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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mpferol이 인간의 전립선암세포인 DU145의 이동과
침윤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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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Keampferol on the Migration and Invasion of
DU145 Human Prostate Cancer Cells
Gyoo Taik Kwon, Sang-Wook Kang, Young-Hee Kang and Jung Han Yoon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Hallym University, Chuncheon 200-702, Korea

Kaempferol is a natural flavonol found in strawberries, teas, apples, and onions.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that kaempferol has anti-proliferative activities and induces apoptosis in many cancer cell lin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anti-metastatic effects of kaempferol in DU145 human prostate cancer
cells and elucidates the relevant mechanisms. DU145 cells were cultured in the presence of 0∼60 μmol/l
kaempferol. Kaempferol dose-dependently inhibited the migration, invasion, and adhesion of DU145 cells.
Kaempferol decreased the secretion of urokinase-type plasminogen activator (uPA), matrix metalloproteinase (MMP)-9, and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in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s.
Furthermore, kaempferol inhibited the phosphorylation of signal transducer and activator of transcription
(STAT)3.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inhibition of STAT3 signaling may be a mechanism by which
kaempferol regulates the expression of proteins involved in regulating the migration and invasion of
DU145 cells. (Cancer Prev Res 15, 299-3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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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sis), 순환계를 통한 암세포의 이동과 새로운 조직에 부
착하여 침윤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3) 특히

론

ECM의 분해는 암전이의 중요한 작용으로, 암세포에서
생성 분비되는 다양한 proteolytic enzyme에 의해 이루어
진다.4)
Matrix metalloproteinase (MMP)는 zinc-dependent proteinase로 암의 전이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여러
MMP들 중에 기저막과 ECM의 주요 구조 성분인 type IV
collagen을 분해하는 type IV collagenase인 MMP-2 (72 kDa)
와 MMP-9 (92 kDa)이 암의 침윤과 이동에 깊이 관여한

200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의 사망
원인 중 1위가 암이다.1) 암에 의한 사망원인의 90% 이상
이 암화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다른 장기로의 전이 때문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종양이 생성되어 악성 암으로
발전하고 다른 조직으로 전이하기 위해서는 암세포의
증식, 생물학적 지표의 비정상적인 조절, 세포외 기질
(extracellular matrix; ECM)의 분해, 신생혈관생성(angiogen책임저자：윤정한,  200-702,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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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양 조직과 악성 종양 세포에서는 MMP-2와
MMP-9의 효소 활성이 다른 조직이나 정상세포에 비해
증가되기 때문에 MMP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은 암 예방
8,9)
과 치료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Urokinase-type plasminogen activator (uPA)는 uPA receptor에 결합
하여 불활성 zymogen인 plasminogen을 활성형의 plasmin
10)
으로 전환시켜, 종양세포의 증식, 이동 및 침윤을 증가
11)
시킨다고 보고되었다.
신생혈관생성은 암전이 과정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초기 전암병소에서부터 종양세포의 성장에 필수적인 과
정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종양세포가 생존 및 성장을 하
려면 산소 및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며, 따라서 신생혈
12)
관형성은 이러한 종양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
중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는 신생혈관형
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암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13)
서는 VEGF 생성을 억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Signal transducer and activator of transcription (STAT)3가
활성화되면 hypoxia-inducible factor-1, VEGF, p53, Bcl-xL
등의 transcription factor로 작용하여 이들 단백질들의 발
현을 조절함으로 암세포의 증식 및 신생혈관형성을 증
14)
가시키며, 암세포의 사멸을 억제한다. siRNA 기법과
STAT3 antisense oligo를 이용하여 STAT3 발현을 억제시
킬 경우, MMP-2와 MMP-9의 발현을 억제하여 암세포의
15)
이동과 침윤이 억제된다는 보고 는 STAT3의 활성화가
암세포의 이동 및 침윤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과일과 채소류에 들어있는 천연물질인 phytochemical
은 기전이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활성산소의 제
거, 세포의 성장, 사멸조절 등 암의 초기 진행 단계를 억
16,17)
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Flavonol의 한 종류인
kaempferol은 딸기류, 차, 브로콜리, 파 마늘류에 많이 포
18)
함되어 있으며, 변형된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였다고
보고되었으며, 위암, 폐암, 대장암 등에서 세포사멸을 유
19,20)
도하고 및 세포주기를 억제하였다고 보고되었지만,
전립선암의 전이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지 보고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kaempferol이 전립선암의 전이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kaempferol이 인간의 전립선
암세포인 DU145세포의 부착, 이동, 침윤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한 인간의 전립선암 세포인 DU145 세포
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Rockville, MD, USA)에
서 구입하였다. 세포배양에 사용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Nutrient Mixture Ham's F12 (DMEM/F12),
selenium은 Gibco/BRL (Gaitherburg, MD, USA)에서 구입하
였다. Fetal bovine serum (FBS), trypsin-EDTA, penicillinstreptomycin은 Cambrex (Walkersville, MD, USA)에서 구입
하였다. Kaempferol, transferrin, dimethyl sulphoxide (DMSO),
bovine serum albumin (BSA), glycin, gelatin, hematoxylin, eosin은 Sigma (St. Louis,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kaempferol
은 DMSO에 녹여서 사용하였다. Migration assay에 사용한
8.0 μm pore size의 transwell과 세포배양에 사용한 멸균된
플라스틱 용기는 Corning (Corning, NY, USA)에서 구입하
였다. Molecular weight standard, horseradish peroxidase
(HRP)-conjugated anti-rabbit IgG와 anti-mouse IgG는 Amersham (Buckinghamshire, England)에서 구입하였고, 탐색시
사용한 ImmobilonTM Western Chemiluminescent HRP Substrate는 Millipore Corperation (Billerica, MA)에서 구입하였
으며, 단백질을 정량하기 위한 BCA protein assay kit은
Pierce (Rockford, IL, U.S.A)에서 구입하였다.
2. 세포배양

DU145 세포는 37oC 습윤한 CO2 incubator (5% CO2/95%
air)에서 DMEM/F12 배지를 사용하여 배양하였다. 실험
에 사용할 세포를 유지하기 위해 DMEM/F12 배지에 10%
FBS를 첨가하고 미생물의 오염이나 증식을 억제하기 위
하여 항생제인 penicillin (100 units/ml)과 streptomycin (100
μg/ml)을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세포가 약 80% confluent
해지면 phosphate-buffered saline (PBS, pH 7.4)으로 세포의
단층을 씻어낸 후, 0.25% trypsin-2.65 mmol/l EDTA로 처
리하여 계대 배양하고 배지는 2일마다 교환하였다.
3. 세포 증식 측정

Kaempferol이 DU145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기 위해 세포를 10% FBS가 포함된 배양액으로 희석
5
하여 5×10 cells/well의 밀도로 24 well-plate에 분주하였다.
24시간이 지난 후 10% FBS 대신 1% charcoal-stripped FBS
를 포함하는 배양액으로 교환하여 혈청에 함유된 여러
성분들의 효과를 최소화하였다. 1% charcoal-stripped FBS
를 포함하는 배양액으로 세포를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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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rcoal- stripped FBS를 포함하는 배양액에 Kaempferol
여러 농도(0, 20, 40, 60 μmol/l)로 첨가하여 교환한 후
세포를 배양하였다. Kaempferol 첨가한 후 0시간, 4시간,
24시간이 경과한 뒤 MTT assay로 살아있는 세포수를 측
21)
정하였다.
4. 세포 이동 및 침윤 측정

8 μm pore size의 polyvinylpyrrolidone (PVP)-free polycarbonate filter를 가진 transwell cell culture chamber에서 암
세포의 이동을 조사하였다. 먼저 Filter의 아래쪽을 type
IV collagen 10 μg으로 코팅하였다. Transwell의 윗부분에
세포와 kaempferol을 0∼60 μmol/l로 첨가한 후, 37oC에서
4시간동안 배양하였다. Invasion assay는 matrigel이 미리
코팅되어진 8 μm pore size의 BD MatrigelTM Invasion
Chamber (BD Biosciences)를 사용하여 migration assay와 동
일하게 실험 하였다. 이동 및 침윤하지 않은 filter 윗부분
의 세포를 면봉으로 제거하고, polycarbonate filter를 통해
이동 및 침윤한 세포를 hematoxylin-eosin staining방법으로
염색하였다. 이동 및 침윤된 세포의 수는 현미경(×100)
을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5. 세포의 부착능 측정

Adhesion assay는 human collagen type I이 미리 코팅되어
진 CytoMatrixTM Cell Adhesion Strips (Chemicon)를 사용하여
제조회사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간
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Strip은 PBS로 재수화한
후, 분리된 세포를 다양한 농도의 kaempferol이 첨가된 배
양액에 1×105 cells/100 μl의 밀도로 첨가하여 Strip에 분
주하였다. CO2 incubator에서 45분간 배양한 후, PBS (containing Ca2+/Mg2+)로 well을 wash하고 0.2% crystal violet
solution으로 상온에서 5분간 염색하였다. PBS로 여러번
wash한 후, solubilization buffer [0.1 mol/l NaH2PO4 (pH 4.5):
50% EtOH, 50 : 50]로 cell-bound stain을 완전히 용해시킨
후,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6. Western blot analysis

MMP, VEGF 및 uPA 단백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세포
를 여러 농도의 kaempferol로 처리한 후, conditioned media
을 모아서 Centricon (Millipore Corporation Bedford, MA)을
이용하여 Centrifugal Force방법으로 100배로 농축시켰다.
또한 STAT3 단백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세포를 여러 농
도의 kaempferol로 처리한 후, lysis buffer (20 mmol/l Hepes,
pH 7.5, 150 mmol/l NaCl, 1% Triton X-100, 1 mmol/l
EDTA, 1 mmol/l EGTA, 100 mmol/l NaF, 10 mmol/l so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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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ophosphate, 1 mmol/l iodoacetate, 0.2 mmol/l phenylsufonyl fluoride)를 첨가하여 lysates를 만들어 Western blot
을 수행하여 조사하였다. Sample (conditioned media 또는
lysates)를 4∼20% gradient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로 분리하여 membrane에 이동시킨 후, 얻어진 membrane을 5% skim milkTBST (20 mmol/l Tris-HCl, pH 7.5, 150 mmol/l NaCl, 0.1%
Tween 20)에서 1시간 동안 blocking하였다. 각각의 antibody를 첨가하여 12시간 incubation시킨 후, horseradish peroxidase-linked anti-rabbit이나 mouse를 첨가하여 1시간 inTM
cubation하였다. Immobilon
Western Chemiluminescent
HRP Substrate를 사용하는 enhanced chemiluminscence 방법
으로 band를 가시화하였다.
7. Zymography (MMP 활성 측정)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kaempferol을 처리하여 준비
한 conditioned media를 0.2% 젤라틴이 포함된 SDS-PAGE
에서 전기영동한 후, renaturing buffer (2.5% Triton X-100)
로 30분씩 2번 씻은 뒤, 50 mmol/l Tris-HCl (pH 7.5), 0.15
mmol/l NaCl, 10 mmol/l CaCl2, 0.02% Brij35를 포함하는 incubation buffer에서 37oC에서 24시간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젤은 Coomassie Brilliant Blue 염색 후, 탈색을 하여
젤라틴의 분해 정도를 관찰하였다.
8. 통계처리

모든 분석 수치는 mean±SEM으로 나타나 있다. 수집된
결과는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PC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각 실험군들의 평균치간의 유
의성은 α=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Kaempferol이 DU145 세포의 이동 및 침윤에 미치
는 영향

암세포가 전이가 되려면 암세포가 ECM에 부착, proteolytic cleavage 또는 ECM의 분해, 세포의 이동들 포함한
3)
적어도 3가지 과정이 필요로 한다. Kaempferol은 아이들
의 뇌암세포인 medulloblastoma cell에서 5 μmol/l의 농도
22)
부터 세포의 이동을 감소시켰다. 또한 인간의 유방암
세포인 MDA-MB-231세포에서 30 μmol/l에서 50%의 침
23)
윤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 Kaempferol에
의한 전립선암 세포의 전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
가 없으므로, 본 실험에서는 kaempferol이 인간의 전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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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Kaempferol reduces the migration and invasion of DU145 cells. The migration (A) and invasion (B) of DU145 cells through
a type IV collagen-coated (A) and a matrigel-coated (B) transwell filter, respectively, were assessed in the presence of 0∼60
μmol/l of kaempferol. Cells were incubated for 4 h or 8 h. The migrated (A) and invaded (B) cells were quantified by counting
the H&E-stained cells.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EM (n=3). Comparisons between groups that yielded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are indicated by different letters above each bar (a∼d).

Fig. 2. Effect of kaempferol on cell growth of DU145 cells.
5
Cells were plated in 24-well plates at 5×10 cells/well in
DMEM/F12 supplemented with 10% FBS. One day later, the
cell monolayers were serum-deprived with serum-free DMEM/
F12 supplemented with 1% charcoal stripped FBS for 24 h.
After serum deprivation, cells were incubated with serum-deprivation medium containing various concentrations of kaempferol for the indicated periods. Viable cell numbers were estimated by the MTT assay. Each bar represents the mean±
SEM (n=6). Comparisons between groups that yielded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are indicated by different
letters above each bar (a∼c).

암 세포인 DU145 세포의 이동 및 침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Kaempferol이 인간의 전립선암에서
유래한 DU145 세포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transwell에 세포와 0, 20, 40, 60 μmol/l의 kaempferol
을 첨가하고 4시간 배양한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Kaempferol을 0∼60 μmol/l 처리시 kaempferol 농도 의존
적으로 세포의 이동이 감소하였다(Fig. 1A). 암세포가 전
이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중에는
이동된 암세포가 새로운 조직에 부착하고 침윤하는 과
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kaempferol이 암세포
의 침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는 base membrane protein (matrigel)이 코팅된 transwell을 사용하여 세
포의 침윤 능력을 조사 하였다. Invasion assay 결과 kaempferol 농도가 증가할수록 침윤을 유의적으로 억제하였다
(Fig. 1B). 이러한 결과는 kaempferol이 DU145 세포의 이동
과 침윤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Kaempferol이 DU145 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

세포의 이동 감소가 세포증식 억제에 의한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kaempferol을 인간의 전립선에서 유래
한 DU145 세포에 0, 20, 40, 60 μmol/l를 첨가하고 0, 4,
24시간 경과한 후 MTT assay 방법21)으로 살아있는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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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측정하였다. 4시간에는 kaempferol 첨가시 세포의
생존능력(viability)이 약간 증가하였으나, 24시간에서는
kaempferol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능력이 감소하였다(Fig.
2). Wang 등은 AT6.3 RAT의 전립선암세포에서 kaempferol이 24시간부터 25, 50 μmol/l에서 세포증식을 억제하
24)
는 것을 보고하였다. 본 실험의 결과 세포의 이동을 확
인한 4시간에서의 세포의 생존능력은 작지만 kaempferol
에 의해 증가하였고, Fig. 1A에서의 세포이동은 감소하
였으므로, kaempferol의 세포이동 억제는 세포증식 억제
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Kaempferol이 DU145 세포의 부착에 미치는 영향

암화과정은 다양한 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adhesion molecule들은 부착과 전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며,25) 세포와 세포, 세포와 기질간 결합을 매개하는 단
백질로서 세포의 기질에 대한 수용체로 작용하며 세포내
신호전달경로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어 세포의 증식, 사
멸, 분화 및 부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26)
DU145 세포에 human collagen type I-coated strips을 사용하
여 세포의 부착능을 확인하였다. DU145 세포는 type Icollagen에 의한 부착이 kaempferol처리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되었다(Fig. 3). 이와 같은 결과는 암의 전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세포의 이동, 침윤 및 부착을 kaempferol이
억제함으로, kamepferol이 항전이 활성을 가진다고 사료

Fig. 3. Kaempferol decreases the cell adhesion of DU145
cells. DU145 cells were plated in human collagen type I-coated
TM
CytoMatrix Cell Adhesion Strips and incubated in DMEM/F12
containing 1% charcoal-stripped FBS with 0∼60 μmol/l
kaempferol for 45 min. Cells were stained with crystal violet,
and the cell-bound stains quantified.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EM (n=3). Comparisons between groups that yielded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are indicated by different
letters above each bar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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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진다.
4. Kaempferol이 MMP, uPA, VEGF의 분비에 미치는
영향

암세포에 의한 세포외기질의 분해는 전이의 중요한
과정으로서 matrix metalloproteinases (MMPs)와 urokinasetype plasminogen activator (uPA)의해 조절된다. 또한 전이
시 종양은 신생혈관은 형성하는데, 그 중 VEGF가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한다.13)
암의 전이를 조절하는 단백질인 MMP, uPA와 신생혈
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VEGF의 분비를 조사하기
위하여 Western blot을 수행하였다. DU145 세포에 kaempferol을 처리하여 그 배양액을 모아 MMP-9, uPA 및 VEGF
의 단백질 분비를 조사한 결과, kaempferol처리에 의해
MMP-9, uPA, VEGF의 분비가 억제됨을 관찰하였다(Fig.
4B). MMP-9과 MMP-2의 활성에 대한 kaempferol의 효능
을 조사하기 위하여, 먼저 DU145세포에 kaempferol를 농
도 별로 첨가하여 48시간 배양한 후 배양액을 모아 zymography를 수행하였다. Kaempferol처리에 의해 pro MMP9, pro MMP-2와 MMP-2 activation byprouduct 모두 감소하
였다(Fig. 4A).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kaempferol의 처리시 MMP

Fig. 4. Kaempferol inhibits MMP-9, uPA, and VEGF secretion
in DU145 cells. Serum-starved DU145 cells were incubated
with 0∼60 μmol/l of kaempferol in DMEM/F12. 48 h conditioned media were collected and concentrated for gelatin
zymography (A) and Western blot (B). The volumes of media
loaded onto the gel were adjusted for equivalent protein levels.
In the first lane of (A), conditioned medium of HT1080 cells
was loaded as a positive control. Photographs of the Coomassie blue stained gel (A) and chemiluminescent detection of
the blots (B), which were representativ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re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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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Kaempferol inhibits the phosphorylation of STAT3 in
DU145 cells. DU145 cells were plated in 100 mm dishes at
6
1×10 cells/dish in DMEM/F12 supplemented with 10% FBS.
One day later, the monolayers were serum-starved with serum-free DMEM/F12 for 24 h. Serum-starved cells were incubated with 0∼60 μmol/l kaempferol for 2 h. Total cell lysates
were subjected to immunoblotting. Photographs of chemiluminescent detection of the blots, which are representative of
3 independent experiments, are shown.

와 uPA가 단백질의 분비가 감소됨으로, 암세포의 이동
및 침윤이 억제됨을 시사한다.
5. Kaempferol이 STAT3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다양한 종류의 signal transducer and activator of transcription (STAT)은 cytokine, hormone, growth factor 등의 세
포 내ㆍ외부의 다양한 신호를 세포 내로 전달하는 transcription factor로, 특히 STAT3가 여러 암에서 과발현되어
있어 암의 발생, 증식, 전이, 종양면역내성을 유도한다.14)
다양한 신호전달의 활성화로 인하여 STAT3 tyrosine-705
와 serine-727 잔기의 인산화가 이루어진다. STAT3의 인
산화로 인하여 STAT3는 핵으로 이동하여 transcription
factor로서 작용한다.
전립선암세포인 DU145 세포에서 kaempferol의 처리는
STAT3의 tyrosine-705 잔기의 인산화를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시켰다(Fig. 5). STAT3는 transcription factor로서 MMP9과 VEGF의 발현을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다.27,28) 본 실
험의 결과 kaempferol 처리에 의한 MMP-9과 VEGF의 분
비 감소는 STAT3 tyrosine-705의 발현감소에 의한 것이라
사료된다. STAT3 signaling에 의해 uPA의 발현에 관한보
고는 되어 있지 않으며, uPA의 경우 AP-1이나 NF-κB에
의해 발현이 증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29) uPA에 대한
STAT3의 신호전달 연구 및 동물실험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실험에서 kaempferol이 인간의 전립선암 세포주인

DU145 세포의 전이를 억제하는 기전을 조사하였다.
Kaempferol의 처리는 세포의 생존능력은 억제하지 않고
암세포의 부착, 침윤, 이동을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시키
는 것이 관찰되었다. 암전이와 관련된 단백질인 MMP-9,
uPA, VEGF의 분비가 kaempferol 처리에 의해 감소됨을
확인하였고, 이들의 transcription factor로 작용하는 STAT3
의 tyrosine-705 잔기의 인산화를 감소시키는 것을 관찰하
였다. 위의 결과를 통하여 kaempferol이 인간의 전립선암
인 DU145 세포에서 전이 억제에 효과적인 물질이라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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