 농도 및 순도를 측정하였다. 분리된 total RNA는 

실험에 사용하기 전까지 -80℃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Complementary DNA 합성

First strand cDNA를 합성하기 위해 Transcriptor First- 

Strand cDNA Synthesis kit (Roche, Mannheim, Germany)를 

사용하였다. 추출한 RNA 1 μg에 oligo dT primer 1 μl를 넣고 

최종부피가 13 μl가 되도록 DEPC가 포함된 water를 첨가 후 

65℃에서 10분 동안 반응시킨 뒤 얼음에서 2분 동안 반응시켰

다. 반응액에 reaction buffer (5X) 4 μl, dNTP mix 2 μl, 

Transcriptor Reverse Transcriptase 0.5 μl, 그리고 RNase in-

hibitor 0.5 μl를 첨가하고 50℃에서 1시간, 85℃에서 5분, 얼음

에서 5분간 반응시켜 cDNA를 최종 합성하였다. 합성한 cDNA

는 실험에 사용하기 전까지 -80℃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3’ RACE, 5’ RACE를 한 cDNA 합성

Edman degradation법으로 분석한 N-말단 서열을 기반으

로 NCBI의 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 search 

(BLAST)를 사용하여 유사도가 가장 높은 후보들을 선별하였

다. 선별한 후보들의 염기서열을 바탕으로 gene-specific pri-

mer pair를 제작하였다. Rapid amplification of cDNA ends 

(RACE) 분석을 위한 cDNA 합성을 위해 Trizol로 추출한 

RNA를 주형으로 SMARTer® RACE 5’/3’ kit (Clontech, CA, 

USA)를 사용하였다. 5’-RACE-Ready cDNA 합성을 위해 

RNA 1 μl와 5’-CDS primer A 1 μl를 섞은 후 11 μl가 되도록 

DEPC가 포함된 water를 첨가하였으며 3’-RACE-Ready cDNA 

합성을 위해 RNA 1 μl와 3’-CDS primer A 1 μl를 섞은 후 

최종부피 12 μl가 되도록 DEPC가 포함된 water를 첨가하였

다. 혼합액은 72℃에서 3분, 42℃에서 2분간 반응시켰으며 반

응 후 5’-RACE cDNA 혼합액에 SMARTer II A Oligonucleo-

tide 1 μl를 첨가하였다. 그리고 5X First-Strand buffer 4 μl, 

Dithiothreitol (DTT, 100 mM) 0.5 μl, dNTPs (20 mM) 1 μl를 

5’-와 3’-RACE-Ready cDNA 합성 혼합액에 첨가하였다. 첨가 

후 RNase inhibitor (40 U/μl) 0.5 μl, SMARTScribe Reverse 

Transcriptase (100 U) 2 μl를 각 튜브에 넣고 42℃에서 90분, 

70℃에서 10분간 반응시켜 RACE를 위한 cDNA를 합성하였

으며 -20℃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Rapid Amplification of cDNA ends (5’ RACE, 3’ 

RACE PCR)

5’-, 3’-RACE PCR을 수행하기 위해 gene-specific primer 

MytilinB–GSP-3’RACE (GAT TAC GCC AAG CTT CAA 

TTA TTC TGG CTA TTG CTC TTG CAG TA)와 MytilinB–

GSP-5’RACE (GAT TAC GCC AAG CTT CAG GGA ATT 

TCA TGG TAT GCT CAC TGG CAC)를 제작하였다. 5’과 

3’ RACE용 cDNA 100 ng, 2X SeqAmp Buffer 12.5 μl, SeqAmp 

DNA Polymerase 0.5 μl, 10X UPM 2.5 μl, 3’과 5’ primer (10 

mM) 0.5 μl를 섞은 후 water를 첨가하였다. 균일하게 혼합한 

뒤 95℃에서 5분 동안 변성하였으며 95℃에서 30초, 53℃에서 

65℃로 온도 구배를 주어 45초, 72℃에서 45초 동안의 신장 

반응을 35 cycle 수행하였다. 그리고 72℃에서 5분 동안 최종적

으로 신장하였다. 생성된 산물들은 1.5% agarose gel에 전기영

동하여 증폭 여부와 증폭된 산물들의 크기를 확인하였다.

cDNA cloning

PCR 후 생성된 산물을 정제하여 pGEM® T-easy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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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Promega, WI, USA)으로 ligation하였으며 이를 

Escherichia coli XL-1 blue 균주에 형질 전환하였다. 그리고 

DNA-spin Plasmid Purification Kit (Intron, Gyeonggi-do, 

Korea)를 사용하여 plasmid DNA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plas-

mid DNA는 T7, SP6 primer set를 이용하여 증폭한 뒤 3130XL 

Genetic analyzer (Applied Biosystems, CA, USA)로 염기서열

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보한 염기서열과 아미

노산 서열을 기반으로 NCBI의 BLAST를 사용하여 유사도가 

높은 서열들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BioEdit (version 7.2.5)을 

사용하여 후보 서열들과 비교 및 분석하였다.

항균 펩타이드의 합성  항균활성 측정

항균 펩타이드의 정확한 일차구조를 밝히기 위해 gene-spe-

cific primer로 증폭시킨 참담치의 nucleotide 서열을 NCBI의 

BLAST search에서 확보한 참담치의 아미노산 서열들과 비교 

및 분석하였다. 확보한 서열 결과를 바탕으로 고상 화학합성 

하였으며 합성된 항균 펩타이드 분말은 0.01% acetic acid를 

이용하여 1 mg/ml의 농도가 되도록 충분히 녹인 뒤 URDA법

을 통하여 항균활성, 열과 염분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항균 펩타이드의 열  염분 안정성

항균 펩타이드의 항균활성 변화를 통해 염분과 열에 대한 

안정성을 지표균에 대한 URDA법으로 평가하였다. 염분에 대

한 항균 펩타이드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NaCl의 최종 농

도는 0.5%, 1%, 2%가 되도록 항균 펩타이드와 4% NaCl을 혼

합하였다. 혼합한 샘플은 항균활성이 높았던 지표균들을 이용

한 URDA법을 통해 항균활성 변화의 정도를 확인하였다. 또

한 열처리에 대한 항균 펩타이드의 안정성 확인을 위해 100℃

에서 10분간 가열한 항균 펩타이드의 항균활성을 평가하였다.

용 활성 평가

넙치 적혈구에 대한 용혈활성 유무 및 활성의 정도를 측정

하여 항균 펩타이드의 용혈활성을 평가하였다. 항응고제가 처

리된 튜브에 넙치 혈액 3 ml을 넣고 4℃에서 1분간 5,000 rpm

으로 원심분리하였다. 분리된 침전물에 넙치 혈액 동량의 150 

mM NaCl이 포함된 50 mM sodium phosphate buffer (PBS, 

pH 7.4)를 넣고 혼합한 후 4℃에서 1분간 5,000 rpm으로 원심

분리하였다. 위와 동일한 세척과정을 3회 반복하여 얻어진 적

혈구에 PBS를 첨가하여 3% 적혈구 혼합용액이 되도록 제조하

였다. 그리고 항균 펩타이드의 최종 농도가 100~6.5 μg/ml이 

되도록 3% 적혈구 혼합용액 90 μl와 농도별로 준비된 항균 

펩타이드 10 μl를 섞은 후 37℃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4℃에서 1분간 5,000 rpm으로 원심분리하여 상층액 

70 μl를 96-well plate로 옮겼다. 용혈 작용으로 인한 적혈구 

파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분광광도계(WALLAC VICTOR3 

1420 MULTILABEL COUNTER, Perkin Elmer, MA, USA)를 

사용하여 405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양성 대조구

로 1% triton X-100과 piscidin 1 (1 mg/ml)을 사용하였으며, 

음성 대조구로는 0.01% acetic acid와 PBS를 사용하였다. 용혈

활성의 정도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32].

% 용혈활성 = [(Abs405nm 펩타이드 흡광도 – Abs405nm PBS 

흡광도) / (Abs405nm 1% Triton X-100 흡광도 – Abs405nm 

PBS 흡광도)] ×100

세포독성 평가

ATCC에서 분양 받은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s (HUVEC, ATCC PCS-100-010)을 Endothelial Cell 

Growth kit를 첨가한 Vascular cell basal medium에서 배양하

였다. 그리고 96-well plate에 HUVEC의 최종농도가 4,000 

cells/well이 되도록 100 μl를 분주한 후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배지를 제거하고 합성한 항균 펩타이드가 50 μg/ml이 

되도록 동일한 배지로 희석하여 100 μl 분주하였다. 양성 대조

구로 벌독 성분인 melittin (1 mg/ml)을 사용하였으며, 음성 

대조구로는 0.01% acetic acid를 사용하였다. 24시간 배양 후 

CellTiter 96 AQ one solution cell proliferation assay (MTS 

assay, Promega, WI, USA) 시약을 각각 20 μl씩 처리하여 4시

간 반응시켰다. 그리고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490 nm 파장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식을 이용하여 HUVEC

의 생존율을 계산하였고 이를 통해 세포 독성을 평가하였다.

% 생존율 = [(Abs490nm 펩타이드 흡광도 – Abs490nm 배지 

흡광도) / (Abs490nm 0.01% acetic acid 흡광도 – Abs490nm 

배지 흡광도)] ×100

조직별 mytilin B 유 자 발  분석

참담치에 Vibrio parahaemolyticus 8M 4-1 균주를 인위 감염

시킨 후 각 조직 내 mytilin B의 유전자 발현을 비교 및 분석하

기 위해 정량적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quantitative re-

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qPCR) 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전 연구를 통하여 V. parahaemolyticus 8M 4-1 균주는 

피조개(Scapharca broughtonii)에서 분리된 균주이며, 피조개의 

대량 패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져 본 연구에

서 면역 자극에 사용하였다[14]. 참담치의 각 조직들(간췌장, 

입출수공, 아가미, 패각근, 족부 근육, 혈구, 외투막)은 Trizol을 

사용하여 조직별 total RNA를 각각 추출하였으며 Transcrip-

tor First Strand cDNA Synthesis Kit를 사용하여 cDNA를 합

성하였다. 합성된 cDNA를 주형으로 ABI 7500 Real-time PCR 

(Applied Biosystems, CA, USA)을 사용하여 qPCR을 수행하

였다. 그리고 증폭된 유전자의 Cycle threshold (Ct) 값의 측정

과 분석을 통해 18S rRNA 발현과 정량 및 발현 정도를 2-ΔΔCT 

방법으로 표준화 하였다[27].



1306 생명과학회지 2018, Vol. 28. No. 11

Table 2. Antimicrobial activity of hemocyte extract of M. corus-

cus against pathogenic bacteria

Strains Activity

Gram 

positive bacteria

B. cereus

B. subtilis

S. aureus

S. mutans

S. parauberis

**

***

T

*

***

Gram 

negative bacteria

E. cloacae

E. coli

K. pneumoniae

P. mirabilis

P. stuartii

P. aeruginosa

V. parahaemolyticus

***

**

*

T

**

**

***

Fungi C. albicans *

Asterisk represent the diameter of clear zone. *: 3.0-4.9 mm, **: 

5.0-6.9 mm, ***: more than 7.0 mm, T: Trace

결과  고찰

참담치 추출물의 항균활성 확인

참담치로부터 분리한 혈구 성분 내 항균물질들은 초산을 

첨가한 열수 추출법으로 추출하였으며, 그람 양성 균주 6종 

10 strains, 그람 음성 균주 8종 14 strains, 그리고 진균류 1종을 

포함한 총 25 종류의 균주를 대표 지표균으로 사용하여 항균

활성을 평가하였다(Table 1). 혈구 추출물은 B. subtilis와 

Streptococcus parauberis를 포함한 그람 양성 균주와 Enterobac-

ter cloacae와 V. parahaemolyticus를 포함한 그람 음성 균주에 

강한 항균활성을 보였다. 또한 진균류인 Candida albicans에도 

항균활성을 나타내었다(Table 2). 그 중 B. subtilis에 가장 강한 

항균활성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B. subtilis를 정제과정에서 활

성 확인을 위한 URDA법의 지표균주로 사용하였다. 

항균 펩타이드는 그람 양성 균주, 그람 음성 균주, 진균류, 

바이러스 및 기생충 등 넓은 범위의 유해 미생물들에 대하여 

항미생물 활성이 있다고 보고되었으나, 대부분 항균 펩타이드

의 항균활성 범위는 그람 양성 또는 그람 음성 균주에 따라서 

제한적이거나 활성의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다

[12, 26]. 대부분의 생명체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병원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항균 펩타이드를 생산

하고, 다양한 항균 펩타이드들이 같이 작용하여 상호보완적인 

효과를 통해 넓은 항균 스펙트럼을 가진다고 밝혀져 있다[43].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참담치 유래의 혈구 추출물과 이

전 연구의 참담치 혈구, 족부 근육, 아가미, 패각근과 간췌장의 

조직 추출물들은 매우 넓은 항균활성 범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25, 26]. 이는 조직 추출물에 포함된 항균 펩타이

드의 항균활성 또는 항균 범위가 우수하여 이러한 결과를 얻

을 수도 있지만, 또한 조직 추출물속에 여러 종류의 다양한 

항균 펩타이드와 항균물질에 의해서 강한 항균활성과 넓은 

항균범위를 가진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참담치의 다른 조직 

추출물들과 항균활성 및 활성 범위를 비교하였을 때 혈구 추

출물의 경우 그람 양성 균주와 그람 음성 균주 그리고 진균류

에 대해 강한 항균활성을 나타내는 넓은 항균범위를 기록하였

고 따라서 다른 조직들보다 더욱 다양하고 항균활성이 강한 

항균 펩타이드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25].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참담치 조직들 중에서 혈구 조직 추출물을 선택하였고 

HPLC를 이용하여 분리 및 정제를 진행하였다.

항균 펩타이드 정제

참담치 혈구 추출물은 순수한 단일 분획을 얻기 위해 HPLC

를 이용하여 분리 및 정제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정제과정에 

사용한 CapCell-Pak C18 역상 column을 통해 얻어진 다양한 

분획들은 URDA법으로 B. subtilis에 대하여 항균활성을 확인

하였다. 220 nm 파장에서 검출되며 나머지 파장에서는 변화가 

낮은 peak들을 선정하여 항균활성을 확인한 결과, 16분, 22-28

분, 29-35분에 용출된 peak에서 활성이 나타났으며 이들 중 

약 26분에 용출된 분획에서 투명환의 크기가 5.5 mm로 매우 

민감한 항균활성을 나타내었다(Fig. 1). 이 분획은 PEPTIDE 

XB-C18 역상 column을 이용하여 정제과정을 한 번 더 수행하

여 최종적으로 순수한 항균물질을 정제하였다(Fig. 2). 이 항균

물질의 단백질성임을 판단하기 위해 항균 펩타이드가 많이 

가지고 있는 지방족 아미노산이나 방향족 아미노산의 C-말단

을 분해하는 proteinase K를 처리하여 URDA법으로 B. subtilis

에 대하여 항균활성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항균활성을 관찰한 

결과 Proteinase K 처리 전 투명환의 크기는 6.3 mm였으나 

proteinase K 처리 후 항균활성은 완전히 소실되었다(Fig. 2). 

이를 통해 최종 정제물은 지방족 아미노산이나 방향족 아미노

산 중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는 항균 펩타이드이며 proteinase 

K에 의한 분해로 항균활성을 잃었음을 확인하였다. 

정제물질의 분자량 측정  일차구조 분석

참담치 혈구 추출물에서 HPLC를 통해 분리한 최종 정제물

의 순도와 분자량 측정을 위해 MALDI-TOF/MS 분석을 진행

하였고, 순도와 분자량을 확인한 항균 펩타이드를 Edman 

degradation법을 수행하여 N-말단 서열을 분석하였다. MALDI- 

TOF/MS 결과 4041.866 Da인 순수 단일물질의 분자량을 확인

하였다(Fig. 3). N-말단의 아미노산 서열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

한 Edman degradation 분석 결과 총 25개까지의 아미노산 

서열을 확인하였으며, cysteine 4개를 포함한 S-C-A-S-V-C-K- 

A-R-C-R-A-R-R-C-G-Y-Y-V-S-V-F-Y-R-G의 서열임을 알 수 있

었다. 밝혀진 항균 펩타이드는 cysteine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

으며 이러한 cysteine-rich peptide들은 패류 뿐만 아니라 다양

한 생물에서도 보고가 되어있다. 그 예로 파리목(Drosophila) 

초파리에서 분리된 drosomycin, 보리새우과(Liopenaeus) 흰



Fig. 1. Purification and antimicrobial activity of hemocyte extract of M. coruscus. The extract was fractionated by the CapCell-Pak 

C18 reversed-phase column. Elution was performed with a linear gradient of 5-65% CH3CN in 0.1% TFA for 60 min at a 

flow rate of 1 ml/min. The eluate was monitored at 220 nm. Fraction of the absorbance peak (indicated by the arrow) 

showed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B. subtilis (inset). The elution point of the active peak was at 29% CH3CN. Scale bar 

indicates 5 mm.

Fig. 2. Final purification of pooled active fraction and antimicrobial activity. The active fraction was applied to a PEPTIDE XB-C18 

reversed-phase column. Elution was performed with a linear gradient of 20-40% CH3CN in 0.1% TFA for 30 min at a flow 

rate of 0.5 ml/min. The eluate was monitored at 220 nm. The elution point of the active peak was at 33% CH3CN (indicated 

by the arrow). Antimicrobial activity of the purified peak (before) and proteinase K treated purified peak (after) against 

B. subtlis. Scale bar indicates 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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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molecular weight of the purified peptide was de-

termined using an ultraflleXtreme
TM MALDI TOF/MS 

spectrometer equipped with a pulsed smart beam II in 

linear mode. The molecular weight of the purified pep-

tide is 4041.866 Da. 

다리새우에서 분리된 penaeidin, 검미목(Limulidae) 투구게에

서 분리된 tachycitin, 농어목(Perciformes) 줄무늬 베스에서 

분리된 hepcidin, 담치류에서 분리된 defensin, myticin, myti-

cusin, mytilin 등이 보고되어 있다[7, 10, 11, 35]. 이들은 cys-

teine 잔기 6~14개를 포함하며 이를 통하여 다수의 이황화결

합을 이루고 있다. 이는 cysteine 잔기들 간의 화학적 결합으로 

펩타이드를 조밀하게 접히게 하여 구조적으로 안정화 시키는 

기능을 한다[15].  

N-말단 서열 결과 확보한 25개의 아미노산 서열을 바탕으

로 NCBI의 GenBank database blast 검색한 결과 참담치의 

mytilin B precursor와 100%, mytilin-8 precursor, mytilin-4 

precursor와 96%(25개 잔기 중 24개 일치), mytilin 6 pre-

cursor, mytilin 7 precursor와 92%(25개 잔기 중 23개) mytilin 

3 precursor, mytiln A precursor와 83%(18개 잔기 중 15개 

일치), mytilin 5 precursor와 78%(18개중 14개 일치)의 동일한 

아미노산 서열 상동성을 보였다. Mytilin은 최근 알려진 담치

류의 항균 펩타이드로, 대부분의 mytilin들은 22개의 아미노산

으로 구성된 presegment 부분과 34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mature peptide 부분, 그리고 acidic 아미노산 잔기가 많이 포

함된 48개의 아미노산으로 C-말단이 구성되어있다고 보고되

었다[18, 21, 30]. Presegment 부분은 조면소포체의 내강으로 

이동을 위한 signal 서열로 변환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지만 

acidic한 C-말단의 구조적 중요성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21]. C-말단은 펩타이드의 양이온 부분과 상호작용하여 구조

의 안정화를 이루거나 막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생성되는 세

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상된다[21]. 따라서 본 

연구 결과 및 추후 연구를 통하여 mytilin 항균 펩타이드의 

구조적 중요성과 참담치의 면역학적 측면에서 mytilin 항균 

펩타이드의 특성 등의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apid Amplification cDNA ends (3’ RACE, 5’ RACE 

PCR) 분석

참담치 혈구로부터 분리된 항균 펩타이드의 cDNA를 밝혀

내기 위하여 Edman degradation법으로 확보한 25개의 N 말단 

아미노산 잔기와 NCBI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RACE 법을 

사용하여 항균 펩타이드의 5’UTR, 3’UTR, ORF를 분석하였다. 

확보한 25개의 N-말단 아미노산 잔기의 서열 정보와 NCBI 

유전자 정보들을 기반으로 gene-specific primer 세트를 제작

하여 RACE법을 사용하여 5’UTR, 3’UTR, ORF 시퀀스를 확보

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103개 아미노산 잔기를 코딩하는 

312 bp의 ORF을 밝혀내었고 SIGNALP 4.0 online tool 

(http://www.cds.dtu.dk/services/ signalP)을 통해 22개 아

미노산 잔기를 코딩하는 66 bp의 signal peptide와 34개 아미

노산 잔기를 코딩하는 102 bp의 mature peptide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Fig. 4). 그리고 75 bp의 5’UTR, 136 

bp의 3’UTR과 함께 3’UTR 내에서 polyadenylation signal 

(AATAA)을 확인하였다(Fig. 4). 보고된 참담치 mytilin B pre-

cursor (FJ973154.1)의 103개 아미노산 서열과 본 연구에서 밝

혀낸 mytilin B isoform 1은 100% 일치하였고, isoform 2는 

98%(103개 중 101개 일치), isoform 3와 isoform 4는 99%(103

개 중 102개 일치)의 상동성을 가졌다. 밝혀진 ORF와 

MALDI-TOF mass spectrometer를 통해 분리한 항균 펩타이

드의 분자량은 4041.866 Da이였으며 N-말단 분석 결과 서열과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분리한 참담치 혈구 유래 항균 

펩타이드 mytilin B는 mature peptide의 serine 잔기부터 34개

의 아미노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5).

항균활성을 지닌 34개의 mature peptide 부분에서 mytilin 

B isoform 1은 mytilin B precursor와 100%로 일치하며 서열을 

통한 이론적 분자량은 4019.81 Da에 등전점인 pI 값은 9.63으

로 positive net charge를 지닌 잔기는 9개 (lysine 1개, arginine 

8개)에 해당하였으며 isoform 2, isoform 3, isoform 4는 97% 

(34개 중 33개가 일치)의 상동성을 지녔으며 이는 4000.77 Da, 

pI 9.45 positive net charge를 지닌 잔기는 9개(histidine 1개, 

lysine 1개, arginine 7개)에 해당하였다. 최근까지 NCBI data-

base에 등록된 참담치에서 분리한 mytilin 항균 펩타이드는 

총 8종(A, B, 3, 4, 5, 6, 7, 8)으로 모두 중국의 Liao, Z.와 Liu, 

M. 연구팀에서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참담치의 mytilin 

항균 펩타이드의 DNA와 아미노산 서열만 등록되어 있을 뿐 

항균활성 등의 특성 연구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

서 이는 아마도 참담치의 cDNA library 연구를 통해 밝혀낸 

서열만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에서 밝힌 서

열을 토대로 참담치 mytilin B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

재 참담치 혈구에서 분리한 다양한 항균 펩타이드와 iso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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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ultiple alignment of nucleotide sequences of mytilin B precursor and mytilin B isoforms. Signal peptide is indicated by 

grey box. The mature peptide and polyadenylation signal is indicated by black outlined. Conserved residues are indicated 

by dot.

Fig. 5. Amino acid sequence alignment of mytilin B precursor with 4 isoform of mytilin B. Signal peptide and mature peptide 

regions were outlined by black boxes. Conserved residues of amino acids are indicated by dot.

들을 찾고 있으며 항균활성을 증가시키고 크기가 줄어든 저분

자 유도체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항균활성 이외의 다양

한 생리 기능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추후 참담치 유래 

항균 펩타이드의 연구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항생제를 대신할 수 있는 항생제 대체 소재 개발을 위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러한 항균 펩타이

드에 대한 항균활성, 기능성 및 생화학적 특성들은 해양 무척

추동물 중 이매패류의 선천적 면역시스템을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

항균 펩타이드의 합성

Gene-specific primer set를 이용하여 확보한 염기서열들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참담치 mytilin B의 ORF를 밝혔다. 

cDNA cloning으로 밝혀진 34개의 아미노산 서열의 분자량은 

4019.8 Da이였으나 MALDI-TOF/MS로 측정한 정제 물질의 

분자량은 4041.866 Da으로 약 49 Da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allysine (-1.03 Da), amidation (-0.98 Da), 2, 3-didehydro-

alanine (-18.02 Da), 2, 3-didehydrobutyrine (- 18.02 Da), (Z)- 

2, 3-didehydrotyrosine (-2.02 Da), 3-oxoalanine cysteine 

(-18.08 Da), 3-oxoalanine serine (-2.02 Da), 2-oxobutanoic 

acid (-17.03 Da), pyruvic acid (-33.10 Da) 등과 같은 번역 후 

변형(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으로 인한 분자량 차이

로 사료된다. 또한 mytilin 중 연구가 많이 된 진주담치 유래 

mytilin B는 C-말단에 alanine 잔기가 없는 형태로 밝혀진 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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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timicrobial activity and stability of mytilin B1 and mytilin B2 against pathogenic bacteria under heat & salt conditions

Strains

Mytilin B1 Mytilin B2

Sample Heating
0.5% 

NaCl

1%

NaCl

2%

NaCl
Sample Heating

0.5% 

NaCl

1%

NaCl

2%

NaCl

Gram

positive 

bacteria

B. cereus

S. parauberis

*

**

**

***

**

**

**

**

*

**

**

**

**

***

**

**

**

**

*

**

Gram

Negative 

bacteria

E. cloacae

E. coli

K. pneumoniae

P. mirabilis

P. stuartii

P. aeruginosa

V. ichthyoenter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ungi C. albicans ** ** ** ** ** ** ** ** ** **

Asterisk represent the diameter of clear zone. *: 3.0-4.9 mm, **: 5.0-6.9 mm, ***: more than 7.0 mm, -: no activity

Table 4. Minimal effective concentrations (MECs, μg/ml) of my-

tilin B antimicrobial peptides

Strains Mytilin B1 Mytilin B2

Gram

positive

bacteria

B. cereus

S. parauberis

46.6

89.7

41.6

86.2

Gram

negative

bacteria

E. cloacae

E. coli

K. pneumoniae

P. mirabilis

P. stuartii

P. aeruginosa

V. ichthyoenteri

7.4

13.4

35.7

12.5

39.5

35.2

24.2

11.2

12.3

29.0

25.6

21.2

29.8

20.9

Fungi C. albicans 31.8 26.0

타이드였으며, 이를 참고하여 C-말단의 alanine 잔기 유무에 

따른 두 개의 펩타이드를 고상 합성하였고 다양한 균주에 대

한 항균활성을 관찰 및 비교하였다[30]. 합성한 항균 펩타이드

의 C-말단에 alanine 잔기가 없으면 MALDI-TOF/MS로 측정

한 분자량보다 약 22 Da의 분자량이 적으며 alanine 잔기가 

있으면 약 49 Da의 분자량이 초과하였다. 이는 번역 후 변형에 

의한 분자량 차이로 예상되며 추후 분자량 차이의 원인에 대

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밝혀진 서열과 분자량을 토대로 합성

한 항균 펩타이드의 분자량이 4090.9 Da이며 총 35개의 아미

노산(S-C-A-S-V-C-K-A-R-C-R-A-R-R-C-G-Y-Y-V-S-V-F-Y- 

R-G-R-C-Y-C-R-C-L-R-C-A)으로 이루어진 항균 펩타이드를 

mytilin B1이라 명명하였고 분자량이 4019.8 Da이며 mytilin 

B1의 C-말단의 alanine을 제거하여 총 34개의 아미노산(S-C- 

A-S-V-C-K-A-R-C-R-A-R-R-C-G-Y-Y-V-S-V-F-Y-R-G-R-C-Y-

C-R-C-L-R-C)으로 이루어진 항균 펩타이드를 mytilin B2라고 

명명하였다. 

항균활성  안정성 분석

합성한 두 개의 펩타이드는 Table 1에 나타낸 다양한 지표

균주들에 대하여 농도별로 항균활성을 URDA법으로 측정하

였으며(Table 3), 항균 펩타이드의 농도에 따른 투명환의 크기

를 측정하여 MEC로 나타내었다(Table 4). 또한 열처리와 염분

에 의한 항균활성의 안정성을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Table 3). Mytilin B1의 항균활성 평가 결과 그람 양성 균주에

서는 Bacillus cereus (투명환의 크기 4.9 mm)와 S. parauberis 

(6.8 mm)에서 항균활성을 나타내었으며 그람 음성 균주에서

는 E. cloacae (4.7 mm), E. coli (6.1 mm), Klebsiella pneumonia 

(5.9 mm), Proteus mirabilis (4.7 mm), Providencia stuartii (5.6 

mm), Pseudomonas aeruginosa (5.3 mm), Vibrio ichthyoenteri 

(6.9 mm)에 항균활성을 보였다. 그리고 진균류 C. albicans (6.4 

mm)에서도 항균활성이 강하였다. Mytilin B2의 항균활성 평

가 결과 그람 양성 균주에서는 B. cereus (5.2 mm)와 S. para-

uberis (6.2 mm)에서 항균활성을 나타내었으며 그람 음성 균주

에서는 E. cloacae (5.2 mm), E. coli (6.3 mm), K. pneumonia 

(6.2 mm), P. mirabilis (5.5 mm), P. stuartii (5.8 mm), P. aerugi-

nosa (5.3 mm), V. ichthyoenteri (7.0 mm)에 민감한 항균활성을 

보였다. 그리고 진균류 C. albicans (6.3 mm)에도 항균활성을 

확인하였다. URDA 실험 결과 항균활성이 나타나는 균주들은 

mytilin B1과 mytilin B2가 비슷한 양상을 보였지만 C-말단에 

alanine 잔기가 없는 mytilin B2의 항균활성이 더 강하였다

(Table 3). 이를 통해 C-말단의 alanine 잔기는 항균활성 감소

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Mytilin B1의 열 처리 및 

염분에 의한 항균활성 평가 결과 E. coli, C. albicans를 제외한 

모든 균주에서 열 처리 후 항균활성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E. 

colil 균주에서는 염분의 농도를 1~2%로 높였을 때 항균활성이 

약간 증가하는 특이점을 보였다. P. stuartii 균주에서 염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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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 Hemolytic activity of mytilin B1, mytilin B2 and piscidin 1 against erythrocytes of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A) The 

concentration of each sample was 100 μg/ml. (B) Effect of hemolytic activity depend on the concentrations of each samples 

(100, 50, 25, 12.5, 6.5 μg/ml).

의한 영향을 조금 받았으며 나머지 균주에서는 열 처리 또는 

염분 농도에 따른 항균활성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mytilin B2의 열 처리 및 염분에 의한 항균활성 평가 결과 S. 

parauberis 균주에서 열 처리 후 항균활성이 증가하였으며, E. 

coli 균주에서 염분의 농도를 1~2%로 높였을 때 항균활성이 

증가하였다. P. mirabilis 균주에서 염분에 의한 영향을 조금 

받았으며 그 외의 균주에서는 열 처리 또는 염 농도에 따른 

항균활성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Table 3). Mytilin B1과 B2

와 같이 열 처리 또는 염분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 항균활

성의 변화가 나타나는 펩타이드들은 이전 연구에서도 보고 

되어있으며 열과 염분에 대한 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26, 33]. 또한 항균활성을 토대로 MEC값을 계산하

였을 때 mytilin B1은 그람 양성 균주에서는 46.6-89.7 μg/ml, 

그람 음성 균주에서는 7.4-39.5 μg/ml, 진균류 C. albicans에서

는 31.8 μg/ml이었다. Mytilin B2는 그람 양성 균주에서는 

41.6-86.2 μg/ml, 그람 음성 균주에서는 11.2-29.8 μg/ml, 진균

류 C. albicans에서는 26.0 μg/ml이었다. Mytilin B1과 B2 모두 

E. cloacae 균주에서 7.4-11.2 μg/ml로 가장 낮았다(Table 4).

알려진 담치류의 체액 및 혈구 유래 항균 펩타이드에는 다

수의 mytilin isoform과 지중해담치의 myticin A, myticin B, 

myticalin, 진주담치의 defensin A와 defensin B, 참담치의 

myticusin-1, mytichitin-CB 등이 있다[15, 16, 29]. 이 중 myti-

calin A8, C9 항균 펩타이드는 그람 음성 균주 E. coli, P. aerugi-

nosa, Acinetobcter baumannii (Minimum inhibitory concen-

tration, MIC 1-8 μM), 그람 양성 균주 Staphylococcus aureus, 

B. subtilis (MIC 2-16 μM)에서 활성을 보였다[15]. 특히 참담치 

유래 myticuin-1 항균 펩타이드의 경우 그람 음성 균주 E. coli 

(MIC > 10 μM)보다 그람 양성 균주 S. aureus (MIC < 5 μM)에

서 활성이 강하였다[16]. 그리고 mytichitin-CB 항균 펩타이드

는 그람 양성 균주 B. subtilis, S. aureus, Sarcina luteus, Bacillus 

megaterium (MIC < 5 μM)에서 활성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진

균류 C. albicans, Monila albicans (MIC 6.25-25 μM)에서도 활성

을 나타냈다[29].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담치류 혈구 유래 항균 

펩타이드의 항균활성은 담치류의 종에 상관없이 그람 양성 

균주, 그람 음성 균주 뿐만 아니라 진균류에서도 활성을 보여 

항균 스펙트럼의 범위가 세기가 매우 다양함을 확인하였다

[22, 23]. 또한 육상 생물 유래의 항균 펩타이드는 NaCl에 의해 

항균활성이 저해 받는다는 보고가 있으나 해양생물 유래의 

항균 펩타이드는 NaCl에 의한 항균활성의 영향이 거의 없다

고 알려져 있다[25, 39]. 따라서 넓은 범위의 항균활성과 높은 

열과 염분에 대한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분리한 

참담치 유래의 mytilin B 항균 펩타이드는 다양한 치료 및 예

방제 뿐만 아니라 항생제 대체제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정인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용 활성 확인

넙치 적혈구에 대한 용혈활성의 유무 및 정도를 측정하는 

hemolysis assay법을 통해 참담치 혈구 추출물 유래 펩타이드

의 용혈활성과 관련된 특성을 확인하였다. 양성 대조구로 사

용한 1% Triton X-100과 hybrid striped bass 유래의 대표적인 

항균 펩타이드인 piscidin 1은 고농도 100 μg/ml에서 100%의 

아주 강한 용혈활성을 나타내었지만 mytilin B1은 약 6%, my-

tilin B2는 약 15%로 두 대조구에 비해 매우 약한 용혈활성을 

나타내었다(Fig. 6B). 또한 펩타이드의 농도별 용혈활성을 측

정한 결과 양성 대조구인 Piscidin 1은 100 μg/ml 농도에서 

100% 였으며 25 μg/ml 농도에서는 약 77%, 6.5 μg/ml 농도에

서는 약 12%로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하지만 myti-

lin B1의 경우는 100 μg/ml 농도에서 약 6%였으며 25 μg/ml 

농도에서는 약 10%, 저 농도인 6.5 μg/ml 농도에서는 약 12% 

정도로 아주 미미한 증가는 보였지만 농도에 따른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용혈작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mytilin B2의 경우는 100 μg/ml 농도에서 

약 15%였으며 25 μg/ml 농도에서는 약 9%, 저 농도인 6.5 

μg/ml 농도에서는 약 5%로 농도에 따라서 용혈활성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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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orphological differences of HUVEC after 24 hr growth 

with each specimens. (A) HUVEC control (B) HUVEC 

treated with mytilin B1 (C) HUVEC treated with mytilin 

B2 (D) HUVEC treated with melittin.

Fig. 8. Cell viability of HUVEC treated with mytilin B after 24 

hr growth. Error bars represent the mean ± SD of three 

technical replicates.

Fig. 9.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mytilin B gene expression 

level from the various tissues. HEP; hepatopancreas, 

SIP; siphon, GIL; gill, ADD; adductor muscle, FOO; foot, 

HEM; hemocyte, MAN: mantle. Error bars represent the 

mean ± SD of three technical replicates.

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Fig. 6A). Mytilin B2가 mytilin B1보

다 용혈활성이 조금 더 나타난 것으로 보아 C-말단의 alanine 

잔기에 의해 소수성도 및 구조적 특성의 차이가 생기며 이로 

인해 용혈활성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하

지만 양성 대조구 piscidin 1에 비해 거의 없는 용혈활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 항균활성 소재로 활용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MTS assay에 의한 세포 독성 확인

HUVEC에 대한 세포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50 μg/ml 농도

의 mytilin B1, B2 합성물과 양성대조구로 벌 독에서 분리된 

26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항균 펩타이드인 melittin을 사

용하였다. HUVEC에 샘플과 양성 대조구를 처리하고 MTS 

용액을 첨가하여 4시간 후 살아있는 세포의 생존율을 확인하

였다(Fig. 7, Fig. 8). 35개 잔기의 mytilin B1과 34개 잔기의 

mytilin B2 합성물을 HUVEC에 처리했을 시 약 100%의 높은 

세포 생존율과 형태학적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대조구

인 melittin을 처리했을 시 약 1%의 매우 낮은 세포 생존율을 

보였다(Fig. 7, Fig. 8). 이전에 밝혀진 melittin의 HUVEC에 

대한 세포독성 실험결과 melittin (10 μg/ml) 처리 5분 후 세포 

생존율은 약 40%였으며 60분 후 세포 생존율은 거의 0%에 

가까웠다[5].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mytilin B1과 mytilin 

B2 항균 펩타이드는 세포독성이 거의 없으며 이는 항균활성 

소재로 활용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된다. 

조직별 정량  발  분석

참담치로부터 분리한 7개의 조직(간췌장, 입출수공, 아가

미, 패각근, 족부 근육, 혈구, 외투막)에서 mytilin B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qPCR로 mRNA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유전자 발

현의 정도는 melting curve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각 조직

별 mytilin B 유전자의 발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입출수공에

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족부 근육과 아가미 순으로 발현

이 높았다(Fig. 9). 특이하게도 mytilin B가 분리된 혈구에서는 

간췌장, 패각근, 외투막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현되었다. 따라

서 mytilin B는 혈구에서 분리되었으나 조직별 특이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9). 이전 연구 결과들을 통해 해양 무

척추 동물의 여러 조직들 중 체액 내 혈구나 혈장 성분 내에 

다양한 항균 관련 물질이 많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혈구 뿐만 아니라 입출수공, 족부 근육 등 다른 

조직들에서도 높게 발현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순환하는 혈구

의 특성상 다른 조직들에서 높게 발현되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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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와 같이 항균 펩타이드의 조직 비특이적인 발현 분석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되었고, 예를 들어 참담치에서 분리된 my-

tichitin-CB는 혈구 유래 항균 펩타이드지만 생식소에서 높은 

발현량을 나타냈으며, 태평양 굴(Crassostrea gigas)에서 분리된 

cgmolluscidin은 아가미 유래 항균 펩타이드지만 외투막에서 

높은 발현량을 나타내 조직 비특이적인 발현의 특성을 알 수 

있었다[29, 34]. 

본 연구에서는 참담치 혈구에서 항균 물질을 정제 및 분리

하였으며 이는 protease K 처리를 통해 펩타이드성 물질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MALDI-TOF/MS와 Edman degradation 방

법을 통해 분자량이 4041.866 Da이며 25개 아미노산 잔기의 

서열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cDNA cloninig 등의 연구를 통해 

mytilin B임을 확인하였으며 C-말단의 alanine 잔기의 유무에 

따라 2개의 항균 펩타이드를 고상 합성하여 항균 활성을 평가

하였다. 그 결과, 그람 양성 균주, 그람 음성 균주 뿐만 아니라 

진균류에서도 강한 항균활성을 나타냈으며 열과 염분에 대한 

안정성은 높으나 용혈현상과 세포독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

다. 반면, 양성 대조구 piscidin 1의 경우 항균활성은 강하게 

나타났지만 높은 용혈활성과 세포독성으로 인해 산업적 활용

에 제한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42].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리한 

mytilin B는 기능성 사료첨가제 및 항생제 대체제로써의 가능

성을 보여주며 참담치의 면역학적 측면에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할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이 논문은 2018년도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시험연구사업 ‘수

산생명자원유래 항미생물 천연소재 개발(R2018020)’의 지원

으로 수행된 연구입니다.

References

1. Anderson, R. and Beaven, A. 2001. Antibacterial activities 

of oyster (Crassostrea virginica) and mussel (Mytilus edulis 

and Geukensia demissa) plasma. Aquat. Living Resour. 14, 343- 

349. 

2. Bartlett, T. C., Cuthbertson, B. J., Shepard, E. F., Chapman, 

R. W., Gross, P. S. and Warr, G. W. 2002. Crustins, homo-

logues of an 11.5-kDa antibacterial peptide, from two spe-

cies of penaeid shrimp, Litopenaeus vannamei and Litopenaeus 

setiferus. Mar. Biotechnol. 4, 278-293.

3. Boehm, T., Iwanami, N. and Hess, I. 2012. Evolution of the 

immune system in the lower vertebrates. Annu. Rev. Geno-

mics Hum. Genet. 13, 127-149.

4. Boman, H. G. 1995. Peptide antibiotics and their role in in-

nate immunity. Annu. Rev. Immumol. 13, 61-92.

5. erne, K., Erman, A. and Verani , P. 2013. Analysis of cyto-

toxicity of melittin on adherent culture of human endothe-

lial cells reveals advantage of fluorescence microscopy over 

flow cytometry and haemocytometer assay. Protoplasma 250, 

1131-1137.

6. Charlet, M., Chernysh, S., Philippe, H., Hetru, C., Hoffmann, 

J. A. and Bulet, P. 1996. Innate immunity. Isolation of several 

cysteine-rich antimicrobial peptides from the blood of a 

mollusc, Mytilus edulis. J. Biol. Chem. 271, 21808-21813.

7. Dimarcq, J. L., Bulet, P., Hetru, C. and Hoffmann, J. 1998. 

Cystein-rich antimicrobial peptides in invertebrates. Biopol-

ymers 47, 465-477.

8. Epand, R. M. and Vogel, H. J. 1999. Diversity of anti-

microbial peptides and their mechanisms of action. Biochim. 

Biophys. Acta. 1462, 11-28. 

9. Fred, J. G., Aswani, K. V., Leah, M. O. and William, S. F. 

1999. Factors influencing in vitro killing of bacteria by hemo-

cytes of the eastern oyster (Crassostrea virginica). Appl. 

Environ. Microbiol. 65, 3015-3020. 

10. Gerdol, M., Puillandre, N., De Moro, G., Guamaccia, C., 

Lucafò, M., Benincasa, M., Zlatev, V., Manfrin, C., Torboli, 

V., Giulianini, P. G., Sava, G., Venier, P. and Pallavicini, 

A. 2015. Ident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 novel family 

of cysteine-rich peptides (MgCRP-I) from Mytilus gallopro-

vincialis. Genome Biol. Evol. 7, 2203-2219.

11. Gerdol, M. and Venier, P. 2015. An updated molecular basis 

for mussel immunity. Fish Shellfish Immunol. 46, 17-38.

12. Hsieh, I. N. and Hartshorm, K. L. 2016. The role of anti-

microbial peptides in influenza virus infection and their po-

tential as antiviral and immunomodulatory therapy. Phar-

maceuticals 9, 53.

13. Jung, S., Sönnichsen, F. D., Hung, C. W., Tholey, A. Boidan- 

Wichlacz, C., Haeusgen, W., Gelhaus, C., Desel, C., Pod-

schun, R., Waetzig, V., Tasiemski, A., Leippe, M. and Gröt-

zinger, J. 2012. Macin family of antimicrobial proteins com-

bines antimicrobial and nerve repair activities. J. Biol. Chem. 

287, 14246-14258.

14. Kim, D. G., Nam, B. H., Kong, H. J., Kim, W. J., Kim, B. 

S., Jee, Y. J., Lee, S. J., J, C. G., Kong, M. S. and Kim, Y. 

O. 2012. Analysis of hemolytic microflora from the ark shell 

(Scapharca broughtonii). J. Life Sci. 22, 642-649.

15. Leoni, G., De poli, A., Mardirossian, M., Gambato, S., 

Florian, F., Venier, P., Wilson, D. N., Tossi, A., Pallavicini, 

A. and Gerdol, M. 2017. Myticalins: a novel multigenic fam-

ily of linear, cationic antimicrobial peptides from marine 

mussels (Mytilus spp.). Mar. Drugs 15, 261.

16. Liao, Z., Wang, X. C., Liu, H. H., Fan, M. H., Sun, J. J. and 

Shen, W. 2013. Molecular characterization of a novel anti-

microbial peptide from Mytilus coruscus. Fish Shellfish 

Immunol. 34, 610-616.

17. Malagili, D., Sacchi, S. and Ottaviani, E. 2010. Lectins and 

cytokines in celomatic invertebrates: two tales with the same 

end. Invertbrate Surviv. J. 7, 1-10.

18. Mitta, G., Hubert, F., Dyrynda, E. A., Boudry, P. and Roch, 

P. 2000. Mytilin B and MGD2, two antimicrobial peptides 

of marine mussels: gene structure and expression analysis. 

Dev. Comp. Immunol. 24, 381-393.

19. Mitta, G., Hubert, F., Noël, T. and Roch, P. 1999. Myticin, 

a novel cysteine-rich antimicrobial peptide isolated from 



1314 생명과학회지 2018, Vol. 28. No. 11

haemocytes and plasma of the mussel Mytilus galloprovincia-

lis. Eur. J. Biochem. 265, 71-78.

20. Mitta, G., Vandenbulcke, F., Hubert, F. and Roch, P. 1999. 

Mussel defensins are synthesized and processed in gran-

ulocytes then released into the plasma after bacterial 

challenge. J. Cell. Sci. 112, 4233-4242.

21. Mitta, G., Vandenbulcke, F., Hubert, F., Salzet, M. and Roch, 

P. 2000. Involvement of mytilins in mussel antimicrobial 

defense. J. Biol. Chem. 275, 12954-12962.

22. Mitta, G., Vandenbulcke, F., Noël, T., Romenstand, B., 

Beauvillain, J. C., Salzet, M. and Roch, P. 2000. Differential 

distribution and defence involvement of antimicrobial pep-

tides in mussel. J. Cell. Sci. 113, 2759-2769.

23. Mitta, G., Vandenbulcke, F. and Roch, P. 2000. Original in-

volvement of antimicrobial peptides in mussel innate 

immunity. FEBS Lett. 486, 185-190.

24. Miyata,T., Tokunaga, F., Yoneya, T., Yoshikawa, K., Iwanaga, 

S., Niwa, M., Takao, T. and Shimonishi, Y. 1989. Antimicro-

bial peptides, isolated from horseshoe crab hemocytes, ta-

chyplesin II, and polyphemusins I and II: chemical struc-

tures and biological activity. J. Biochem. 106, 663-668.

25. Oh, R., Lee, M. J., Kim, Y. O., Nam, B. H., Kong, H. J., Kim, 

J. W., An, C. M. and Kim, D. G. 2016. Isolation and purifica-

tion of antimicrobial peptide from hard-shelled mussel, 

Mytilus coruscus. J. Life Sci. 26, 1259-1268.

26. Oh, R., Lee, M. J., Kim, Y. O., Nam, B. H., Kong, H. J., Kim, 

J. W., Park, J. Y., Seo, J. K. and Kim, D. G. 2017. The anti-

microbial characteristics of McSSP-31 purified from the he-

mocyte of the hard-shelled mussel, Mytilus coruscus. J. Life 

Sci. 27, 1276-1289.

27. Park, E. H., Shin, E. H., Kim, Y. O., Kim, D. G., Kong, H. 

J., Kim, W. J., An, C. M. and Nam, B. H. 2016. Cloning, 

characterization, and expression of the macrophage migra-

tion inhibitory factor gene from the pacific abalone (Haliotis 

discus hannai). Kor. J. Malacol. 32, 241-247.

28. Pipe, R. K. 1990. Differential binding of lectins to haemo-

cytes of the mussel Mytilus edulis. Cell Tissue Res. 261, 261- 

268.

29. Qin, C. L., Huang, W., Zhou, S. Q., Wang, X. C., Liu, H. 

H., Fan, M. H., Wang, R. X., Gao, P. and Liao, Z. 2014. 

Characterization of a novel antimicrobial peptide with chi-

tin-binding domain from Mytilus coruscus. Fish Shellfish 

Immunol. 41, 362-370.

30. Rosh, P., Yang, Y., Toubiana, M. and Aumelas, A. 2008. 

NMR structure of mussel mytilin, and antiviral-antibacterial 

activities of derived synthetic peptides. Dev. Comp. Immonol. 

32, 227-238.

31. Seo, J. K., Kim, D. G., Oh, R., Park, K. S., Lee, I. A., Cho, 

S. M., Lee, K. Y. and Nam, B. H. 2017. Antimicrobial effect 

of the 60S ribosomal protein L29 (cgRPL29), purified from 

the gill of pacific oyster, Crassostrea gigas. Fish Sellfish 

Immunol. 67, 675-683.

32. Seo, J. K., Lee, M. J., Go, H. J., Kim, G. D., Jeong, H. D., 

Nam, B. H. and Park, N. G. 2013. Purification and anti-

microbial function of ubiquitin isolated from the gill of 

Pacific oyster, Crassostrea gigas. Mol. Immunol. 53, 88-98.

33. Seo, J. K., Lee, M. J., Jung, H. G., Go, H. J., Kim, Y. J. and 

Park, N. G. 2014. Antimicrobial function of SHβAP, a novel 

hemoglobin β chain-related antimicrobial peptide, isolated 

from the liver of skipjack tuna, Katsuwonus pelamis. Fish 

Sellfish Immunol. 37, 173-183.

34. Seo, J. K., Lee, M. J., Nam, B. H. and Park, N. G. 2013. 

cgMolluscidin, a novel dibasic residue repeat rich anti-

microbial peptide, purified from the gill of the Pacific oyster, 

Crassostrea gigas. Fish Sellfish Immunol. 35, 480-488.

35. Shike, H., Lauth, X., Westerman, M. E., Ostland, V. E., 

Carlberg, J. M., Van Lost, J. C., Shimizu, C., Bulet, P. and 

Burns, J. C. 2002. Bass hepcidin is a novel antimicrobial pep-

tide induced by bacterial challenge. Eur. J. Biochem. 269, 

2232-2237.

36. Söderhäll, K., Iwanaga, S. and Vasta, G. R. 1996. New direc-

tion in invertebrate immunology. SOS Publications 494.

37. Tam, J. P., Lu, Y. A. and Yang, J. L. 2000. Marked increase 

in membranolytic selectivity of novel cyclic tachyplesins 

contrained with an antiparallel two-beta strand cysteine 

knot framework. Biochem. Biophys. Res. Commun. 267, 783- 

790.

38. Taylor, S. W., Kammerer, B. and Bayer, E. 1997. New per-

spectives in the chemistry and biochemistry of the tuni-

chromes and related compounds. Chem. Rev. 97, 333-346.

39. Tincu, J. A. and Taylor, S. W. 2004. Antimicrobial peptides 

from marine invertebrates. Antimicrob. Agents Chemother. 48, 

3645-3654.

40. Wright, R. K. 1981. Urochordates. Academic Press 2, 565-626.

41. Yoo, S. K. 1986. Coastal culture. Gudeok Publisher 141-158.

42. Yuan, T., Zhang, X., Hu, Z., Wang, F. and Lei, M. 2012. 

Molecular dynamics studies of the antimicrobial peptides 

piscidin 1 and its mutants with a DOPC lipid bilayer. 

Biopolymers 97, 998-1009.

43. Yu, G., Baeder, D. Y., Reqoes, R. R. and Rolff, J. 2016. Com-

bination effects of antimicrobial peptides. Antimicrob. Agents 

Chemother. 60, 1717-1724.



Journal of Life Science 2018, Vol. 28. No. 11 1315

록：참담치(Mytilus coruscus) 구(hemocyte) 유래 항균 펩타이드 mytilin B의 정제  특성  

분석

이민정1․오륜경1․김 옥1․남보혜1․공희정1․김주원1․박 연1․서정길2․김동균1*

(1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 2군산대학교 식품생명과학부)

참담치(Mytilus coruscus)의 혈구 유래의 항균 펩타이드를 역상 column들을 사용한 reversed-phase high-per-

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RP-HPLC)로 분리 및 정제하였다. 정제된 펩타이드는 matrix-assisted laser de-

sorption ionization time-of-flight mass spectrophotometer (MALDI-TOF/MS)를 통해 분자량이 4041.866 Da으로 

밝혀졌으며 Edman degradation법을 통해 25개의 N-말단 서열을 확보하였다. 이는 참담치의 mytilin B precursor

와 100%, mytilin 8 precursor, mytilin 4 precursor와 96% 일치하였다. 또한 103개의 아미노산 서열을 코딩하고 

있는 312 bp의 open-reading frame (ORF)을 밝혔으며 이는 참담치의 mytilin B precursor와 100% 일치하였다. 

밝혀진 분자량과 아미노산 서열을 바탕으로 C-말단 alanine 잔기의 유무에 따라 2개의 펩타이드를 합성하였으며 

이는 mytilin B1과 B2라고 명명하였다. 이들은 그람 양성 균주 Bacillus cereus, Streptococcus parauberis [minimal 

effective concentrations, MECs 41.6-89.7 μg/ml], 그람 음성 균주 Enterobacter cloacae, Escherichia coli, Klebsiella 

pneumoniae, Proteus mirabilis, Providencia stuartii, Pseudomonas aeruginosa, Vibrio ichthyoenteri [MECs 7.4-39.5 μg/ 

ml] 그리고 진균류인 Candida albicans [MECs 26.0-31.8 μg/ml]에 항균활성을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 참담치 혈구 

유래 mytilin B1과 mytilin B2는 넓은 항균 스펙트럼을 가지고 열과 염분에 대한 안정성이 높으며 용혈현상과 세

포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특성은 기능성 사료첨가제 및 항생제 대체제로써 충분히 안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추후 mytilin의 구조적 중요성과 참담치의 면역학적 측면에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할 것으로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