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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nhibitory effects of daidzein against H. pylori and its cholesterol
α-glucosyltransferase (CHLαGcT). CHLαGcT is responsible for the production of α-glucosyl cholesterol which
constitutes more than 25% of cell wall lipids in H. pylori, and it has been suggested that it is essential for
H. pylori viability. CHLαGcT was inhibited by daidzein, in a dose-dependant manner, of which IC50 value was
128.5 μM. Daidzein also showed the inhibitory effect toward H. pylori growth by paper disc diffusion assay.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the inhibition of daidzein on CHLαGcT was related to its anti-Helicobacter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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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Helicobacter pylori)는 전 세계 인

구의 50%를 감염시키고 있는 소화기관계의 병원성 미생물

이다(1). 그러나 대부분은 감염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

벼운 위염의 증상을 나타나게 된다(2). 감염된 상태가 오래

지속되거나 적절한 치료가 행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염, 위

궤양, 위암 및 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MALT)

림프종과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3).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의 제균 치료법으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강력한 위산 분비 억제제인 proton pump

inhibitor와 항생제인 amoxillin과 clarithromycin을 병행하

여 처방하는 요법이다. 이 요법의 제균율은 초창기에는 효과

적인 것으로 인정받았지만 항생제 내성률의 증가로 인하여

제균율이 감소하여 상당수의 환자들은 2차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다. 이로 인해 다양한 항생제 치료 요법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

식품에는 소화흡수계, 순환계, 생체방어 면역계, 내분비

계, 세포분화, 증식계, 신경계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절 인자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들을 적절히 섭취하면 건

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식품의 이러한 효능에

의하여 기능성식품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추

세이다. 일반적으로 소화기계에 중요한 식품 중에서 위암을

예방하는 식품으로 알려진 것은 양배추, 차, 마늘, 양파, 대

두, 된장,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과일과 채소 등이

있다. 또한 위궤양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는 바나

나, 마늘, 양배추 주스, 콩류, 요구르트, 꿀, 조개류, 녹차, 감초

등이 권장되고 있다(5). 위염, 위궤양, 및 위암에 있어서 헬리

코박터와의 상관성이 대두되면서 이런 질병을 치료하기 위

하여 여러 가지 식품이나 식물체로부터 생리활성을 가지는

물질을 추출하여 헬리코박터의 생육 저해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이런 생리활성 추출물들이 보여주는

능력들은 주로 phenolics, 단순치환 된 phenol, glycoside,

amide 등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6-9).

이전 연구에서 UDP-glucose와 cholesterol을 기질로 사

용하여 헬리코박터의 지질 성분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물질인 α-glucosyl cholesterol을 생산하는 콜레스테롤 당전

이 효소(cholesterol α-glucosyltransferase)의 활성과 헬리

코박터 파이로리의 생육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보

고하였다(10,11). 본 연구에서는 대두에 존재하는 이소플라

본인 daidzein의 콜레스테롤 당전이 효소 저해활성과 헬리

코박터 파이로리 생육 저해 연구를 통해 daidzein의 헬리코

박터에 대한 저해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헬리코박터 저해제의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추출물의 제조

시료를 grinder로 마쇄한 후 메탄올 100 mL당 6 g의 시료

를 넣고 200 rpm, 37oC에서 24시간 동안 추출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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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man paper(Whatman International, Maidstone, Eng-

land)로 거른 후 건조하였다. 건조된 시료를 Sep-Pak C18

cartridge(Waters Corp., Milford, USA)에 주입한 후 메탄올

로 elution하여 소수성이 강한 fraction을 얻었다. Speed-

Vac(Eyela CCA1111, Tokyo Rikakikai Co., Ltd., Tokyo,

Japan)을 이용하여 건조 후, 에탄올에 녹여서 시료로 사용하

였다.

콜레스테롤 당전이 효소 활성

콜레스테롤 당전이 효소의 활성은 Fukuda 등(12)의 방법

을 변형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방법은 콜레스테롤 당전이

효소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UDP를 pyruvate kinase(PK)와

lactate dehydrogenase(LDH)의 coupling assay를 통하여

감소된 NADH의 양을 측정하여 콜레스테롤 당전이 효소의

활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콜레스테롤 당전이

효소는 Lee 등(10)의 방법으로, 콜레스테롤 당전이 효소를

발현하는 pTKNd6xH-CHLaGcT vector를 E. coli에서 ex-

pression 한 후 Ni-NTA column(His TrapTM HP, GE

Healthcare, Uppsala, Sweden)을 이용하여 정제 후 사용하

였다. 이 효소 반응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8 mM 콜레스테롤

30 μL, 50 mM UDP-glucose 10 μL, 2% Triton X100 50

μL, 70 mM phosphoenolpyruvate 10 μL, 15 mM NADH 15

μL, PK/LDH 50 μL, 500 mM MnCl2 10 μL, 1 M MgCl2 5

μL, 1 M KCl 50 μL를 가한 후 콜레스테롤 당전이 효소를

첨가하여 반응용액을 최종적으로 1 mL로 30oC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3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효소 저해제

는 에탄올 또는 dimethyl sulfoxide(DMSO)에 녹인 후 효소

반응액에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IC50 계산

효소의 활성을 50% 저해하는 데 필요한 농도인 IC50값의

계산은 Marquardt-Levenberg four parameter model(13)을

이용하였으며, SigmaPlot Version 11.2(Systat Software Inc.,

San Jose,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fitting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식은 다음과 같다.

y＝Min＋
Max－Min

1＋10
(logIC50－logx)

b

단, y는 % activity, Min과 Max는 저해제가 고농일 때의

y의 최소값과 저해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y의 최대값에

대한 점근선, b는 변곡점에서의 기울기 및 x는 저해제의 농

도를 나타낸다.

균주와 배양조건

H. pylori 26695 균주를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분리균주

은행(H. pylori Korean Type Culture Collection, 경상대학

교)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액체질소에 냉동 보관한 균주

를 37oC 항온수조에서 녹인 뒤 10% fetal bovine serum

(FBS)이 첨가된 Brain Heart Infusion(BHI) 한천배지에 접

종하고 15% CO2, 100% 습도가 유지되는 CO2배양기(MC-

20A, Science & Technology Inc., Jinju, Korea)에서 37oC에

서 이틀간 배양하였다(14).

항균활성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에 대한 항균활성은 disc diffusion

방법에 의해 확인하였다(15). BHI 한천배지에서 배양한 헬

리코박터 파이로리를 10
8
～10

9
CFU/mL의 농도로 멸균된

생리식염수에 현탁액을 만들고 100 μL를 BHI 한천배지에

도말하였다. 여기에 에탄올에 용해시킨 daidzein 50 μL을 흡

수시킨 8 mm paper disc를 올려놓은 후, 15% CO2 조건하에

서 37oC로 이틀간 배양하여 disc 주위의 clear zone의 생성

유무를 확인하였다.

결과 및 고찰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에 존재하는 효소인 콜레스테롤 당

전이 효소(cholesterol α-glucosyltransferase)는 헬리코박

터의 총 지질 함량의 25%를 차지하는 물질인 α-glucosyl

cholesterol을 생성하는 데 관여하는 효소로서 헬리코박터의

생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0,16). 문헌상에 보고된 헬

리코박터 저해와 관련된 식품 또는 식물체의 메탄올 추출물

을 준비하여 콜레스테롤 당전이 효소의 저해활성을 확인하

였다. 이들 중에서 효소의 저해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료

를 Fig. 1에 나타내었다. 대두, 감, 당근 및 인삼의 메탄올

추출물에서 콜레스테롤 당전이 효소에 대한 저해활성을 나

타냈으며, 이 중에서 대두의 메탄올 추출물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해활성을 나타내었다. 대두에 존재하는 생리활성 물

질로는 isoflavone이 있으며, 이들은 헬리코박터 생육저해,

항암, 항산화, 골다공증예방 및 심혈관 기능의 증진 효과가

알려져 있다(17-21). 대두에는 46～195 mg/g의 isoflavone을

함유하고 있으며(22), 대두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isoflavone

으로는 daidzein, glycitein, genistein이 알려져 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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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hibition of cholesterol α-glucosyltransferase activ-
ities by plant extracts. 1, control; 2, soybean MeOH extract
(0.04%); 3, persimmon MeOH extract (0.02%); 4, carrot MeOH
extract (0.06%); 5, ginseng MeOH extract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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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hibition of cholesterol α-glucosyltransferase activ-
ities by daidzein in a dose-dependant manner.

대두에 존재하는 isoflavone 중에서 daidzein을 이용하여

콜레스테롤 당전이 효소에 대한 저해활성의 유무를 측정해

보았다. 측정한 결과 daidzein은 이 효소에 대한 저해활성을

나타내었으며, daidzein의 콜레스테롤 당전이 효소에 대한

저해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daidzein의 농도에 따른 효소

저해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콜레스테롤 당전이 효소의 경우 daidzein의 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농도 의존적으로 효소활성의 저해를 확인할 수 있었

으며, 이 결과로부터 Marquardt-Levenberg four parameter

model(13)을 사용하여 IC50값을 계산하였다. Daidzein의 콜

레스테롤 당전이 효소에 대한 IC50값은 128.5 μM이었으며,

이는 기존에 보고된 콜레스테롤 당전이 효소의 저해제(0.47

～7.49 mM)보다 daidzein의 저해활성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

로 판단되었다(10). 대두 isoflavone은 phytoestrogen이라고

할 정도로 steroidal hormone과 구조적으로 상당히 유사하여,

steroidal hormone의 전구체인 콜레스테롤 역시 isoflavone

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daidzein은 콜레스테

롤 당전이 효소의 기질인 콜레스테롤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

고 있으므로, 콜레스테롤 당전이 효소의 반응 시에 콜레스테

롤과 경쟁관계를 통하여 효소의 저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

측된다.

Daidzein의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에 대한 항균력을 paper

disc diffusion 방법을 사용한 결과 Fig. 3과 같았다. 대조군

A B C

Fig. 3. Antibacterial activity of daidzein by paper disc dif-
fusion test against Helicobacter pylori. A, control; B, 0.72 mM
daizein; C, 2.2 mM daizein.

의 경우 저해환이 생성되지 않았으나, 0.72 mM과 2.2 mM의

daidzein을 처리한 경우에 있어서는 헬리코박터의 저해에

따른 저해환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크기는 각각 10.5 mm

와 12.0 mm를 나타내었다. 이는 대두에 존재하는 genistein

및 daidzein이 항균활성을 보인다는 보고(17)와 유사한 결과

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대두에 존재하는 isoflavone인

daidzein의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에 대한 항균활성은 헬리코

박터 파이로리의 생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인 콜레스

테롤 당전이 효소의 저해와 연관성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

명하였다. 대두에는 daidzein 이외도 다양한 isoflavone이 존

재하므로 이들에 대한 효소저해 및 항균활성에 대한 연구와

아울러 isoflavone들의 구조적 차이에 따른 효소저해 메커니

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대두 isoflavone의 하나인 daidzein의 콜레

스테롤 당전이 효소에 대한 저해효과와 헬리코박터에 대한

항균력을 측정하였다. 콜레스테롤 당전이 효소는 헬리코박

터 파이로리의 세포벽 지질성분을 구성하는 α-glucosyl

cholesterol을 생성하는 데 관여하는 효소로 헬리코박터의

생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Daidzein을 농도별

로 처리하였을 경우, 콜레스테롤 당전이 효소의 활성은

daidzein의 농도에 의존적으로 저해를 나타내었으며, daidzein

의 IC50값은 128.5 μM이었다. 또한 disc diffusion 방법을 이

용하여 항균실험에 있어서도 daidzein은 헬리코박터의 생육

을 억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daidzein의 효소저해

활성은 헬리코박터의 생육 저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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