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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부테인 또는 이소유제놀을 포함하는 PCSK9 유전자의 발현 감소 또는 저밀도 지단백 수용체 증
가용 조성물

(57) 요 약
본 발명은 부테인 또는 이소유제놀을 포함하는 PCSK9 유전자의 발현 감소 또는 저밀도 지단백 수용체(LDLR)를 증
가용 식품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스타틴계 화합물에 의해 증가된 PCSK9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시키고, 저밀도 지단백 수용체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 결과적으로 콜레스테롤의 혈중 수치를 낮추므로 비만,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심장혈
관 질환 또는 고지혈증 등의 대사성 질환의 예방 또는 개선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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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이소유제놀(Isoeugenol)을 포함하는 PCSK9(Proprotein convertase subtilisin/kexin type 9) 유전자의 발현 감
소용 식품 조성물.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이소유제놀 이외에 영양제, 비타민, 전해질, 풍미제, 착색제, 펙트산 및 그의
염, 알긴산 및 그의 염, 유기산, 보호성 콜로이드 증점제, pH 조절제, 안정화제, 방부제, 글리세린, 미네랄, 인
지질, 말톨, 올리고당, 아미노산, 알코올 및 탄산음료에 사용되는 탄산화제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인, 식품 조성물.

청구항 3
이소유제놀(Isoeugenol)을 포함하는 저밀도 지단백 수용체(Low-Density Lipoprotein Receptor, LDLR) 증가용
식품 조성물.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이소유제놀 이외에 영양제, 비타민, 전해질, 풍미제, 착색제, 펙트산 및 그의
염, 알긴산 및 그의 염, 유기산, 보호성 콜로이드 증점제, pH 조절제, 안정화제, 방부제, 글리세린, 미네랄, 인
지질, 말톨, 올리고당, 아미노산, 알코올 및 탄산음료에 사용되는 탄산화제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인, 식품 조성물.

청구항 5
이소유제놀을 포함하는 스타틴(statin)에 대하여 내성을 갖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부테인 또는 이소유제놀을 포함하는 PCSK9 유전자의 발현 감소 또는 저밀도 지단백 수용체 증가용 조
성물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3]

혈중 과도로 축적된 저밀도 지단백(Low-density lipoprotein; LDL)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를 촉진시키거나 악화
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고 콜레스테롤 혈증은 동맥경화 외에도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다양한 심장 관련 질
환과 뇌졸중, 고혈압 등 뇌혈관 질환 유발의 원인으로 알려져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 최근 혈중 고콜레스테롤
로 인한 이러한 질병들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주요 사망 원인으로 알려졌다.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권고되지만, 이러한 생활 습관의 교정
은 지속되기 어렵고, 결국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0004]

인체는 콜레스테롤 합성과 배출을 조절하여 생체 내 항상성을 이루려는 일련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다. 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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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롤 항상성 유지를 위하여 생체 내에서 주요하게 조절되는 인자 중 하나가 바로 SREBP2(sterol regulatory
element-binding protein 2)이다. 콜레스테롤이 많은 환경에서 SREBPs는 SCAP(SREBP cleavage-activating
protein)과 결합한 상태로 ER 멤브레인에 존재하고 있다. 반면, 콜레스테롤이 적은 환경(예를 들어, 스타틴 약
물 복용에 의해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진 경우)에서는 SREBP-SCAP 결합이 끊어지면서, SREBP는 ER에서 골지로
이동한다. SREBP의 단백질 분해 활성화(proteolytic activation)으로 골지에서 SREBP는 핵 안으로 이동한 후,
타겟 유전자의 SRE(sterol regulatory elements)와 결합하여 콜레스테롤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인 LDLR(LDL
receptor), HMGCR(HMG-CoA reductase)의 발현을 조절한다. 이를 통해 혈중 콜레스테롤 함량은 줄어들게 되고
세포 내 LDL 콜레스테롤의 양은 증가하게 된다.
[0005]

고콜레스테롤 치료제로 각광받아 온 스타틴은 HMG-CoA 환원효소 억제제로 콜레스테롤 생합성을 억제하여 콜레스
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물이다. LDL 콜레스테롤 저감 효능이 뛰어나지만 최근 스타틴 복용 환자 5명 중 한 명꼴
로 콜레스테롤 저항성이 보고되었다. Robinson 등(2015)과 Sabatine 등(2015)의 연구 결과,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 중 스타틴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나 LDL 콜레스테롤 저감 효능이 나타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PCSK9 억
제제인 alirocumab와 elolocumab를 각각 투여한 결과, LDL 콜레스테롤 저감 효과가 60%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
한 연구 결과들은 PCSK9이 LDL 콜레스테롤 저감에 새로운 타겟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0006]

PCSK9은 간에서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LDL 수용체와 결합하여 수용체를 분해시키며, 이는 혈중 LDL 콜레스테롤
의 클리어런스(clearance)를 방해한다. Alirocumab와 elolocumab 등 PCSK9 억제제는 미국 FDA의 허가를 받았지
만, 그 안정성 측면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정신적인 문제(mental confusion)나 집중력 저하
등이 몇몇 환자에게서 관찰되었고, 반드시 주사로 제공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으며, 기존 약물들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매우 크다. 따라서, PCSK9을 억제하는 식품 소재를 발굴한다면, 이러한 소재가 스타틴 복용
과 함께 혹은 독립적으로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나 콜레스테롤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는 안전한 소재로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8]

본 발명자들은 부테인 또는 이소유제놀이 PCSK9 유전자의 발현을 감소시키거나, 저밀도 지단백 수용체(LDLR)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규명하고,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

[0009]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부테인을 포함하는 PCSK9 유전자의 발현 감소용 식품 조성물을 제공하는 데 있다.

[0010]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부테인을 포함하는 저밀도 지단백 수용체 증가용 식품 조성물을 제공하는 데 있다.

[0011]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부테인을 포함하는 스타틴에 대하여 내성을 갖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을 제공하는 데 있다.

[0012]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소유제놀을 포함하는 PCSK9 유전자의 발현 감소용 식품 조성물을 제공하는 데 있다.

[0013]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소유제놀을 포함하는 저밀도 지단백 수용체 증가용 식품 조성물을 제공하는 데 있다.

[0014]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소유제놀을 포함하는 스타틴에 대하여 내성을 갖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의 예방 또는 치
료용 약제학적 조성물을 제공하는 데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16]

본 발명의 일 양태는 부테인을 포함하는 PCSK9 유전자의 발현 감소용 식품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0017]

본 발명의 다른 양태는 부테인을 포함하는 저밀도 지단백 수용체(LDLR) 증가용 식품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0018]

본 발명의 다른 양태는 이소유제놀을 포함하는 PCSK9 유전자의 발현 감소용 식품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0019]

본 발명의 다른 양태는 이소유제놀을 포함하는 저밀도 지단백 수용체(LDLR) 증가용 식품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0020]

본 발명은 부테인 또는 이소유제놀을 포함하며, PCSK9 유전자의 발현을 감소시키거나, 저밀도 지단백 수용체를
증가시키기 위한 식품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상기 조성물은 PCSK9 발현량의 감소시키고 저밀도 지단백 수용체
(LDLR)의 발현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이므로, 비만, 제2형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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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심장혈관 질환 또는 고지혈증 등의 대사성 질환의 예방 또는 개선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0021]

본 발명의 식품 조성물에서 식품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며, 건강기능식품, 영양보조제, 영양제, 파머푸드
(pharmafood), 건강식품, 뉴트라슈티칼(nutraceutical), 디자이너 푸드, 식품 첨가제 등의 모든 형태의 식품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육류, 소세지, 빵, 쵸코렛, 캔디류, 스넥류, 과자류, 피자, 라면, 기타 면류,
껌류, 아이스크림류를 포함한 낙농제품, 각종 스프, 음료수, 차, 드링크제, 알콜 음료 및 비타민 복합제 등이
될 수 있다.

[0022]

상기 형태의 식품 조성물은 당업계에 공지된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식품으로는 부테인 또는 이소유네놀을 차, 쥬스 및 드링크의 형태로 제조하여 음용하도록 하거나, 과립화,
캡슐화 및 분말화하여 섭취할 수 있으며 파우더, 캅셀, 연질캅셀, 정제, 껌 및 점착 타입 액제 조성물의 형태로
제조하여 섭취할 수도 있다.

[0023]

또한, 식품으로는 음료(알콜성 음료 포함), 과실 및 그의 가공식품(예를 들어, 과일 통조림, 병조림, 잼, 마멀
레이드 등), 어류, 육류 및 그 가공식품(예를 들어, 햄, 소시지 콘비프 등), 빵류 및 면류(예를 들어, 우동, 메
밀국수, 라면, 스파게티, 마카로니 등), 과즙, 각종 드링크, 쿠키, 엿, 유제품(예를 들어, 버터, 치즈 등), 식
용식물유지, 마가린, 식물성 단백질, 레토르트 식품, 냉동식품 및 각종 조미료(예를 들어, 된장, 간장, 소스
등) 등에 본 발명의 부테인 또는 이소유네놀을 첨가하여 제조할 수 있다.

[0024]

본 발명의 식품 조성물은 부테인 또는 이소유네놀 이외에도 다양한 성분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0025]

상기 성분은 영양제, 비타민, 전해질, 풍미제, 착색제, 펙트산 및 그의 염, 알긴산 및 그의 염, 유기산, 보호성
콜로이드 증점제, pH 조절제, 안정화제, 방부제, 글리세린, 미네랄, 인지질, 말톨, 올리고당, 아미노산, 알코올
또는 탄산음료에 사용되는 탄산화제를 포함할 수 있다.

[0026]

본 발명의 다른 양태는 부테인을 포함하는 스타틴에 대하여 내성을 갖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0027]

본 발명의 다른 양태는 이소유제놀을 포함하는 스타틴에 대하여 내성을 갖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의 예방 또는 치
료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0028]

상기 스타틴은 로바스타틴(lovastatin), 심바스타틴(simvastatin), 프라바스타틴(pravastatin), 플루바스타틴
(fluvastatin), 아토르바스타틴(atorvastatin), 로수바스타틴(rosuvastatin), 이타바스타틴(itavastatin), 세
리바스타틴(cerivastatin), 피타바스타틴(pitavastatin), 메바스타틴(mevastatin) 및 리바스타틴(rivastatin)
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스타틴일 수 있다.

[0029]

스타틴을 일정 기간 복용한 후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에서 스타틴 복용에 의해 혈중 콜레스테롤이 감소되지 않
는다는 임상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스타틴은 LDL 수용체 증진으로 LDL 콜레스테롤 흡수를 증진시키는 동시
에 PCSK9이라는 단백질 발현을 함께 증가시키게 되는데, PCSK9은 LDL 수용체를 분해하므로 결과적으로 LDL 수용
체의 발현이 낮아져, LDL 콜레스테롤의 흡수가 줄어들게 되고, 혈중 LDL 콜레스테롤 클리어런스가 효과적으로
일어나지 못한다.

[0030]

본 발명의 조성물은 우수한 PCSK9 유전자 발현 감소 효과를 나타내므로 스타틴 복용에 따른 스타틴 내성을 나타
내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대하여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0031]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은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에 포함
되는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는 제제 시에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서, 식염수, 멸균수, 링거액, 완충
식염수, 덱스트로즈 용액, 말토덱스트린 용액, 글리세롤, 에탄올, 락토스, 덱스트로스, 수크로스, 솔비톨, 만니
톨,

전분,

아카시아

고무,

인산

칼슘,

알기네이트,

젤라틴,

규산

칼슘,

미세결정성

셀룰로스,

폴리비닐피롤리돈, 셀룰로스, 시럽, 메틸 셀룰로스, 메틸히드록시벤조에이트, 프로필히드록시벤조에이트, 활석,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및 미네랄 오일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0032]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은 상기 성분들 이외에 항산화제, 완충액, 정균제, 희석제, 계면활성제, 결합제, 윤
활제, 습윤제, 감미제, 향미제, 유화제, 현탁제 또는 보존제 등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0033]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은 경구 또는 비경구 투여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경구 투여할 수 있다.

[0034]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의 적합한 투여량은 제제화 방법, 투여 방식, 환자의 연령, 체중, 성, 병적 상태, 음
식, 투여 시간, 투여 경로, 배설 속도 및 반응 감응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다양하게 처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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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5]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은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 또는 부형제를 이용하여 제제화함으로써 단위 용량 형태로 제조되
거나 다용량 용기 내에 내입시켜 제조될 수 있다. 이때 제형은 오일 또는 수성 매질 중의 용액, 현탁액, 시럽제
또는 유화액 형태이거나 엑스제, 산제, 분말제, 과립제, 정제 또는 캅셀제 형태일 수도 있으며, 분산제 또는 안
정화제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0037]

본 발명은 부테인 또는 이소유제놀을 포함하는 PCSK9 유전자의 발현 감소 또는 저밀도 지단백 수용체(LDLR)를
증가용 식품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0038]

본 발명의 조성물은 스타틴계 화합물에 의해 증가된 PCSK9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시키고, 저밀도 지단백 수용체
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 결과적으로 콜레스테롤의 혈중 수치를 낮추므로 비만,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심
장혈관 질환 또는 고지혈증 등의 대사성 질환의 예방 또는 개선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40]

도 1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부테인 처리에 따른 세포 생존능력을 측정한 결과이다.
도 1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부테인 처리에 따른 PCSK9의 발현량 변화를 ELISA로 측정한 결과이다.
도 2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부테인 처리에 따른 PCSK9 발현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도 2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부테인 처리에 따른 LDLR의 발현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도 2c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부테인 처리에 따른 SREBP2 의 발현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도 2d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부테인 처리에 따른 HMGCR의 발현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도 2e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부테인 처리에 따른 HNF1α의 발현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부테인 처리에 따른 LDLR, PCSK9, HNF1α 및 SREBP2 발현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부테인 및 로수바스타틴 처리에 따른 LDLR 및 PCSK9 발현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도 5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단백질 합성 억제제인 CHX 및 부테인 처리에 따른 LDLR 단백질의 합성 및
리보좀 분해 정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도 5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리보좀 억제제인 BA1 및 부테인 처리에 따른 LDLR 단백질의 합성 및 리보
좀 분해 정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도 6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유제놀 처리에 따른 LDLR 및 PCSK9 발현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도 6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이소유제놀 처리에 따른 LDLR 및 PCSK9 발현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이소유제놀 처리에 따른 SREBP2 및 HNF1α 발현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도 8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이소유제놀 처리에 따른 PCSK9 발현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도 8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이소유제놀 처리에 따른 LDLR의 발현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도 8c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이소유제놀 처리에 따른 SREBP2의 발현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도 8d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이소유제놀 처리에 따른 HNF1α의 발현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리보좀 억제제인 BA1 및 이소유제놀 처리에 따른 LDLR 단백질의 합성 및 리
보좀 분해 정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이소유제놀 및 스타틴 처리에 따른 LDLR 및 PCSK9 발현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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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1]

이하,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이들 실시 예는 오로지 본 발명을 보다 구체적
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요지에 따라 본 발명의 범위가 이들 실시 예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 업계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있어서 자명할 것이다.

[0043]

본 명세서 전체에 거쳐, 특정 물질의 농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고체/고
체는 (중량/중량) %, 고체/액체는 (중량/부피)

%, 그리고 액체/액체는 (부피/부피) %이다.

[0045]

재료 및 방법

[0046]

1. HepG2 세포 배양

[0047]

HepG2(human hepatoblastoma)는 ATCC(HB-8065; Manassas, VA, USA)에서 구매하여 DMEM(DMEM-high glucose;
Corning, Manassas, VA, USA)에 10% FBS(fetal bovine serum)(Welgene Inc., Gyeongsan, Republic of Korea),
1% 항생제/항진균제를 첨가하여 37, 5% CO2 조건의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0049]

2. MTT 어세이

[0050]

HepG2 세포가 약 70% 밀집 상태(confluence)에 도달하였을 때, 트립신-EDTA(Welgene Inc.)를 이용하여 세포를
떼어 내고, 96-웰 플레이트에 시딩하였다(day 0). 24시간 이후, 세포를 차가운 DPBS(Welgene Inc.)로 2회 세척
한 후, 새 DMEM 배지로 교체하였다. 이 때, 음성 대조군은 DMEM+10% FBS를 처리하고, 양성 대조군에는 DMEM에
지방이 제거된 FBS(delipidated serum, DLPS, 10%)와 1% 항생제/항진균제[DMEM+10% DLPS]를 첨가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day 1).

[0051]

배지를 제거하고, 차가운 DPBS로 2회 세척한 후, DMEM+10% FBS 혹은 DMEM+10% DLPS로 각각 교환하였다. 이 때,
실험군에는 DMEM+10% DLPS에 부테인을 농도별(5, 10, 20, 40, 80, 100 μM)로 처리하였다(day 2). 18시간 배양
후(day 3), 차가운 DPBS로 2회 세척하고 FBS가 포함되지 않은 배지로 교체한 후 3-(4,5-dimethylthiazol-2yl)-2, 5-diphenyltetrazolium bromide(MTT,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용액을 배지에 첨가하여 2시
간 동안 배양하고 형성된 블루 포르마잔(blue formazan)을 DMSO에 용해하여 570 nm와 630 nm에서 마이크로플레
이트 리더를 사용하여 세포 생존률을 측정하였다.

[0053]

3. 웨스턴 블롯

[0054]

HepG2 세포가 약 70% 밀집 상태에 도달하였을 때, 6-웰 플레이트에 세포를 시딩하였다(day 0). 24시간 이후, 세
포를 차가운 DPBS로 2회 세척한 후, 새 DMEM 배지로 교체하였다. 이 때, 음성 대조군에는 DMEM+10% FBS를 처리
하였고, 양성 대조군에는 DMEM+10% DLPS를 첨가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day 1).

[0055]

배지를 제거하고, 차가운 DPBS로 2회 세척한 후, DMEM+10% FBS, DMEM+10% DLPS 또는 DMEM+10% DLPS+ 로수바스
타틴(0.2 μM)으로 각각 교환하였다. 이 때, 실험군에는 부테인(Sigma-Aldrich, #B178)(2.5, 5, 10, 20 μM),
유제놀(Sigma-Aldrich, #51971)(50, 100 μM) 또는 이소유제놀(Sigma-Aldrich, #I17206)(50, 100 μM)을 각각
처리하였다(day 2).

[0056]

18시간 배양 후(day 3), 차가운 DPBS로 2회 세척하고 세포를 회수하였다. 원심분리(1,200 rpm, 3분)하여 얻은
펠렛을 세포 용해 버퍼(Cell Signaling Technology, Inc., Danvers, MA, USA)로 용해하고, 브래드포드 어세이
법으로 단백질을 정량하였다(Bio-Rad Laboratories).

[0057]

전체 15 ㎍의 단백질을 8% SDS 겔에 전기영동하고, 항체[PCSK9(Circulex, Medical & Biological Laboratories.
Co., Ltc, Woburn, MA, USA), LDLR(BioVision Incorporated, Milpitas, CA, USA), hepatic nuclear factor 1
α(HNF1α; Cell Signaling Technology), SREBP2(Cayman Chemical, Ann Arbor, MI, USA), Actin(Bethyl
Laboratories, Montgomery, TX, USA)]를 이용하여 웨스턴 블롯팅을 하였다. ECL 용액(Pierce Biotechnology,
Rockford, IL, USA)에 배양한 후, 표적 단백질의 밴드를 검출하였다(Bio-Rad Laboratories).

[0059]

4. 총 RNA의 추출 및 qRT-PCR

[0060]

세포 내 콜레스테롤 수용체 조절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측정하기 위하여 qRT-PCR을 수행하였다. HepG2 세포가
약 70% 밀집 상태에 도달하였을 때, 6-웰 플레이트에 세포를 시딩하였다(day 0). 24시간 이후, 세포를 차가운
DPBS로 2회 세척한 후, 새 DMEM 배지로 교체하였다. 이 때, 음성 대조군에는 DMEM+10% FBS를 처리하였고, 양성
대조군에는 DMEM+10% DLPS를 첨가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day 1).

[0061]

배지를 제거하고, 차가운 DPBS로 2회 세척한 후, DMEM+10% FBS 혹은 DMEM+10% DLPS로 각각 교환하였다.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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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에는 DMEM+10% DLPS에 부테인(2.5, 5, 10, 20 μM) 또는 이소유제놀(2.5, 25, 50, 100 μM)을 동시 처리
하였다(day 2). 18시간 배양 후(day 3), 차가운 DPBS로 2회 세척하고, 세포를 수집하고 총 RNA를 추출하고 cDNA
를 합성하였다.
[0062]

qRT-PCR 분석은 SYBR Green PCR Master mix reagent(Thermo Fisher Scientific)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으로 시행하였다(Bio-Rad CFX Connect Real-Time PCR Detection System, Bio-Rad Laboratories). 모든 결과는
GAPDH를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정량화되었다.

[0063]

PCR은 95℃에서 30초, 56℃에서 30초, 72℃에서 30초에서 40 사이클로 시행되었으며, 마지막 72℃에서 10분간
추가적으로 반응하여 안정화시켰다. 증폭의 모든 데이터는 매 사이클의 72℃, 30초 단계에서 수집되었다.

[0064]

본 분석에 사용된 프라이머는 표 1과 같다.

표 1
[0065]

유전자
PCSK9
LDLR
SREBP2
HMGCR
HNF1α
GAPDH

프라이머
정방향
역방향
정방향
역방향
정방향
역방향
정방향
역방향
정방향
역방향
정방향
역방향

서열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프라이머 서열(5'-3')
GGCAGGTTGGCAGCTGTTT
CGTGTAGGCCCCGAGTGT
AGGAGACGTGCTTGTCTGTC
CTGAGCCGTTGTCGCAGT
CGGTAATGATCACGCCAACAT
TGGTATATCAAAGGCTGCTGGAT
CAAGGAGCATGCAAAGATAATCC
GCCATTACGGTCCCACACA
TGGCGCAGCAGTTCACCCAT
TGAAACGGTTCCTCCGCCCC
ATGTTCGTCATGGGTGTGAAC
GCATGGACTGTGGTCATGAGT

[0067]

모든 반응은 삼 반복으로 시행되었으며, 상대적 발현 및 SD 값은 비교 연구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0069]

5. LDLR의 리보좀 분해 및 단백질 합성 조절 측정

[0070]

HepG2 세포가 약 70% 밀집 상태에 도달하였을 때, 6-웰 플레이트에 세포를 시딩하였다(day 0). 24시간 이후, 세
포를 차가운 DPBS로 2회 세척한 후, DMEM+10% DLPS를 첨가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day 1).

[0071]

배지를 제거하고, 차가운 DPBS로 2회 세척한 후, DMEM+10% DLPS를 첨가하였고, 이 때, 리보좀 분해 억제제
(lysosomal degradation inhibitor)인 바필로마이신 A1(bafilomycin A1)(BA1; Sigma-Aldrich)을 0 또는 50 nM
처리하고, 20 μM의 부테인 또는 100 μM의 이소유제놀을 동시에 처리하였다(day 2). 18시간 배양 후(day 3),
차가운 DPBS로 2회 세척하고 세포를 회수하였다. 원심분리(1,200 rpm, 3분) 후, 세포 펠렛을 얻었다.

[0072]

LDLR 단백질 합성 조절 실험을 위해서 day 1까지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day 2에 배지를 제거하고, 차가운 DLPS
로 2회 세척한 후, DMEM+10% DLPS를 첨가하고, 20 μM의 부테인을 처리하였다. 24시간 배양한 후, day 3에는 단
백질 합성 억제제인 시클로헥시미드(cycloheximide)(CHX; 5 μg/ml; Sigma-Aldrich)를 처리하고 0, 1, 2, 4, 8
시간 후 세포를 회수하였다. 위의 방법으로 웨스턴 블롯을 실시하였다.

[0074]

6. 통계 분석

[0075]

본 발명에서는 최소 3회 반복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로 표시하였으며, 각 실험군을 대조군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각 실험군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Student's t-test를 사용하여 검정하였다. 통계검정은 GraphPad
Prism(version 5.0)을 이용하였다.

[0077]

실험 결과

[0078]

I. 부테인

[0079]

1. HepG2 세포에서 부테인의 PCSK9 단백질 발현 조절

[0080]

부테인의 콜레스테롤 저감 관련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 HepG2 세포를 DLPS에 배양하여 지방이 제거된 환경으로
만들어 주고 부테인을 5, 10, 20, 40, 80, 100 μM 농도로 처리한 후 세포 생존능력을 MTT 용액을 이용하여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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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0081]

도 1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테인 20 μM 농도까지는 세포 생존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40 μM 이상의
농도에서 세포 생존능력이 감소되었다.

[0082]

또한, 독성 없는 농도의 부테인을 세포에 처리하여 PCSK9 발현 조절을 ELISA로 측정하였다.

[0083]

도 1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간암세포주(HepG2 cells)에 10% DLPS 처리는 10% FBS 처리군과 비교했을 때,
PCSK9의 농도를 유의적으로 증가시켰으며, 부테인(2.5, 5, 10 μM)은 지방 제거 상태에서 PCSK9을 농도 의존적
으로 감소시켰다.

[0085]

2. HepG2 세포에서 부테인의 LDLR, PCSK9, SREBP2, HMGCR, HNF1α 발현 조절

[0086]

2-1. 유전자 수준

[0087]

부테인의 PCSK9 억제 및 LDLR 발현 증진을 조절하는 유전자 및 전사 인자의 발현량을 qRT-PCR로 측정하였다.

[0088]

도 2a 내지 2e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방이 제거된 상태에서 HepG2 세포의 PCSK9, LDLR, SREBP2, HMGCR,
HNF1α 유전자 발현량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이는 지방이 없는 상태에서 세포는 항상성을 이루려는 노력의 일환
으로 SREBP2의 유전자 발현 증진을 통해 LDLR을 증진시켜 세포 내 LDL 흡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0089]

도 2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테인(2.5, 5, 10, 20 μM)은 지방 제거 상태에서 증가한 PCSK9의 유전자 발현량
을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시켰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0090]

도 2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테인은 지방 제거 상태에서 증가한 LDLR의 유전자 발현량을 감소시켰다. 부테인
2.5 μM와 5 μM 처리는 LDLR 유전자 발현량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

[0091]

도 2c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테인(2.5, 5, 10, 20 μM)은 지방 제거 상태에서 증가한 SREBP2의 유전자 발현
량을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시켰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0092]

도 2d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방 제거에 의해 증가한 HMGCR 유전자 발현량 또한 부테인 처리(2.5 내지 20 μ
M)에 의해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0093]

도 2e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방 제거에 의해 증가한 HNF1α 유전자 발현량 또한 부테인 처리(5, 10, 20 μ
M)에 의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0094]

종합적으로, 부테인은 전사인자인 SREBP2의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킴으로써 PCSK9, HMGCR의 발현량을 감소시켰음
을 알 수 있었고, PCSK9의 단독 조절 전사인자인 PCSK9의 유전자 발현량 또한 감소시킴을 알 수 있었다.

[0096]

2-2. 단백질 수준

[0097]

부테인의 PCSK9 억제 및 LDLR 단백질 발현 조절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웨스턴 블랏을 실시하였다.

[0098]

도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테인 20 μM는 지방 제거 상태에서 LDLR 단백질 발현량을 증가시켰고, PCSK9 단
백질 발현량을 감소시켰다.

[0099]

상위 전사인자인 HNF1α와 SREBP2의 단백질 발현을 확인한 결과, 부테인은 SREBP2가 아닌 HNF1α의 단백질 발현
을 억제하였다. 따라서, 부테인의 PCSK9 억제는 HNF1α 억제를 통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0100]

부테인을 스타틴과 동시 처리 혹은 단독으로 처리한 후, 웨스턴 블롯팅을 통해 LDLR 과 PCSK9의 단백질 발현 조
절 정도를 비교하였다.

[0101]

도 4(왼쪽 패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스타틴 처리는 지방 제거 상태에서 LDLR과 PCSK9의 단백질 발현을 증가
시켰다. 이는 종전에 알려진 바와 같이 스타틴이 전사인자인 SREBP2의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0102]

부테인 20 μM을 스타틴과 동시에 처리한 실험군은 스타틴 단독 처리 군보다 LDLR의 발현을 더욱 증가시켰으며,
이는 스타틴에 의해 증가했던 PCSK9의 발현량을 감소시켰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0103]

도 4(오른쪽 패널)는 스타틴과 부테인 단독 처리시 LDLR과 PCSK9의 단백질 발현 조절을 보여준다. 스타틴은
LDLR 증진을 통해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감시키는 강력한 약물로 알려져있다. 지방 제거 상태에서 스타
틴 단독 처리는 LDLR 단백질 발현량을 증가시켰다.

[0104]

부테인 단독 처리(20 μM)는 지방 제거 상태에서 LDLR의 단백질 발현량을 증가시키기는 하나, 증가 정도가 스타
틴 처리군 보다는 미미하였다. 스타틴 처리는 알려진 바와 같이 PCSK9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키나 부테인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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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는 지방 제거 상태에서 증가한 PCSK9 단백질 발현을 현저하게 감소시켰다.
[0106]

3. HepG2 세포에서 부테인의 LDLR 단백질의 합성 및 리보좀 분해 조절

[0107]

단백질 합성 억제제인 CHX를 이용하여 부테인의 단백질 생성 억제 회복능을 측정하였고, 지방 제거 상태에서
HepG2 세포에 부테인을 0 또는 20 μM 처리하여 배양하고 0, 1, 2, 4, 8 시간 동안 CHX에 배양한 후 세포를 회
수하여 웨스턴 블롯을 수행하였다.

[0108]

도 5a 좌측 패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테인을 처리하지 않은 군에서는 예상했던 바와 같이 CHX의 처리 시간
이 길어 질수록, LDLR의 발현이 감소하였다. 이는 CHX 처리에 의해 LDLR 단백질의 생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억제
됨을 보여 주고 있다. 반면 부테인을 미리 처리한 군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역전되었다(도 5a, 오른쪽 패널).
즉, CHX 처리에 의해 감소하는 LDLR 단백질의 발현을 부테인이 효과적으로 막음을 알 수 있었다.

[0109]

지방 제거 상태에서 HepG2 세포에 리보좀 억제제인 BA1을 처리하고, 동시에 부테인을 0 혹은 20 μM 처리하여
LDLR의 단백질 발현을 측정하였다.

[0110]

도 5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BA1 처리는 LDLR의 발현을 확연하게 증가시켰고, 이는 LDLR의 리보좀 분해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BA1과 부테인을 동시에 처리했을 때, LDLR 단백질 발현이 더욱 증가하였다. 이는 부테인이 BA1
단독 처리 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LDLR의 리보좀 분해를 막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0111]

종합적으로, 부테인은 LDLR 단백질의 합성 억제를 리버스(reverse)시키며, 이는 리보좀 분해 억제를 통해 이루
어짐을 알 수 있었다.

[0112]

지방이 제거된 상태에서 LDLR의 단백질 발현량은 증가하였고, 부테인은 LDLR 단백질의 발현량을 더욱 증가시켰
다. 이러한 부테인의 LDLR 조절능은 PCSK9 억제를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LDLR 억제제인 PCSK9은 LDLR의
리보좀 분해를 통해서 콜레스테롤 항상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PCSK9은 LDLR의 세포 막으로의
재순환(recycle)을 막고, 대신 LDLR의 리보좀 분해를 유도한다. 즉, PCSK9의 농도가 높은 상황에서 LDL 콜레스
테롤 클리어런스(clearance)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본 발명에서는 실험을 통해 PCSK9 억제제인 부테인이 LDLR
의 리보좀 분해 억제를 통해 LDLR 단백질 합성 억제를 리버스함을 밝혔다.

[0114]

Ⅱ. 이소유제놀

[0115]

1. HepG2 세포에서 오미자 추출물의 LDLR, PCSK9, SREBP2, HNF1α 단백질 발현 조절

[0116]

유제놀 또는 이소유제놀을 세포에 처리하여 PCSK, LDLR, SREBP2, HNF1α 발현 조절을 웨스턴 블롯 기법으로 측
정하였다.

[0117]

도 6a 및 6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간암세포주(HepG2 cells)에 10% DLPS 처리는 10% FBS 처리군과 비교했을
때, LDLR와 PCSK9의 농도를 유의적으로 증가시켰다.

[0118]

도 6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제놀(50, 100 μM)을 지방 제거 상태에서 HepG2 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LDLR 증
진 및 PCSK9 저해 효능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도 6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일한 농도의 이소유제놀
(50, 100 μM)을 동일한 조건에서 HepG2 세포에 처리했을 때, 지방 제거에 의해 증가한 LDLR 단백질 발현은 감
소하지 않고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소유제놀(50, 100 μM)은 지방 제거에 의해 증가한 PCSK9을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시켰다.

[0119]

유제놀과 이소유제놀 중 LDLR 및 PCSK9 조절 효능이 상대적으로 뛰어났던 이소유제놀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LDLR과 PCSK9의 상위 조절 전사인자인 SREBP2와 HNF1α의 단백질 발현을 측정한 결과, 도 7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이소유제놀은 HNF1α가 아닌 SREBP2를 감소시킴을 알 수 있었다. 즉, 이소유제놀은 SREBP2 억제를 통해
PCSK9 및 LDLR의 전사를 감소시키고, 이 때, 감소된 PCSK9이 LDLR 단백질 분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0121]

2. HepG2 세포에서 이소유제놀의 PCSK9, LDLR, SREBP2, HNF1α 유전자 발현 조절

[0122]

이소유제놀의 PCSK9 억제 및 LDLR 발현 증진을 조절하는 유전자 및 전사 인자의 발현량을 qRT-PCR로
측정하였다.

[0123]

도 8a 내지 8d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방이 제거된 상태에서 HepG2 세포의 PCSK9, LDLR, SREBP2, HNF1α 유
전자 발현량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이는 지방이 없는 상태에서 세포는 항상성을 이루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SREBP2의 유전자 발현 증진을 통해 LDLR을 증진시켜 세포 내 LDL 흡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0124]

도 8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소유제놀(12.5 내지 100 μM)은 지방 제거 상태에서 증가한 PCSK9의 유전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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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량을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시켰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도 8b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이소유제놀(25 내지 100 μM)은 지방 제거 상태에서 증가한 LDLR의 유전자 발현량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 이
는 이소유제놀에 의한 SREBP2 유전자 발현 억제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소유제놀에 의한 PCSK9 의 감소는
HNF와는 무관하며, SREBP2 전사 인자 억제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소유제놀에 의한 PCSK9,
LDLR, SREBP2, HNF1α 단백질 발현 조절과 유사하였다.
[0126]

3. HepG2 세포에서 이소유제놀의 LDLR 단백질의 합성 및 리보좀 분해 조절

[0127]

지방 제거 상태에서 HepG2 세포에 리보좀 억제제인 BA1을 처리하고, 동시에 이소유제놀을 0 혹은 100 μM 처리
하여 LDLR의 단백질 발현을 측정하였다.

[0128]

도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BA1 처리는 LDLR의 발현을 확연하게 증가시켰고, 이는 LDLR의 리보좀 분해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BA1과 이소유제놀을 동시에 처리했을 때, LDLR 단백질 발현이 더욱 증가하였다. 이는 이소유제
놀이 BA1 단독 처리 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LDLR의 리보좀 분해를 막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소유제놀은 LDLR 단백질의 합성 억제를 리버스(reverse)시키며, 이는 리보좀 분해 억제를 통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0129]

지방이 제거된 상태에서 LDLR의 단백질 발현량은 증가하였고, 부테인은 LDLR 단백질의 발현량을 더욱 증가시켰
다. 이러한 이소유제놀의 LDLR 조절능은 PCSK9 억제를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LDLR 억제제인 PCSK9은
LDLR의 리보좀 분해를 통해서 콜레스테롤 항상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PCSK9은 LDLR의 세포막으
로의 재순환(recycle)을 막고, 대신 LDLR의 리보좀 분해를 유도한다. 즉, PCSK9의 농도가 높은 상황에서 LDL 콜
레스테롤 클리어런스(clearance)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본 발명에서는 실험을 통해 PCSK9 억제제인 이소유제놀
이 LDLR의 리보좀 분해 억제를 통해 LDLR 단백질 합성 억제를 리버스함을 밝혔다.

[0130]

이소유제놀(12.5 내지 100 μM)을 스타틴과 동시 처리한 후, 웨스턴 블롯팅을 통해 LDLR과 PCSK9의 단백질 발현
조절 정도를 비교하였다. 도 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스타틴 처리는 지방제거 상태에서 LDLR과 PCSK9의 단백
질 발현을 증가시켰다. 이는 기 알려진 바와 같이 스타틴이 전사인자인 SREBP2의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이루어
진다. 이소유제놀을 스타틴과 동시에 처리한 군은 스타틴 단독 처리 군보다 LDLR의 발현을 다소 증가시켰으며,
PCSK9의 단백질 발현은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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