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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cobacter pylori (H. pylori) establishes infection in the human gastric mucosa for a long time and causes
severe gastric diseases such as peptic ulcer and gastric cancer. When H. pylori is exposed to the antibacterial
agents or inhibitors, the expression of pathogenic associated genes could be altered.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transcriptional changes of H. pylori genes induced by zerumbone treatment. RNA expression
changes were analyzed using next-generation sequencing (NGS), and then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was performed to verify the results. As a result of NGS analysis, a total of 23 out of
1,632 genes were differentially expressed by zerumbone treatment. RT-PCR confirmed that zerumbone
treatment regulated the expression level of 14 genes. Among the genes associated with DNA replication,
transcription, virulence factors and T4SS components, 10 genes (dnaE, dnaQ, rpoA, rpoD, secA, flgE, flhA,
virB5, virB8 and virB9) were significantly down-regulated and 4 genes (flaA, flaB, virB4 and virD4) were
up-regulated. The results of our current study imply that zerumbone might be a potential therapeutic
agent for H. pylori infection by regulating factors related to various H. pylori pathogen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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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Helicobacter pylori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보균하
고 있는 그람 음성 세균이다[1−3]. H. pylori는 수십 년 동안
사람의 위 점막에 집락을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감염을 일으
킬 수 있으며,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 위염, 소화성 궤양, 위
암과 H. pylori 감염이 관련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4−6]. 그
러한 이유로 WHO에서는 1994년에 H. pylori를 제 1군 발암
인자로 규정하였다[7]. 전세계 국가들 중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위암 발생률이 높은데, 다른 국가들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은 H. pylori 보균율이 주요 원인으로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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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8]. 따라서 세계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H. pylori
감염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제럼본은 열대지방의 식물인 Zingiber zerumbet(샴푸 생
강이라고도 함)의 주요 성분이다[9]. 제럼본이 다량 함유된
뿌리줄기는 2세기 초부터 동남아시아에서 항염증 민간요법
으로 사용되었다[10]. 제럼본은 항산화, 항염증, 항암 효과
와 같은 여러가지 약리학적 효과를 가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13]. Vishwanatha 등은 연구를 통해 제럼본이
Staphylococcus epidermidis, Escherichia coli, Aspergillus
oryza, A. niger에 대한 항균 활성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14]. Sidahmed 등은 H. pylori에 대한 제럼본의 항균 효과
를 보고하였으나, 최소억제농도에 대한 결과만을 보고하였
다[15]. 본 연구팀은 이전 연구에서 2차원 전기영동(2-DE) 분
석을 통해 H. pylori에서 CagA를 포함한 독성 인자들의 단
백질 발현에 대한 제럼본의 영향을 조사하였다[16]. 또한 제
럼본이 H. pylori 생존에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진 ureas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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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17].
유전자 발현은 다양한 환경 자극에 따라 반응하여 변화하
며 수많은 세포 기능을 조절한다. 따라서 mRNA의 발현을
측정하는 것은 세포 기능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은 대용량의 염기서열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음에는 유전체 염기서열 정보 확
인에 주로 사용되었으나, 나중에는 전사체(transcriptome)의
정보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어 오믹스(omics) 연구의 핵
심 기술이 되었다[18]. NGS, 특히 RNA-sequencing (RNASeq) 기술은 다양한 샘플에서 RNA 전사체의 검출 및 정량
화를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신 기법인 NGS에 기
초한 RNA-Seq 기법과 기존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기법인
RT-PCR을 사용하여 H. pylori의 다양한 병원성과 관련된 유
전자 발현에 대한 제럼본의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약 및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H. pylori 표준균주(ATCC 49503)는
American Type Cell Collection (ATCC, USA)에서 분양받
아 실험에 사용하였다. H. pylori의 배양과 실험에는 BectonDickinson (USA)에서 구입한 Mueller-Hinton broth,
Mueller-Hinton agar, Brucella agar를 사용하였다. Bovine
serum은 Gibco (USA)에서 구입하였다. Zerumbone은
Sigma-Aldrich (USA)에서 100% 에탄올에 100 mM 농도로
용해하여 -70℃에서 보관한 뒤 실험에 사용하였다. RT-PCR
에 사용한 Trizol reagent, random hexamer, Moloney
Murine Leukemia Virus Reverse Transcriptase (MMLVRT)는 Invitrogen (USA)에서 구입하였다.

세균 배양
H. pylori 표준균주는 10% bovine serum이 첨가된
Brucella agar plate에 접종하여 3일간 100% 습도가 유지되
는 미세산소환경에서 37℃ 배양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액
체배지에서 배양하기 위하여 H. pylori 집락을 모아서 10%
bovine serum이 첨가된 Mueller-Hinton broth에 McFarland
scale 0.5로 맞추어 풀어준 뒤 100% 습도가 유지되는 미세
산소환경에서 37℃, 3일간 배양하였다. 약물 비처리 대조군
의 경우 최고 농도의 약물처리군에 들어가는 에탄올 용매와
동일한 양의 에탄올을 처리하였다. 모든 약물처리실험은 동
일한 배치의 H. pylori를 사용하였으며 동일한 실험을 3회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최소억제농도(MIC)
배양된 H. pylori 표준균주의 집락을 모아서 10% bov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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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um이 첨가된 Mueller-Hinton broth에 McFarland scale
0.5로 맞추어 풀어준 뒤 다양한 농도로 제럼본을 처리하고
100% 습도가 유지되는 미세산소환경에서 37℃, 3일간 배양

하였다. 최소억제농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분광광도계를 이
용하여 600 nm의 파장으로 배양액의 흡광도를 측정하고 약
물 비처리 대조군의 흡광도 값을 기준(100%)으로 하여 약물
처리군의 세균 성장율을 퍼센트로 나타내었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GS)
Total RNA 2 µg으로부터 oligodT를 이용하여 mRNA를
분리하였다. Library는 100 bp Paired-end sequencing을 위
해 진행하였으며, 샘플 혼합 후 Illumina사의 TruSeq RNA
Library Sample Prep Kit을 이용하여 Library를 준비하였
다. 분리한 mRNA는 fragmentation 단계를 거치고 random
hexamer priming을 통해 single-stranded cDNA로 합성하
였다. 이를 주형으로 하여 second strand를 합성한 double
stranded cDNA를 준비하였다. Blunt-end를 만들기 위한
End Repair, Adapter를 붙이기 위해 A-tailing 및 Adapter
ligation을 순차적으로 거친 후,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을
이용하여 cDNA library를 증폭하였다. 최종 산물은 2100
BioAnalyzer를 이용하여 확인하였고 만들어진 library는
KAPA library quantification kit을 이용하여 정량한 후
cluster generation하여 Hiseq2500을 이용하여 서열해독을
진행하였다.
유전자 발현량 측정
발현량 측정은 Cufflinks v2.1.1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19]. 발현량 측정을 위해서 해당 종의 유전자 정보를 사용
하였으며, non-coding 유전자 영역은 -mask 옵션을 이용하
여 발현량 측정에서 제외하였다. 발현량 측정의 정확성을 높
이기 위하여 multi-read-correction과 frag-bias-correct 옵션
을 추가로 사용하였으며, 다른 옵션은 기본값으로 사용하였다.
특이발현 유전자 분석
특이발현 유전자 분석은 Cuffdiff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20]. 정확한 분석을 위해 multi-read-correction과 frag-biascorrect 옵션을 추가로 사용하였고, 특이발현 유전자선택은
multiple-testing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를 보정한 Q-value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0.05 미만을 기준값으로 하였다. 다른 옵
션들은 기본값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21].
RT-PCR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배양된 H. pylori의 집락을 모아 PBS로 2회 세척한 후
Trizol reagent를 이용하여 RNA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RNA
의 농도를 측정하여 정량하였으며, RNA 2 ng을 ran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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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primer sequences and PCR conditions for RT-PCR.
Sequences (5'-3')
Primers
DnaA
DnaB
DnaE
DnaN
DnaQ
HolB
GyrA
RpoA
RpoB
RpoD
RpoN
CagA
VacA
SecA
FlaA
FlaB
FlgE
FlhA
VirB2
VirB4
VirB5
VirB6
VirB7
VirB8
VirB9
VirD4
GalE

Forward
GGGCATGACTTTAGCGGTTA
AATGGGCCGTTTATCGTCTC
AATCCACCGGCTCCAAATAC
GTTAGCGGTGGTTGAAAACG
CGCATGAAGCTTTGCAAGAA
TGCAAGCCTTTTTGAACACC
GTGCATAGGCGTATTTT
AGCGACACGTCTTCAGTAAC
TTTAGGTAAGCGCGTGGATT
TCATCATCATTGCCGACTGG
GCCCTTGAAATCGTGCTTAC
TGGCAGTGGGTTAGTCATA
AAACGACAAGAAAGAGATCAGT
AAAAATTTGACGCTGTGATCC
TAGACACCACCAACGCTAAA
GTCAATGGCGTGAATGATTA
CCGATCAAATCCTTAACACC
TCATTGGAGGGTTTTTAGTGG
CAGTCGCCTGACCTCTTTTGA
GTTATAGGGGCAACCGGAAG
TACAAGCGTCTGTGAAGCAG
CCTCAACACCGCCTTTGGTA
GATTACGCTCATAGGCGATGC
GTTGATCCTTGCGATCCCTCA
GCATGTCCTCTAGTCGTTCCA
CCGCAAGTTTCCATAGTGTC
ATGGCATTATTATTCACAGG

Reverse
TTAACGAATTGCACGCCAAC
CAAATCCGCTTGCAACTACG
GCCAAACAAGTGTGGGAGTA
CGGTTTCGCTATGCTCAGAA
GCATAGGCTCTATGGCTGAC
CGCGTTTTGGGCTTCTATAC
CATTCTGGCTTCAGTGTAACG
ACAGCACCTTTGATCCCATC
AATCAGCTTTGGATGGAACG
GTCATGCGCAAACACATTCA
ATGATGAGAGCTACCCGACA
CCTGTGAGTTGGTCTTCTTGT
CCAGCAAAAGGCCCATCAA
CCCCCAAGCTCCTTAATTTC
TGCATTCTAGGGGGTTGTAT
ATTCACGGTCCCAATTTCTA
AGGCTTAAAAACATGCGAAC
GGTGCGAGTGGCGACAAT
CGGTCACCAGTCCTGCAAC
TTGAACGCGTCATTCAAAGC
GACCAACCAACAAGTGCTCA
TAGCCGCTAGCAATCTGGTG
TGGCTGACTTCCTTGCAACA
CGCCGCTGTAACGAGTATTG
TATCGTAGATGCGCCTGACC
GCGAGTTGGGAAACTGAAGA
GCTCCATAAGGATTAATGGG

hexamer 0.25 μg, dNTP 10 nmole과 65℃에서 5분간 반응
시킨 후 5X buffer 4 ml, DTT 200 mmole, MMLV-RT
200 unit을 첨가하여 25℃에서 10분, 37℃에서 50분, 70℃
에서 15분간 반응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합성한 cDNA
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하였으며, Primer에 대한 정보 및
PCR 수행 조건은 Table 1에 요약하였다.

통계분석
막대그래프 상에 나와있는 실험결과는 mean ± standard
error of mean (SEM)로 표현하였다. 모든 실험의 통계처리
는 GraphPad Prism 5.02 software (GraphPad Software,
CA, USA)를 이용하였으며 unpaired Student’s t-test를 사
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p < 0.05, **p < 0.01 and
***p < 0.001).

Product
length
(bp)

Annealing
temperature
(℃)

Cycles

Reference

128
231
184
233
244
196
246
224
301
152
250
278
291
274
239
213
381
155
156
449
436
225
202
218
269
263
461

55
55
55
55
55
55
52
55
59
55
55
45
57
47
62
60
52
60
62
62
62
62
62
62
62
62
59

27
27
27
27
27
26
25
19
21
22
24
35
22
27
29
29
29
28
25
37
30
25
25
25
25
25
27

[37]
[37]
[37]
[37]
[37]
[37]
[36]
[38]
[38]
[38]
[38]
[39]
[40]
[41]
[38]
[38]
[38]
[38]
[42]
[42]
[42]
[42]
[42]
[42]
[42]
[42]
[43]

결과 및 고찰
최소억제농도의 측정
H. pylori에 대한 제럼본의 최소억제농도를 구하기 위하여
액체배지희석법을 사용하였다. 다양한 농도(0, 6.25, 12.5, 25,
50, 100, 200 μM)의 제럼본을 처리한 Mueller-Hinton
broth를 준비하고 H. pylori 표준균주(ATCC 49503)를
McFarland scale 0.5로 맞추어 풀어준 뒤 100% 습도가 유지
되는 미세산소환경에서 37℃, 3일간 배양하였다. 액체배지
희석법을 통한 실험 결과에서 H. pylori에 대한 제럼본의 최
소억제농도는 100 μM으로 나타났다(Fig. 1). 최소억제농도
보다 낮은 농도인 50 μM에서도 약간의 생장 억제가 나타났
으므로 후속 실험에서는 H. pylori의 생장을 억제하지 않는
안전한 농도인 20 μM을 최고농도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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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of zerumbone
against H. pylori. H. pylori (ATCC 49503) was grown in the
Mueller-Hinton broth containing the indicated concentration of
zerumbone (0, 6.25, 12.5, 25, 50, 100 and 200 μM). After 72 h of
incubation, a final optical density of the bacterial suspension was
measured at 600 nm wavelength by spectrophotometry.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 ± SEM. Results from triplicate experiments were analyzed by Student’s t-test (***p < 0.001).

NGS를 이용한 제럼본 처리 H. pylori의 전사체 변화 분석
제럼본 처리에 의한 전사체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H.
pylori 표준균주에 제럼본을 처리한 배지와 처리하지 않은
배지로부터 H. pylori의 RNA를 분리한 뒤 각각의 전사체를

Fig. 2. The volcano plot depicting the fold differences in
gene expression levels of H. pylori after zerumbone treatment. The volcano plot representation of differential expression
analysis of genes in the untreated H. pylori versus zerumbonetreated H. pylori. The x-axis shows log2 fold changes in expression
and the y-axis the log odds of a gene being differentially
expressed. Red and blue points mark the genes with significantly
increased or decreased expression respectively in untreated H.
pylori compared to zerumbone-treated H. pylori.

Table 2. Summary of down-regulated genes associated with DNA replication, transcription, virulence factors and T4SS after
treatment with zerumbone analyzed by NGS.
Gene expression
Category

GeneNamea)

Locus

Description

DNA
replication
& transcription

dnaB
dnaE
dnaQ
rpoA
rpoD
secA
flaA
flaB
flgE
flhA
virB4
virB5
virB8
virB9
virD4

HP_1198
HP_1460
HP_0500
HP_1293
HP_0088
HP_0786
HP_0601
HP_0115
HP_0908
HP_1041
HP_0017
HP_0539
HP_0530
HP_0528
HP_0524

replicative DNA helicase (DnaB)
DNA polymerase III alpha-subunit (DnaE)
DNA polymerase III epsilon subunit (DnaQ)
DNA RNA polymerase, alpha subunit (RpoA)
RNA polymerase sigma-54 factor (RpoN)
preprotein translocase subunit (SecA)
flagellin A (FlaA)
flagellin B (FlaB)
flagellar hook (FlgE)
flagellar biosynthesis protein (FlhA)
virB4 homolog (VirB4)
cag pathogenicity island protein (Cag18)
cag pathogenicity island protein (Cag10)
cag pathogenicity island protein (Cag8)
cag pathogenicity island protein (Cag5)

Virulence
factors

T4SS

a)

Control

Zerumbone

1205.82
662.42
261.75
2854.81
1415.06
380.11
1726.91
10.71
166.12
131.69
168.62
33.60
423.43
104.29
51.41

1507.64
503.26
214.68
2122.39
1233.49
276.28
2188.70
12.59
112.86
98.51
231.29
28.16
371.08
90.46
63.53

Control :
Zerumbone
ratio
1.25
0.76
0.82
0.74
0.87
0.73
1.27
1.18
0.68
0.75
1.37
0.84
0.88
0.87
1.24

Gene designation of H. pylori strain was obtained according to the NCBI (http://www.ncbi.nlm.nih.gov/) and KEGG database
(http://www.genome.jp/kegg/). b)The ratio of gene expression-change amount was calculated as follows: quantity of gene
expression with caryophyllene treatment/quantity of gene expression without caryophyllen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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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 1,632개의 유전자 중 이미 알려진
유전자가 1076개이고 이중 23개의 유전자가 제럼본 처리에
의해 유의하게 변화하는 특이발현 유전자로 분석되었다. 통
계적으로 유의한 발현량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Volcano plot으로 NGS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Fig. 2). 제
럼본 처리에 의해 유의하게 변화한 23개의 유전자 중 16개
는 하향 조절 유전자였고 나머지 7개는 상향 조절 유전자였
다. H. pylori의 병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DNA 복제와 전
사관련 인자, 주요 병원성 인자, Type IV secretion system
(T4SS) 구성 인자들 중에서는 유전자 발현이 유의하게 감소
한 유전자는 10개(dnaE, dnaQ, rpoA, rpoD, secA, flgE,
flhA, virB5, virB8, virB9)였고, 유전자 발현이 유의하게 증
가한 유전자는 5개(dnaB, flaA, flaB, virB4, virD4)였다
(Table 2).

Fig. 3. mRNA expression levels of DNA replication-related
genes in zerumbone treatment conditions. H. pylori specimens
were cultured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of zerumbone in
Mueller-Hinton broth for 72 h and RNA was extracted. (A)
Expression of DNA replication machineries (dnaB, dnaE, dnaN,
dnaQ, holB and gyrA) in H. pylori treated with zerumbone. Constitutively expressed galE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B)
Densities of the PCR bands were illustrated as a graph and the
data in the bar graph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error of
the mean (SEM) of triplicate experiments were analyzed by
Student’s t-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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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럼본에 의한 H. pylori DNA 복제와 전사 관련 유전자
발현 변화
NGS를 이용한 분석에서 제럼본 처리에 의해 H. pylori의
DNA 복제와 전사 관련 인자, 주요 병원성 인자, T4SS 구성
인자들의 발현이 유의하게 감소 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특정 유전자의 mRNA 발현 변화가 다른 분석
법에서도 동일하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RT-PCR을
수행하였다. 제럼본을 처리한 H. pylori와 처리하지 않은 H.
pylori의 RNA를 추출한 뒤 RT-PCR로 H. pylori의 병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유전자들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가장 먼
저 DNA 복제와 전사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RT-PCR로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제럼본을 처리한 H. pylori에서는 dnaE,
dnaQ, rpoA, rpoD mRNA의 발현 감소가 나타났다(Fig. 3,
4). 발현이 감소한 4개의 유전자는 NGS 분석결과와 동일하
였으나 NGS 분석에서 발현이 증가했던 dnaB는 RT-PCR 분
석에서는 유의한 발현량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RT-PCR
분석에서 제럼본 농도 의존적인 발현량 증가 경향성이 나타
났지만 제럼본 20 μM 처리군의 p value가 0.537으로 통계
학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었다. dnaE, dnaQ, rpoA,

Fig. 4. mRNA expression levels of transcription genes in
zerumbone treatment conditions. H. pylori specimens were
cultured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of zerumbone in MuellerHinton broth for 72 h and RNA was extracted. (A) Expression of
transcription machineries (rpoA, rpoB, rpoD and rpoN) in H. pylori
treated with zerumbone. Constitutively expressed galE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B) Densities of the PCR bands were
illustrated as a graph and the data in the bar graph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error of the mean (SEM) of triplicate
experiments were analyzed by Student’s t-test (*p < 0.05 and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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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oD 유전자의 발현은 제럼본 농도의존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DNA 복제와 전사는 H. pylori를 포함한 모든 살
아있는 생명체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DnaE와
DnaQ는 DNA polymerase III holoenzyme protein의 구성
요소들이고 RpoA와 RpoD는 DNA를 RNA로 전사하는데 필
요한 RNA polymerase의 구성요소들이다[22−24]. 그렇기 때
문에 dnaE, dnaQ, rpoA, rpoD 유전자의 하향 조절은 제럼
본 처리에 의한 H. pylori 성장 억제기전 중 하나가 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제럼본에 의한 H. pylori 병원성 인자의 발현 변화
H. pylori의 병원성 인자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서도 CagA와 VacA가 가장 대표적이다. CagA 단백질과
VacA 단백질은 숙주 세포의 세포 내 신호 전달을 방해하여
세포의 통제되지 않은 성장과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25]. SecA 단백질은 Type Va secretion
system (T5aSS)의 조절을 담당하는 ATPase이며, VacA 단
백질은 T5aSS에 의해 분비된다[6, 26, 27]. 제럼본으로 처리
한 H. pylori의 cagA, vacA, secA 유전자의 mRNA 발현 정
도도 RT-PCR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NGS 결과와 비교 확인

하였다. RT-PCR 분석에서 제럼본 농도의존적으로 secA 유
전자의 발현이 감소되었고 이는 NGS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Fig. 5). H. pylori는 위 점막에서 집락을 형성하고 병리학적
변화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독성 인자를 가지고 있
다. 그 중 편모는 세균이 집락을 형성하기 위해 위 상피 쪽
으로 이동하는데 꼭 필요한 구조이다. FlaA와 FlaB는 편모
의 필라멘트 구조를 구성하는 편모 단백질 중 가장 대표적
인 구성 성분이다[28, 29]. FlgE는 편모 필라멘트를 기저체
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FlhA는 플라젤린 단백질의 발현을
조절한다[5, 30]. NGS 결과와 마찬가지로 RT-PCR 분석에
서도 동일하게 flaA와 flaB 유전자의 발현은 증가하고, flgE
와 flhA 유전자의 발현은 감소하였다(Fig. 5). 제럼본 처리에
의한 H. pylori의 주요 병원성 인자인 VacA 분비를 조절하
는 secA 유전자의 하향 조절과 더불어 편모의 생성과 기능
에 관여하는 flgE와 flhA 유전자의 하향 조절은 위 점막에서
H. pylori 감염력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럼본에 의한 H. pylori T4SS 구성 인자의 발현 변화
T4SS는 CagA 단백질이 숙주 세포로 전달하는데 이용하
는 H. pylori의 단백질 분비 시스템 중 하나이다[31]. T4SS

Fig. 5. mRNA expression levels of virulence factors in zerumbone treatment conditions. H. pylori specimens were cultured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of zerumbone in Mueller-Hinton broth for 72 h and RNA was extracted. (A) Expression of major virulence factors
(cagA, vacA and secA) and flagella components (flaA, flaB, flgE and flhA) in H. pylori treated with zerumbone. Constitutively expressed
galE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B) Densities of the PCR bands were illustrated as a graph and the data in the bar graph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error of the mean (SEM) of triplicate experiments were analyzed by Student’s t-test (*p < 0.05 and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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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RNA expression levels of T4SS components in zerumbone treatment conditions. H. pylori specimens were cultured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of zerumbone in Mueller-Hinton broth for 72 h and RNA was extracted. (A) Expression of T4SS components
(virB2, virB4, virB5, virB6, virB7, virB8, virB9 and virD4) in H. pylori treated with zerumbone. Constitutively expressed galE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B) Densities of the PCR bands were illustrated as a graph and the data in the bar graph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error of the mean (SEM) of triplicate experiments were analyzed by Student’s t-test (*p < 0.05 and **p < 0.01).

는 일반적으로 11개의 VirB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mRNA의 유의미한 변화를 야기하였다. H. pylori의 DNA 복

VirB1-B11 유전자와 VirD4 단백질에 의해 암호화된다고 알

제와 전사 관련 인자, 주요 병원성 인자, T4SS 구성 인자들
과 관련된 유전자 중 제럼본 처리에 의해 유의미하게 변화
한 15개 유전자 가운데 한 개의 유전자를 제외하고는 NGS
와 RT-PCR에서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제럼본이 H. pylori를 제균하기 위
한 치료제 또는 H. pylori 감염 억제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려져있다[31, 32]. 앞선 NGS 분석에서 제럼본 처리에 의해
virB4, virB5, virB8, virB9, virD4 유전자 발현이 변화하였

고 RT-PCR을 통해 이를 다시 확인해보았다. RT-PCR을 수
행한 결과, H. pylori에서 제럼본 처리에 의해 virB5, virB8,
virB9의 mRNA 발현량의 감소가 농도의존적으로 나타났고
virB4와 virD4의 mRNA 발현량의 증가 또한 제럼본 농도의
존적으로 나타났다(Fig. 6). VirB4와 VirD4 단백질은 CagA
분비 및 T4SS 조립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막 내부의
ATPase이다[33]. VirB5는 VirB2와 함께 T4SS의 external
pilus를 구성하는 요소이고 VirB8은 세포질 내막 복합체의
구성요소이다[33−35]. VirB9는 VirB7, VirB10과 함께 막 통
과 채널을 구성한다[36]. 제럼본 처리에 의해 T4SS 유전자
들의 발현이 변화하고 그로 인해 T4SS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H. pylori의 주요 병원성 인자인 CagA
를 숙주세포로 전달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사료
된다. 결론적으로, 제럼본은 H. pylori의 다양한 병원성 인자
들의 발현을 대부분 감소시켰으며 일부는 증가시킴으로써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제럼본에 처리에 의해 유도된 H. pylori 유
전자의 전사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NGS를 사용하여 RNA
발현 변화를 분석한 다음 그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RT-PCR
을 수행하였다. NGS 분석 결과, 1,632개의 유전자 중 총
23개가 제럼본 처리에 의해 유의하게 발현이 변화된 특이발
현 유전자로 분석되었다. DNA 복제와 전사, 병원성 인자 및
T4SS 성분과 관련된 유전자 중 10개는 현저하게 하향 조절
되었고 5개는 상향 조절되었다. RT-PCR을 이용하여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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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현 수준을 재확인하였고 그 결과, 14개 유전자에서 NGS
와 동일하게 발현 양상이 변화하였다. RT-PCR은 제럼본 처
리에 의해 10개의 유전자(dnaE, dnaQ, rpoA, rpoD, secA,
flgE, flhA, virB5, virB8, virB9)의 발현 감소와 4개의 유전
자(flaA, flaB, virB4, virD4)의 발현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제럼본이 다양한 H. pylori의 병원성과 관
련된 인자들을 조절함으로써 H. pylori 감염의 잠재적인 치
료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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