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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umbone 처리에 따른 Helicobacter pylori의 단백질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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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cobacter pylori is a causative organism of various gastrointestinal diseases, including chronic
gastritis, gastric ulcer, or gastric adenocarcinoma. Pathogenic factors, such as cytotoxinassociated protein A (CagA) and vacuolating cytotoxic protein A (VacA), play a role. This study
analyzed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the effects of zerumbone on the changes in the protein
expression levels of various H. pylori proteins, including CagA and VacA. Approximately 200
significant proteins were screened for the H. pylori 60190 (VacA positive / CagA positive; Eastern
type) strain, and proteomic analysis was performed on 13 protein molecules that were clinically
significant. After two-dimensional electrophoresis (2-DE), ImageMasterTM 2-DE Platinum software
was used for quantitative measurements of protein spots. 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mass spectrometry (MALDI-TOF-MS) and 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mass spectrometry (LC-MS/MS) were used for protein identification. After intensive analysis of the
proteins that showed significant changes, a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was
performed as required to verify the results. In this study, the significance of zerumbone as a
therapeutic agent for H. pylori infection was examined by screening a new pharmacological activity
mechanism of zerum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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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병원성 인자로 알려져있다[1]. 특히 CagA의 경
우, cag pathogenicity island (cag PAI) 내에 위치한 유전자의

현재까지 질환과 병원성 인자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

배열에 따라 H. pylori의 병원성이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하여 다양한 Helicobacter pylori 임상균주를 대상으로 프로테

위암 발병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병원성 결정인자이다[2-4].

오믹스 분석 결과가 보고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Cytotoxin-

Urease, flagella, adhesin 및 ferritin 또한 H. pylori의 병원성

associated protein A (CagA)와 Vacuolating cytotoxic

결정 인자로서 보고되고 있다[5-7]. 현재 H. pylori의 병원성 인

protein A (VacA)가 위염 및 위암 발병과 관련이 큰 H. pylori의

자 파악에 있어서 26695와 J99 균주의 경우에는 완전한 게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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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이 분석되어 위장관계 질환과 관련된 특이적 진단 마커는 지

(+)를 띄게 한다. 이러한 전기적 구배 원리를 이용하여 악성 종

속적으로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관련 연구 및 치료법 개발

양세포 내외에 존재하는 극성 분자와 zerumbone과의 결합 가

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8, 9]. 본 연구에서는

능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시도된 바 있다[15].

zerumbone을 이용하여 H. pylori의 병원성 인자를 포함하는

본 연구팀의 기존 연구에 따르면, zerumbone은 H. pylori에

총단백 발현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H. pylori

서 urease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로써 H.

주요 단백의 변화 패턴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zerumbone을 이

pylori가 위장 내 강산(공복시 pH 2.2 내외) 환경에 저항할 수 없

용한 H. pylori 항균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도록 하여 zerumbone이 H. pylori의 위장 내 정착 및 감염 성립

Zerumbone은 동남아시아와 폴리네시아 반도 등 열대지역

을 저지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16].

에 자생하는 생강과 식물인 Zingiber zerumbet Smith의 뿌리

본 연구에서는 사전 실험을 통해 확인한 최소억제농도

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성분으로, 기존에는 약리학적으로 항염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미만의 농도로 확

증, 항종양, 항산화, 면역활성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된 20 M 조건으로 zerumbone을 처리하여 H. pylori

있다[10-13]. 천연물 유래 추출물 성분 중에서 약리적 활성을

60190 표준균주에서의 총단백 발현 변화를 2-dimensional

띄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taxol, aspirin, resveratrol 등은 분

electrophoresis (2-DE), 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

자를 구성하는 원자 사이에 발생하는 전기음성도 차이에 기인

ionization-mass spectrometry (MALDI-TOF-MS) liquid

하여 전하를 띄게 되는 구조적 특징을 나타내는데, 이를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mass spectrometry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s (SAR)이라 정의한다[14].

(LC-MS/MS) 기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Zerumbone의 분자구조를 살펴보면 이 역시 SAR의 특징을 확
인할 수 있다(Figure 1). 산소 원자와 결합한 1번 탄소 원자 사이

재료 및 방법

에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존재하여, 그 결과로 산소는 상대적으
로 음성 전하를(−), 탄소는 양성 전하를 띈다(+). 이러한 전기

1. Zerumbone

음성도 차이는 인접한 좌 탄소의 전하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들

Zerumbone은 농촌진흥청 기능성작물부에서 Zingiber

이 음성 전하(−)를 띄게 하고, 다음 좌의 탄소들은 양성 전하

zerumbet Smith로부터 분리한 것을 제공받아 실험에 사용하
였다. Zerumbone은 100% 에탄올에 100 mM 농도로 용해하
여 −70°C에서 보관한 뒤 실험에 사용하였다.
2. 균주 및 배양

Helicobacter pylori 60190 (CagA 양성/VacA 양성:
Eastern type) 표준균주는 American Type Cell Collection
(ATCC, Manassas, VA, USA)에서 구입하였다. H. pylori는
10% 소 태아 혈청(FBS, Gibco, Long Island, NY, USA)이 첨가
된 Brucella 한천 배지(Becton-Dickinson, Braintree, MA,
USA)에 접종하여 3일간 100% 습도가 유지되는 미세산소 환경
에서 37°C 배양하였다. Zerumbone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실험에서는 상기와 동일 조건 하에서 20 M의 zerumbone을
처리하여 3일간 액체 배양한 뒤 원심분리하여 배양된 세포를 채
취한 뒤 프로테옴 분석을 준비하였다.
Figure 1.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s (SAR) are defined as the
structural features that result in electric charges due to
electronegativity differences between atoms constituting a
molecule. Zerumbone is a SAR substance that possesses electrical
properties such that the -carbon is negatively charged (−) and
the -carbon is positively charged (+) due to electronegativity
difference between oxygen atom and number 1 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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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백 샘플 준비 및 2차원 전기영동
채취한 H. pylori 시료는 7 M urea, 2 M thiourea, 4% (w/v)
3-[(3-Cholamidopropyl)dimethylammonio]-1-propanes
ulfonate hydrate (CHAPS) 및 16 L 단백분해효소 억제제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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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액(Roche Molecular Biochemicals, Indianapolis, IA,

한 뒤에 은 염색하여 겔로부터 절제 된 단백질 스팟들을 트립신

USA)을 함유하는 50 mM Tris 완충액 0.5 mL에 현탁하여 전체

(trypsin)을 이용하여 용해, 추출하였다.

단백질을 분리하였다. 2-DE 분석을 위해, pH 4∼7 immobilized
pH gradient strip (Amersham, Pittsburgh, PA, USA)을 사용

5. MALDI-TOF MS를 이용한 단백 분석 및 동정

하였다. 2-D 분리는 8∼16 % (v/v) 선형 구배 sodium dodecyl

추출한 펩타이드의 질량 측정은 Voyager-DE STR 질량 분석

sulfate-polyacrylamide gel에서 수행하였다. 단백질 스팟 검

기(PerSpective Biosystems, Bedford, MA, USA)를 이용하여

TM

2D Platinum 소프트웨

수행하였다. 오차 보정은 모든 시료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수행

어(version 7.0, Amersham, Pittsburgh, PA, USA)를 사용하여

하였다. 단백질 동정은 peptide mass fingerprinting (PMF) 검

수행되었다. 대조군 샘플과 처리 샘플 간의 단백질 스팟 밀도를

색, Swiss-Prot과 NCBI 데이터베이스 검색, ProFound 소프트

비교하기 위해 모든 겔에 걸쳐 20 개 이상의 스팟을 선별하여 표

웨어(http://129.85.19.192/profound_bin/WebProFound.

준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후보 단백질의 정량 된 스팟을 히스토

exe, Rockefeller University, Version 4.10.5), MASCOT

그램으로 비교하였다. 2-DE 실험의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해,

(http://www.matrixscience.com/cgi/search_form.pl?FO

각 샘플을 대상으로 독립된 5회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RMVER=2&SEARCH=PMF), MS-Fit (http://prospector.ucsf.

출 및 2D 패턴 정합은 ImageMaster

edu/ ucsfhtml4.0/msfit.htm,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4. 펩타이드 추출

Francisco, Version 4.0.5)를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선별된 단백질 스팟들의 in-gel 용해 및 추출 이후의 과정은
ProteomeTech (서울, 대한민국)에 의뢰하여 수행하였다. 펩타

6. LC-MS/MS를 이용한 단백 동정

이드 추출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2-DE 분석을 수행한

생성된 트립신 펩타이드를 분리하고 Finnigan LCQ 이온 트

겔을 coomassie blue 염색하여 단백질 스팟을 젤로부터 절제

랩 질량 분석기(LC-MS/MS)에 직접 결합된 역상 모세관 HPLC

Figure 2. H. pylori protein profile
show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hanges with zerumbone treatment.
After 2-DE analysis, the gel was
stained with silver ion, and about 200
protein spots were selected using the
PDQuestTM program. First, the proteins
with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hanges were selected and identified
using peptide mass dingerprints and
MALDI-TOF-MS or LC-MS/MS. Among
them, 13 proteins with high clinical
relevance to H. pylori pathogenic
factors, chronic gastritis, gastric ulcer
or gastric adenocarcinoma were selected and analyzed. (A) Nine protein
show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duction. (B) Four proteins showed
an increase in the sam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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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탠덤 질량 분석을 위해 전체 질량 스캔

량 지문(peptide mass dingerprint) 규명이나 LC-MS/MS를 사

범위 모드는 m/z=450∼2000 Da으로 하였다. MS/MS의 개별

용하여 펩티드 분석이 가능한 것들을 대상으로 하였다(Figure

TM

스펙트럼은 PDQuest

소프트웨어(Bio-Rad, Hercules, CA,

2). Table 1, Table 2에 제시한 분석 결과는 H. pylori 병원성이

TM

나 물질대사에 관여하는 단백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USA) 및 TurboSEQuest

소프트웨어(Thermo Quest, San

Jose, CA, USA)를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생성된 피크 리스트 파
일은 MASCOT 프로그램(http://www.matrixscience.com)

2. Zerumbone 처리에 따라 정량적으로 감소한 H. pylori

을 사용하여 MSDB 데이터베이스 또는 NCBI와 대조하는데 사

단백 분석

용되었다. MASCOT 확률 분석에 의해 선별된 유의미한 단백을

Zerumbone 처리에 따라 정량적으로 감소를 나타낸 H.

pylori 단백 중 기존 연구에서 질환 특이적 진단 마커로 보고되

모두 동정하였다.

었거나, H. pylori 생존과 관련된 생리 활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7.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알려져 있는 9개 단백의 변화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RT-PCR)

(Table 1). Zerumbone이 20 M 조건으로 처리되었을 때,

배양한 H. pylori를 채취하여 PBS로 2회 세척한 후, Trizol

Elongation factor thermos unstable (Ef-Tu)는 −97.98%,

(Thermo, San Jose, CA, USA)을 사용하여 전체 RNA를 추출하

Flagellar basal body protein FliL (FliL)는 −95.54%, Heat

였다. 역전사를 통해 합성한 cDNA는 기존 연구에서 기술한 바

shock protein 90 (Hsp90)는 −97.10% 씩 각각 감소를 보였

와 같이 PCR을 통해 증폭하였다[17].

다. Aconitate hydratase AcnB (AcnB), Acylamide amidohydrolase (AmiE), 2-oxoglutarate-acceptor oxidoreductase
subunit (OorA), Iron-dependent superoxide dismutase

결 과

(SodB), Non-heme iron-containing ferritin (FtnA)는 각각
1. 단백 선정 및 동정

−97.53%, −78.12%, −99.24%, −98.85%, −54.71% 씩 유
TM

2-DE 분석을 마친 겔은 염색한 뒤에 PDQuest

소프트웨어

를 사용하여 약 200 개의 단백 반점을 선별하였는데, 정성적, 정

의한 감소를 보였다. 또한, Preprotein translocase subunit
SecA (SecA)도 −146.80% 발현이 감소하였다(Figure 3).

량적 변화가 뚜렷하고 MALDITOF-MS를 사용한 펩타이드 질

Table 1. Down-regulated H. pylori 60190 proteins by Zerumbone treatment
a)

b)

2-DE data

Protein

Spot No.

TIGR locus
name

1
2
3
4
5
6
7
8
9

HP1205
HP0809
HP0210
HP0779
HP0294
HP0589
HP0389
HP0653
HP0786

Protein name

Elongation factor thermos unstable (Ef-Tu)
Flagellar basal body protein FliL (FliL)
Heat shock protein 90 (Hsp90)
Aconitate hydratase AcnB (AcnB)
Acylamide amidohydrolase (AmiE)
2-oxoglutarate-acceptor oxidoreductase subunit (OorA)
Iron-dependent superoxide dismutase (SodB)
Non-heme iron-containing ferritin (FtnA)
Preprotein translocase subunit SecA (SecA)

p/Mr

Protein-change
ratio (%)
after zerumbone
d)
treatment

Standard
e)
deviation

5.36/43,594
5.41/55,134
5.73/71,230
6.44/118,230
7.28/37,689
6.43/67,448
6.17/24,617
4.86/19.302
6.12/99,207

−97.98
−95.54
−97.10
−97.53
−78.12
−99.24
−98.85
−54.71
−146.80

9.60
9.15
9.44
9.52
16.04
9.85
9.77
3.77
4.23

c)

a)

Protein designation according to H. pylori strain, NCBI (http://www.ncbi.nlm.nih.gov/), KEGG database (http://www.genome.jp/kegg/).
According to peptide mass fingerprinting (PMF) data were obtained from Figure 2.
c)
p: isoelectric point, Mr: molecular weight.
d)
The ratio of protein-change amount was calculated as follows:
b)

change ratio (%)=
e)

∆ value (protein amount w/zerumbone−protein amount w/o zerumbone
value (protein amount w/o zerumbone

×100

Standard deviation of protein-change ratio in each spot was obtained from repeated five independent 2-D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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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 Clin Lab Sci. Vol. 50, No. 3, September 2018

279

Table 2. Up-regulated H. pylori 60190 proteins by Zerumbone treatment
a)

b)

2-DE data

Protein
TIGR locus
Spot No.
name
1

HP0547

2

HP0887

3
4

HP0294
HP0589

Protein name

Cytotoxin-associated gene protein A (CagA)
Cytotoxin-associated gene protein A (CagA) fragment
Vacuolating cytotoxic protein A (VacA)
Vacuolating cytotoxic protein A (VacA) fragment
Acylamide amidohydrolase (AmiE)
2-oxoglutarate-acceptor oxidoreductase subunit (OorA)

p/Mr

Protein-change
ratio (%)
after zerumbone
d)
treatment

Standard
e)
deviation

6.38/131,348
5.57/81,500
6.20/140,000
6.65/87,970
7.28/41,448
6.94/92,701

+229.92
+206.28
+521.00
+1923.61
+363.79
+349.91

5.35
5.08
7.23
9.06
6.45
6.36

c)

a)

Protein designation according to H. pylori strain, NCBI (http://www.ncbi.nlm.nih.gov/), KEGG database (http://www.genome.jp/kegg/).
According to peptide mass fingerprinting (PMF) data were obtained from Figure 2.
c)
p: isoelectric point, Mr: molecular weight.
d)
The ratio of protein-change amount was calculated as follows:
b)

change ratio (%)=

∆ value (protein amount w/zerumbone−protein amount w/o zerumbone
value (protein amount w/o zerumbone

×100

e)

Standard deviation of protein-change ratio in each spot was obtained from repeated five independent 2-DE analysis.

Figure 3. Quantitatively reduced protein.
When zerumbone was treated to H.
pylori 60190 standard strain at 20
M, nine H. pylori proteins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Ef-Tu decreased
by −97.98%, FliL decreased by
−95.54%, and Hsp90 decreased by
−97.10%. AcnB, AmiE, OorA, SodB
and FtnA decreased by −97.53%,
−78.12%, −99.24%, −98.85% and
−54.71%, respectively. SecA also
showed a −146.80% reduction in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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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Zerumbone 처리에 따라 정량적으로 증가한 H. pylori

기존에 보고된 2-DE 스팟 프로파일들과 대조하여 확정하였다

단백 분석

[19, 20]. 이 연구에서 나타난 단백질 스팟들은 H. pylori 병원성

앞선 분석과 동일한 기준으로 zerumbone 처리에 따라 정량

인자, 만성 위염, 위궤양 또는 위 선암과 같은 임상 질환과의 관

적으로 증가한 H. pylori 단백을 살펴본 결과, 4개의 단백 발현

계에 초점을 두었으며[20, 21], Table 1, Table 2에서와 같은 병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Table 2). 위 실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원성 인자 또는 물질대사 등 생리 활성에 관여하는 단백들이다.

zerumbone이 처리된 조건에서 H. pylori의 대표적인 독소 단

먼저, zerumbone 처리에 따라 정량적 감소를 보인 단백은

백인 CagA는 229.92% 또는 206.28% 씩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

H. pylori의 전사인자인 Ef-Tu, 편모 구조 단백인 FliL, 현재까

었다. 또한, VacA가 521.00%, VacA fragment가 1923.61% 증

지 H. pylori에서의 기능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Hsp90과

가하였다. 이 외에도 zerumbone 처리 조건에서 Amie와 OorA

H. pylori에서 다양한 물질 대사에 관여하여 생리 활성을 조절

가 각각 363.79%, 349.91% 증가한 결과를 나타냈다(Figure 4).

한다고 알려져 있는 AcnB, AmiE, OorA, SodB, FtnA, 그리고
VacA 독소 단백의 세포 외 분비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고 찰

SecA로 확인되었다[20, 21]. 이처럼 H. pylori 생존에 필수적인
단백 분자들이 zerumbone에 의해 감소한 현상으로 미루어보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기능성작물부에서 Zingiber zerumbet

아, zerumbone은 항균제 후보 물질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

Smith로부터 추출한 zerumbone을 H. pylori에 처리하여 H.

며 향후 세포감염, 동물감염 실험 등의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pylori 총단백 발현 상의 정성적, 정량적 변화를 프로테옴 분석

zerumbone의 H. pylori 항균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규명할 필

하고 유의미한 병원성 인자의 증가, 감소를 알아보고자 진행하

요가 있어 보인다.

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H. pylori 60190 표준균주는 CagA와

다음으로, zerumbone 처리에 따라 정량적 증가를 보인 단백

VacA를 모두 보유하여 고병원성 균주(Eastern type)에 해당하

은, H. pylori의 대표적 병원성 인자로써 위염 및 위암의 직접적

며, 감염 환자에서 전형적인 임상적 증상 유발 가능성이 크기 때

인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는 CagA와 VacA를 비롯하여 물질 대

문에 실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18]. MIC 미만의 농도인 20

사 관련 생리 활성 조절자인 AmiE, OorA였다[22- 24]. 여기에

M 조건으로 zerumbone을 처리하였을 때 2-DE 분석에서 유

서 주목할 부분은 zerumbone에 의한 H. pylori CagA와 VacA

의미한 증가를 보인 H. pylori 단백은 9개, 감소를 보인 것은 4개

단백의 세포내 증가 현상이다. 본 연구팀은 이것이 CagA, VacA

였다.

단백의 세포내 생합성이 증가한 결과인지, 아니면 zerumbone

H. pylori 60190 균주의 전체 단백질 변화 스팟 프로파일은

의 영향으로 세포내에서 단백 분자의 축적이 일어난 결과인지

Figure 4. Quantitatively increased
protein. There were four H. pylori proteins that showed significant increase
when zerumbone was treated with H.
pylori 60190 standard at 20 M. It
was confirmed that CagA increased
by 229.92% and CagA fragment increased by 206.28%. Also, VacA and
VacA fragments increased by 521.00%
and 1923.61%, respectively. In addition,
Amie and OorA increased by 363.79%
and 349.9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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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하여 각 단백의 전구체인 mRNA 발현 수준을

서는 CagA, VacA의 세포 외 분비가 억제되어 세포 내 단백 축적

RT-PCR을 통해 분석해보았다. 실험 결과, zerumbone을 5,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18]. 안타깝게도 본 연구에서는 T4SS 구

10, 20 M 등 다양한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에도 cagA 및 vacA

조 단백이나 조절 단백들의 증감 여부가 통계적으로 불분명하

mRNA의 발현은 양적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Figure 5). 즉,

여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다. 단, T5SS 조절 단백인 SecA

zerumbone은 CagA 및 VacA 단백 생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의 감소가 확인되어 zerumbone 처리에 따른 VacA의 세포 외

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zerumbone이 각각 CagA와 VacA의

분비가 억제되어 세포 내 축적이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

세포 외 분비를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는 제4형 분비체계(type

었다.

Ⅳ secretion system, T4SS) 및 제5형 분비체계(type Ⅴ

한편, H. pylori 생리 대사에 관여하는 AmiE, OorA는 아이러

secretion system, T5SS)의 기능을 저하시켰을 가능성에 대해

니하게도 본 연구에서 감소와 증가 현상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으로 분석되었다(Tables 1, 2). 본 실험에서 zerumbone 처리

본 연구팀의 기존 연구에 따르면, T4SS의 구조 단백의 발현

농도를 MIC 미만인 20 M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

이 억제되거나, T5SS 조절 단백의 발현이 억제되면 H. pylori에

pylori가 이러한 외부 자극에 저항하기 위하여 생리 활성 메커
니즘을 강화하면서 AmiE, OorA와 같은 생리 대사 관련 단백의
발현이 증가하는 ‘과분비 보상기전(compensatory hyperincrease)’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22]. 이러한 현상은
본 연구팀의 과거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다
[25]. AmiE는 aliphatic amidases (지방족 분해효소)의 일종으
로, H. pylori에서 암모니아 및 유기산을 생성하기 위하여 가수
분해를 촉매하는 효소이다[26].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H.

pylori는 위장 내 강산 환경에서 생존, 정착하기 위하여 Urease
를 분비하고 pH 2.2 전후의 산성 환경을 중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Urease의 생성을 조절하는 AmiE 또한 H. pylori 병원성
인자의 일종이라 할 수 있겠다. OorA는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
Figure 5. Measurement of mRNA expression levels of cagA and
vacA in zerumbone treatment conditions. The amount of cagA and
vacA mRNA expression was measured by RT-PCR in order to
investigate whether the increase of CagA and VacA in H. pylori
during zerumbone treatment might be caused by increased protein
expression or simply intracellular protein accumulation. The
expression of cagA and vacA mRNA did not show any quantitative
change when zerumbone was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5, 10, and 20 M in H. pylori 60190 standard strain.

여 -ketoglutarate를 succinyl coenzyme A 및 CO2로의 전환
을 촉매하는 효소이다. H. pylori는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상황에 따라 대사 효소의 발현양을 조절하는
데, OorA 또한 그 대상이다[27]. Zerumbone 처리와 같은 외부
자극이 주어졌을 때 Urease 생성에 관여하는 AmiE, 에너지 대
사에 관여하는 OorA, 등 악화된 주변환경에 저항 또는 회피하

Figure 6. Zerumbone SAR features
and possibility of dimer formation.
There is an electronegativity difference
between the number 1 carbon atom
bonded to the oxygen atom in the
chemical structure of Zerumbone, so
oxygen has a negative charge (−)
and carbon has a positive charge (+).
This electronegativity difference affects
the charge of the adjacent -carbon
and makes the negative charge (−),
and the -carbon of the next positively charges the positive charge
(+). This electrical gradient causes the
possibility that other molecules with
negative charge bind to the -carbon
to form a d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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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이러한 인자들이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낸 것으로 사

(LC-MS/MS)를 사용하였다. 동정이 완료된 전체 단백 중에서 유

료된다.

의미한 변화를 보인 단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뒤에 필요에 따

Zerumbone은 Urease 억제제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라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nin reaction을 수

기존 보고가 있는데, imidazoles, phosphorodiamidates and

행하여 결과를 추가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zerumbone이

hydroxamic acid 유도체 등 이미 임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다

보유한 새로운 약리학적 활성 기전을 스크리닝함으로써 향후

양한 Urease 억제제는 독성이 높아 제한적으로 임상 적용이 이

zerumbone이 H. pylori 감염증 치료제로서 어떠한 의미를 지

루어질 수 밖에 없는 반면, zerumbone은 천연물 유래 성분으

니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로, 기존 치료제 대비 인체 독성이 낮다는 면에서 장점을 띈다
[16]. 또한, zerumbone은 구조적으로 SAR의 특징을 보유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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