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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ase AP10에 의한 문어 가수분해물의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해 Peptide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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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eptides from Aroase AP10 enzymatic hydrolysates of octopus proteins were isolated and tested for 
inhibitory activity against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 The Aroase AP10 hydrolysates were filtered 
through PM-10 membrane (M.W. cut-off 10,000) to obtain the peptides fractions with ACE inhibition activity. 
These fractions were applied to a Biogel P-2 column. Three active fractions (A, B, and C) were collected and 
applied to a SuperQ-Toyopearl 650S column chromatography, leading to the isolation of four active fractions 
(A-1, A-2, B-1, and C-1). Among the active fractions, C-1 had the highest ACE inhibitory activity (IC50=3.10 
μg). The main composition of its amino acids is arginine, lysine, histidine and leucine, which cover about 60% 
of the total amino ac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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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주요 3  사망원인으로는 악성종양, 심장질환, 

뇌졸 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사망원인  뇌졸 , 심근경

색, 동맥경화 등의 순환기계 질환의 원인인자는 고지 증과 

함께 고 압이 한 상 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순

환기계 질병의 원인이 되는 고 압은 90% 이상이 정상 압

을 유지하는 기구들이 천천히 붕괴되어 진행되는 본태성 고

압(1)으로 그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고 있지 않으나 발병기

작으로 renin-angiotensin system(RAS)이 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지고 있다(2).

신장의 근 세뇨  내피, 심장, 폐, 활성화된 식세포, 뇌

조직 등과 같은 다양한 조직  장 등에 리 분포(3)되어 

있는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ACE, kininase II 

peptidyldipeptide hydrolase, E.C 3.4.15.1)은 RAS에서 renin

에 의해 angiotensinogen으로부터 생성된 angiotensin-Ⅰ의 

C 말단인 dipeptide(His-Leu)를 분리시켜 강한 수축을 

유발하는 호르몬인 angiotensin-Ⅱ로 변화시키는데 이는 부

신피질에서의 aldosteron, vasopressin의 분비를 활성화시

켜 세뇨 의 Na
+흡수, 수분의 재흡수, 신장의 류량 감소 

등을 유발함으로써 압을 상승시킨다(4).

한 확장의 진, 소 의 흡착 해 등의 효과를 

보이는 bradykinin의 C 말단(Phe-Arg)을 분해하여  이

완을 억제함으로써 압을 상승시킨다(5,6). 이와 같이 압

의 상승에는 ACE가 크게 여하므로 압의 상승을 억제하

기 해서는 ACE의 해가 필수 이다.

이를 해 재 압을 강하시킬 목 으로 captopril, ena-

lapril  lisinopril 등이 화학 으로 합성되어 상업 으로 

이용되고 있다(7,8). 그러나 이들 ACE 해 합성화합물은 

마른기침, 습진, 피부가려움증, 두통, 식욕부진, 백 구의 감

소, 단백뇨증 는 무과립구증 등의 부작용이 문제 으로 

두되었다(9). 따라서 기존의 합성약제에 비해 부작용이 

고 우수한 해효과를 가지는 약제의 합성과 천연물질로부

터의 탐색연구가 활발하다(10,11). Suzuki 등(12)은 식품 

에 존재하는 ACE 해성분은 가열조리에 안정하며 capto-

pril과 비교하 을 때 활성은 낮지만 상시 섭취하는 식사용

법으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ACE 

해연구로는 살모사 독 유래의 peptide인 captopril이 ACE 

활성부 에 한 친화도가 매우 높은 해활성이 있는 것으

로 보고된 후, 다양한 식품단백질의 효소가수분해물로부터 

얻어진 펩타이드가 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casein(13), 

zein(14), 된장(15), 간장(16), 정어리(17), 구의 간(18),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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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어(19) 등의 식품에서 다수의 ACE 해 펩타이드가 보고

되었다. 한 최근 정어리단백질 유래 디펩타이드인 Valyl- 

tyrosine은 경 고 압 환자에 해 강압효과를 나타내어 

우리나라 제 1호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로부터 민간요법으로 압이 높거나 심

장병 등 순환기계 질병 방  완화에 리 알려진 문어를 

효소처리하여 얻은 가수분해물의 ACE 해효과를 비교하

고 이로부터 ACE 해 peptide를 한외여과, 겔 크로마토그

래피  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하여 그 해효과

를 검토하 다.

재료  방법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한 문어(Paroctopus dofleini)는 강릉시 동해

안에서 채집한 것을 구입하여 동결건조한 후 50 mesh로 분

말화한 것을 동결고에 장하여 두고 실험에 사용하 다. 토끼 

허 로부터의 ACE 정제효소와 기질(hippuryl-histidyl-leu-

cine)은 Sigma-Aldrich사(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

여 사용하 으며 단백질 가수분해효소는 Novozymes사

(Novo nordisk Bioindustrials Inc., Bagsvaerd, Denmark)의 

Alcalase 2.4L, Flavourzyme 500MG, Neutrase 0.8L, 

Protamex 1.5MG,  Aroase AP10(Yakurt Pharma. Co., 

Tokyo, Japan)을 사용하 다.

ACE 해능

15 μL의 시료용액에 ACE 정제효소(60 mU/mL) 50 μL를 

가한 후, 37oC에서 5분간 preincubation시켰다. 여기에 bo-

rate buffer(pH 8.3, 400 mM NaCl 함유)로 용해한 5 mM 

hippuryl-histidyl-leucine 기질 125 μL를 가하고 37
o
C에서 

30분간 incubation시킨 후, 10% trifluoroacetic acid(TFA) 

20 μL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켰다. 이들 반응 용액 20 μL를 

Zorbax 300SB C8 column(4.6×150 mm, Agilent Tech. Inc., 
Santa Clara, CA, USA)이 장착된 역상 HPLC(Thermo 

Separation Products Inc., San Jose, CA, USA)에 주입하여 

분석하 다. 분석 시 용출속도는 1 mL/min, 이동상으로는 

0.1%의 TFA를 함유한 acetonitrile을 linear gradient(0～

63%)하여 기질로부터 유리된 hippuric acid를 228 nm에서 

검출하여, 시료 첨가 후의 잔존 활성의 백분율로써 ACE 

해능을 나타내었다.

Arosas AP10 가수분해물의 제조

문어분말시료 100 g에 시료량 10배의 증류수를 가한 다음 

100oC에서 5분간 비등하여 자가소화효소를 불활성화 시켰

다. 여기에 각 효소의 최 온도와 pH(Alcalase, 55oC, pH 7.0; 

Flavourzyme, 50oC, pH 7.0; Neutrase, 50oC, pH 6.0; 

Protamex, 40oC, pH 6.5; Aroase AP10, 55oC, pH 8.0)가 되도

록 조정한 후 시료량에 해 1%가 되도록 효소를 첨가하여 

교반하면서 4시간 동안 가수분해시키고 100oC에서 비등하

여 반응을 정시시켰다. 이들 용액을 원심분리(5,000×g, 20 
min)한 후, 그 상층액을 시료액으로 사용하 다. Aroase 

AP10 효소가수분해물은 다시 한외여과막(PM-10, Amicon 

Co., Beverly, MA, USA)을 사용하여 분자량 10,000 Da이하

의 분자물질을 회수하여 원심농축(CVE-100D, Eyela Co., 

Tokyo, Japan)한 것을 gel chromatography 시료액으로 사

용하 다.

Gel chromatography에 의한 분리

Bio-gel P-2(Bio-Rad Lab., Hercules, CA, USA)를 충진

한 column(2.2×80 cm)을 사용하여 한외여과액 2 mL를 탈

이온수로써 용출(유속 20 mL/hr, 분획량 5 mL/tube)시켰으

며 분획한 각 용출액은 28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chromatogram을 작성하 다.

Ion exchange chromatography의 의한 분리

활성획분을 탈이온수로 평형화시킨 SuperQ-Toyopearl 

650S(Tosoh Co., Ltd., Tokyo, Japan) column(16×650 mm)
에 주입하고 흡착시킨 다음 탈이온수로 용출하고 다시 NaCl

용액(0～1 M)을 사용하여 linear gradient(유속 3 mL/hr, 분

획량 5 mL/tube)하여 용출, 분리하 다.

아미노산 분석

단백질 함량이 약 10 mg이 되는 시료 1 mL를 유리 에 

넣고 6 N HCl 1 mL를 가하여 질소 충 시킨 후 하여 

110
oC 24시간 가수분해하 다. 분해액을 감압건조하여 HCl

을 제거하고 여기에 증류수 10 mL를 가하여 다시 감압 건조

한 후, 구연산나트륨 완충용액(pH 2.2)으로 정용하고 0.45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일정량을 취하여 아미노산 

자동분석기로 분석하 다.

결과  고찰

효소별 가수분해물의 ACE 해작용

효소별 문어 효소가수분해물의 ACE 해능을 살펴본 결

과(Table 1) Protamex, Alcalase  Neutrase가 약 50%의 

해효과를, Aroase AP10이 약 40%를, Flavourzyme이 약 

35%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들 각 효소가수분해물의 ACE 

해능을 peptide-nitrogen 함량과 비교해 볼 때 peptide ni-

Table 1. Peptide-nitrogen contents and ACE inhibitory ac-
tivity of octopus hydolysates by various enzymes

Enzymes
Peptide-nitrogen
(mg/mL) 

ACE inhibition
(%)

Alcalse
Neutrase
Flavourzyme
Protamex
Aroase AP10

4.10
4.84
5.01
4.90
4.84

51.9
51.4
33.8
52.7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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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gen의 함량이 가장 낮은 Alcalase(4.10 mg/mL)가 ACE 

해효과가 가장 우수하 으며 Flavourzyme(5.10 mg/mL)

은 peptide nitrogen의 함량이 가장 많음에도 ACE 해효과

가 가장 낮아 ACE 해능과 peptide-nitrogen 함량사이에

는 뚜렷한 상 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와 련하여 Kim 

등(20)의 담수어 효소가수분해물, Lee 등(21)의 김 가수분해

물에서 ACE 해능은 가수분해도  peptide-nitrogen 함

량과는 련성이 없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효소가수분해물에 의한 ACE 해능의 

차이는 효소의 기질특이성에 의해 생성된 peptide의 아미노

산 조성, 사슬길이 등에 의해 계 되는 것으로 단된다.

Aroase AP10에 의한 문어 가수분해물로부터 ACE 해 

peptide의 분리

재 보고된 많은 ACE 해 peptide는 분자량이 2,000이

하인 것으로 보고(22)되고 있으므로 고분자의 polypeptide를 

제거하고 분자 peptide만을 얻기 해 의 효소가수분해

물 에서 Aroase AP10 효소가수분해물을 molecular 

weight cut-off가 10,000 Da이하인 한외여과막을 통과한 

분자 분획물을 Biogel P-2 column에 주입하여 겔 크로마토

그래피를 실시하 다. 분획 후, 각 용출획분의 280 nm에서

의 흡 도  ACE 해효과를 살펴본 결과를 Fig. 1에 나타

내었다. 그 결과 활성획분인 A(tube No. 51, 52, 53), B(tube 

No. 67, 68)  C(tube No. 75, 76)를 분리하 다. 이들 각 

획분의 ACE 해효과는 각각 약 65%, 84%  89% 다. 

이들 획분들을 다시 원심농축하여 Super Q-Toypearl 650S 

column을 이용한 음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하여 A 

획분으로부터 증류수 용출획분인 A-1(tube No, 16, 17)  

0.275～0.30 M의 NaCl 용출획분인 A-2(tube No, 49, 50)를 

얻었으며 한 B와 C 획분으로부터 증류수 용출획분인 

B-1(tube No. 12, 13)  C-1 (tube No. 17)를 각각 분리하

다(Fig. 2). 이들 각 분리된 활성 용출획분의 아미노산 조성

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이들 분리된 용출획분 에 높은 

Fig. 1. Gel chromatogram on a Bio-gel P-2 column of Aroase 
AP10 hydrolysate filtered with PM-10 membrane.
Arrow lines were collected separately.

Fig. 2. Ion chromatogram on a SuperQ-Toyopearl 650S col-
umn of the active fractions eluted from Bio-gel P-2 column.
Arrow lines were collected separately.

해활성을 나타내는 C-1 획분의 주요 아미노산은 argi-

nine(26.7%), lysine(12.3%), histidine(12.0%)으로 이들 3종

류의 염기성 아미노산이 체아미노산의 50%를 차지하

으며 이들 외에 aspartic acid와 glutamic acid가 약 9%, ty-

rosine과 phenylalanine이 약 9% 그리고 leucine과 iso-

leucine이 약 12%를 차지하 으며 ACE 해효과는 IC50 

=3.10 μg이었다(Table 3). 이와 련하여 Shin 등(23)은 된장 

peptide를 용출, PM-10 membrane으로 여과  정제한 

ACE 해 peptide의 아미노산조성은 염기성아미노산인 

histidine이 74.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하 으며 한 

된장으로부터 우수한 ACE 해활성을 가지는 peptide로서 

His-His-Leu, His-Leu-Leu을 보고(United States Patent 

6232438)하고 있어 본 실험에서도 이들 염기성 아미노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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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mino acid composition of each active fractions 
eluted from SuperQ-Toyopearl 650S column

Amino acids A-1 A-2 B-1 C-1

Aspartic acid
Threonine
Serine
Glutamic acid
Glycine
Alanine
Cysteine
Valine
Methionine
Isoleucine
Leucine
Tyrosine
Phenylalanine
Tryptophan
Lysine
Histidine
Arginine
Proline

7.3
7.5
7.8
ND
11.7
12.0
0.5
10.1
ND
7.4
14.5
ND
1.1
ND
8.5
0.5
5.5
5.6

7.4
5.1
5.0
20.3
3.4
7.2
ND
9.5
ND
8.3
12.5
ND
1.5
ND
1.3
0.1
14.7
3.7

5.9
5.4
4.9
9.0
6.3
5.2
ND
5.6
ND
4.8
9.7
0.4
1.1
ND
25.0
3.1
8.7
4.9

4.0
3.2
3.1
4.9
3.3
3.5
ND
3.3
ND
3.1
9.1
3.3
5.6
ND
12.3
12.0
26.7
2.6

ND: not detected.

Table 3. ACE inhibitory activity of each active fractions

Fractions IC50 (μg protein)

A-1
A-2
B-1
C-1

4.39
3.56
4.94
3.10

ACE 해활성과 계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A-2 획분의 

경우에는 glutamic acid(20.3%), valine(9.5%), leucine(12.5%), 

arginine(14.7%)이 주요 구성 아미노산으로 60%를 차지하

으며 ACE 해활성은 IC50=3.56 μg이었다. 이들 결과와 

련하여 Suetsuna 등(24)은 어류와 패류단백질의 pepsin 

가수분해물로부터 ACE 해활성을 가지는 peptide를 분리

하 으며 peptide의 주요 아미노산은 aspartic acid, gluta-

mic acid, arginine, proline, isoleucine  lysine의 함량이 

많은 것으로 보고하 다. 한 Yeum 등(25)은 복합효소와 

bromelain에 의한 ACE 해활성을 갖는 고등어 단백질 가

수분해물은 aspartic acid, glutamic acid, lysine, alanine, 

valine  leucine 등이 체 으로 많은 것으로 보고하여 

본 실험의 A-2 획분의 아미노산 조성과 다소 유사하 다.

한편, Cheung 등(26)은 dipeptide의 C 말단  N 말단 아

미노산잔기의 향에 하여 검토한 결과, C 말단 아미노산

잔기로는 tryptophan, phenylalanine, tyrosine  proline이, 

N 말단 아미노산의 잔기로는 valine, isoleucine과 같은 

branched-chain aliphatic 아미노산, 는 arginine과 같은 

염기성 아미노산을 가지는 dipeptide가 ACE 해활성이 높

음을 보고하 으며, 이들 dipeptide 에서 arginine을 함유

한 ACE 해 peptide는 Arg-Trp(IC50=16 μM), Arg-Pro 

(IC50=180 μM), Arg-Phe(IC50=180 μM), Lys-Arg(IC50=380 

μM)  Arg-Ala(IC50=180 μM)이라고 보고하 다.

한 Maruyama 등(27)은 무화과 유액으로부터 우수한 

ACE 해효과를 나타내는 peptide로서 C 말단잔기가 argi-

nine, lysine과 같은 염기성 아미노산을 가지는 Ala-Val- 

Asn-Pro-Ile-Arg, Leu-Tyr-Pro-Val-Lys  Leu-Val- 

Arg을 분리․보고하 는데, 본 실험에서도 ACE 해효과를 

보인A-2, B-1  C-1은 다른 아미노산에 비해 상 으로 

arginine과 lysine의 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Matsumura 등(28)도 ACE 해효과를 나타내는 가

다랑어 내장 peptide를 분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peptide를 

합성한 결과, 해활성이 강한 peptide들은 공통 으로 N 

말단 아미노산잔기에는 valine, isoleucine  leucine과 같은 

소수성 아미노산이, 앙에는 arginine  lysine과 같은 염

기성 아미노산이, C 말단의 아미노산잔기는 proline으로 구

성되었다고 보고하 다. 특히 이들 합성 peptide C 말단의 

아미노산잔기인 proline은 ACE 활성부 와의 결합에 요

한 역할을 하여 강력한 ACE 해제로 작용한다고 보고하

으나 본 실험에서의 A-2  C-1 획분의 proline함량은 3.7%

와 2.6%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어 효소가수분해물의 ACE 

해 peptide는 그 구성 아미노산의 조성, 함량에도 향을 

미칠 것으로 측되나 그 외에도 peptide의 아미노산 배열순

서, 길이 등이 더 크게 해활성에 향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며 앞으로 HPLC 등을 통한 분리  배열해석 

등에 한 추가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문어육의 Aroase AP10 가수분해물을 제조하고 이들 가

수분해물을 한외여과막을 통과시켜 회수한 분자량 10,000 

Da이하의 분자물질을 Bio-gel P-2 gel chromatography

를 행하여 ACE 해효과를 가지는 3개 획분을 분취하 다. 

한 이들 획분을 SuperQ-Toyopearl 650S column을 이용

한 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4개의 활성획분을 분리

하 다. 이  ACE 해효과가 가장 높은 C-1 획분의 아미

노산 조성은 arginine, lysine, histidine  leucine의 함량이 

가장 많아 체의 약 60%를 차지하 으며 IC50은 3.10 μg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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