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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3 활성 억제를 유도하는 resveratrol의

호르몬 불응성 전립선 암 예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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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veratrol Prevents Hormone-refractory Prostate Cancer Cell
Growth via Inhibition of STAT3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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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chanisms underlying the refractory effects of flutamide, a first-line oral anti-androgen drug, have not
been entirely elucidated.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the mechanism of flutamide-induced hormone-refractory
prostate cancer cell growth and its modulation by resveratrol, a phytoalexin present in grapes. Resveratrol significantly
attenuated interleukin 6 (IL-6)-induced signal transducer and activator of transcription 3 (STAT3) transcriptional activity
and dihydrotestosterone (DHT) or IL-6-induced prostate-specific antigen (PSA) transcriptional activity. Furthermore,
compared to treatment with DHT or IL-6 alone, combination treatment of cells significantly increased PSA transcriptional
activity, and resveratrol markedly diminished DHT plus IL-6-induced STAT3 and PSA transcriptional activities. Thus, the
inhibitory effects of resveratrol on IL-6-, DHT-, and flutamide-induced hormone-refractory prostate cancer cell growth are
partly mediated by the suppression of STAT3 reporter gene activity, suggesting that resveratrol represents a promising
therapy for prostate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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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립선 암(prostate cancer)은 미국 등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남성에게서 발병률과 사망률이 두 번째로 높은 암이다. 전립선

암의 우선적인 치료법은 외과적 수술, 방사선요법, 그리고 내분

비요법으로 원인이 되는 androgens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방법

이 시도되고 있다(1). 대다수의 초기 전립선 암은 성장 촉진 및

세포 사멸의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호르몬(androgen)에 상당히 의

존하고 있으므로, 내분비요법은 초기에는 상당한 효과를 보이나,

치료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암세포들이 호르몬 불응성(hormone

refractory: androgen independent) 상태로 전환되어, 그 이후에는

어떠한 종류의 치료도 효용이 없게 된다. 암세포 들이 호르몬 불

응성 전립선 암(hormone-refractory prostate cancer)으로 전환되는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최근 십여년간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androgen receptor (AR)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

로 진행되고 있다(2). 95%의 호르몬 불응성 전립선 암에 있어서

도, 정확한 기전은 규명되지 않았으나, 현재 사용되는 호르몬 치

료제(androgene receptor antagonist)인 flutamide에 대한 내성을 갖

는 androgen 비의존적인 전립선 암의 성장이 촉진됨을 알 수 있

으며(3), androgen 비의존적인 전립선 암의 성장은 새로운 신호전

달 체계의 활성으로 촉진됨을 확인하였다(4).

최근 보고에 따르면 활성화된 signal transducer and activator

of transcription 3 (STAT3)는 전립선 암의 androgen receptor

(AR)와 결합하여 임상적으로 ‘hormone-refractory prostate cancers’

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5). Janus kinase (JAK)-STAT

신호 경로의 주 역할을 하는 STAT3의 활성화는 종양의 많은 종

류의 세포 생존, 성장 및 증식의 필수 과정에 참여 한다. 뿐만

아니라 면역 질환에 의해 발생 주요 표적 단백질이기도 하다.

STATs는 1990년대에 cytokine signaling의 핵심단백질로 처음 발

견된 이래, 그 구조와 기능 및 조절 기전에 대한 방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STATs는 세포막을 통하여 전달된 external signals를

secondary messengers의 개입 없이 핵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STAT3는 IL-6 및 epidermal growth factor (EGF) 등에 의해 활성

화되어, 생존과 암 유발유전자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IL-6은 호르몬 불응성 전립선 암의 성장을 촉진 하는 결과가 보

고 되었다(6).

적포도주나 포도껍질에 다량 존재하는 resveratrol (trans-3,5,4'-

trihydroxy-trans-stilbene)은 식물에 의해 생산되는 polyphenolic

phytoalexin으로 병원균의 감염에 보호작용을 하는 천연 항생물질

의 역할을 한다(7). 또한 다양한 모델에서 resveratrol에 의한 항산

화, 항염증, 항비만, 항암 활성을 비롯한 다양한 생리활성과 그

작용기전들이 보고되었다(8,9). 특히 항암효과를 가진 resvera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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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양한 암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표적단백

질인 STAT3 활성의 조절을 통한 호르몬 불응성 전립선 암

(hormone refractory prostate cancer)의 억제 효과에 대한 정확한

기전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resveratrol이

androgen 의존적인 전립선 암과 flutamide에 대한 내성을 나타내

는 호르몬 불응성 전립선 암에서 STAT3 신호전달 조절을 통하

여 전립선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resveratrol의 생리활성과 기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재료 및 방법

세포주와 시약

본 연구에 사용된 전립선 세포주인 LNCaP은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Manassas, VA, USA)과 HPrEC

(human prostate epithelial cells) Lifeline CellTech. (Frederick,

MD, USA)에서 구입하였다. 세포주의 배양 및 계대는 10% FBS

(Fetal Bovine Serum, Hyclone Inc., Piscataway, NJ, USA)와

100 units/mL penicillin G sodium, 100 µg/mL streptomycin sul-

fate (Promega, Madison, WI, USA)가 함유된 Dulbecco’s Modi-

fied Eagle Medium (DMEM, Gibco-BRL Inc., Grand Island,

NY, USA)를 사용하여 37oC, 5% CO
2
 배양기(Sanyo, Osaka,

Japan)에서 진행하였다. Resveratrol (R5051), flutamide (F-9397),

pyridine 6 (M78259), U0126 (U120), AG490 (T3434)와 dime-

thyl sulfoxide (DMSO)는 Sigma-Aldrich Chemical Co.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Western blot에 사용

된 항체인 anti-STAT3 항체, anti-STAT3 pY705, pS727 항체,

ERK1/2와 ERK1/2-p (44/42) 항체, AKT와 AKT-pS473항체,

cyclin D1 항체, BCL-xL항체, β-actin 항체는 Cell Signaling Tech

Co. (Boston, MA,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2차 항

체인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anti-mouse 항체와 horse-

radish peroxidase-conjugated anti-rabbit 항체는 Santa-Cruz Co.

(Santa-Cruz, TX,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세포 성장 측정

정상 전립선 세포 및 전립선 암세포(1×104 cell/mL)를 96-well

plate에 배양한 후 24시간 동안 각각의 flutamide 농도(0, 0.05, 0.5,

5 µM)와 resveratrol 농도(0, 3, 10, 30 µM)에서 72시간 동안 배양

하였다. 세포성장억제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Cell-Titer 96 Aque-

ous One Solution cell proliferation assay kit (Promega, Madison,

WI, USA)를 이용하였다. 시약을 각 well에 첨가하여 2시간 동안

37oC, 5% CO
2
 배양기에서 반응시킨 후 흡광도 490 nm 파장의

96-well plate reader (Epoch, BioTek Inc., Winooski VT, USA)로

결과를 측정하였다.

단백질 발현 측정

수확한 세포주에 RIPA 완충액(50 mM Tris-HCl [pH 8.0], 150

mM NaCl, 1% NP40, 0.1% SDS, 0.5% sodium deoxycholate)을

첨가하여 세포로부터 단백질을 분리하였다. 총 20 µg의 단백질을

취하여 4-12% acrylamide gel (GE Healthcare, Invitrogen, Grand

Island, NY, USA)에서 전기영동을 한 후, Immobilon PVDF

Membrane (Millipore, Darmstadt, Germany)으로 전달하였다.

Transfer를 마친 membrane은 5% skim milk가 함유된 TBS-T 용

액(0.1% Tween-20, 100 mM Tris-HCl [pH 7.5], 0.9% NaCl)에서

1시간 이상 blocking 하였다. 1차 항체의 처리는 blocking 용액과

같은 조성에서 4oC 냉장고에서 12시간 이상 반응 하였고, 2차 항

체는 1시간 실온에서 처리하였다. 일련의 세척과정을 마친 후

ECL kit (GE Healthcare Bio-Sciences Co., Piscataway, NJ,

USA)를 사용하여 X-ray film으로 노출한 후 확인하였다.

STAT3 와 PSA reporter gene의 측정

STAT3와 PSA Reporter gene을 수행하기 위해 Luciferase assay

를 하였다. 96-well plate에 well당 1×104개의 STAT3와 PSA

reporter gene이 LNCaP 세포에 stable하게 제작(STAT3 or PSA-

luc stabled LNCaP)된 세포 주를 접종한 후 24시간 동안 배양하

였다. 24시간 후에 80% 세포 성장한 상태에서 각 화합물들을 정

Fig. 1. The structure of resveratrol.

Fig. 2. Effect of flutamide and resveratrol on the viability of
LNCaP and PrEC. Cells were treated with flutamide (0.05, 05, 5
µM) and resveratrol (3, 10, 30 µM) for 72 h and cell viability was
analyzed using cell growth assay. LNCaP: human prostate cancer
cell, PrEC: human prostate epithelial cells. Data are expressed as
means±SD (n=3). The asterisk(s) indicate a significant (***p<0.001)
inhibitory effect of flutamide or resveratrol on prostate cancer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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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농도에 따라 24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그 후 세포들을 lysis

용액을 첨가하여 세포를 수확하고 luciferase assay system

(Promega)을 사용하여 luciferase activity를 측정하였다.

Anchorage-independent 성장률 측정

LNCaP 전립선 암 세포를 6 well plate에 8×103 세포와 화합물

을 농도 별로 0.33% agarose 용액과 혼합한 후 bottom agar 위에

도포 한다. 성장률을 3주간 37oC, 5% CO
2
 배양기에서 배양시킨

다. 3주 후 colony (>100 µm)의 형성을 광학 현미경(Nikon Dia-

phot 300, Tokyo, Japan)으로 관찰하였다. 세부적인 방법은 Park

등(10)의 방법에 의거해 수행하였다.

Fig. 3. Resveratrol inhibits activation of STAT3 and expression of ERK and AKT. Cells were treated with flutamide or resveratrol at
indicated concentrations for 30 min and 24 h. A. Whole cell lysates were subjected to immune-blot analysis for detecting the levels of STAT3,
ERK1/2 and AKT phosphorylation. B. Western blot analysis showed the expression levels of JAK-STAT3, Ras-ERK and PI3K-AKT signaling
pathway by its target inhibitors, P6, AG490, U0126 and resveratrol.

Table 1. Inhibitory concentration (IC50) of resveratrol or

flutamide in normal and prostate cancer cell lines

LNCap (IC
50

) PrEC (IC
50

)

Resveratol 7.9 µM >100 µM

Flutamide 0.3 µM >5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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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Resveratrol에 대한 세포증식

전립선 암 세포주(LNCaP)와 정상 전립선 세포주(HPrEC, Nor-

mal Human Prostate Epithelial Cells)들의 배양에서 flutamide (0.

0.05, 0.5, 5 µM)와 resveratrol (0, 3, 10, 30 µM)을 농도별로 처리

하여 72시간에 관찰한 결과 flutamide는 정상 전립선 세포주

(HPrEC)에서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립선 암(LNCaP)

에서의 성장율은 0.5 µM에서 현저하게 억제됨을 알 수 있다.

Resveratrol (Fig. 1)에서도 정상 전립선 세포 주는 30 µM에서도

성장에 영향이 없으나 전립선 암 세포주에선 10 µM 에서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Fig. 2). 성장 50% 억제율(IC
50

)은 flutamide는

0.3 µM이며 resveratrol은 7.9 µM이었다(Table 1). 항암활성을 보유

한 새로운 천연물 소재를 탐색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resveratrol을 많이 함유한 소재를 탐색하는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포도, 오디, 땅콩, 작약 등과 최근에는 코

코아나 초콜릿에도 resveratrol 성분이 함유된 사실이 보고 되었

다(10). Resveratrol이 정상 세포주와 암세포주간의 성장률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정상 세포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으

므로 안정성을 보유한 천연소재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립선 암 세포주 모델에서 resveratrol에 의한 주요 단백질

발현조절

IL-6에 의해 유도 되는 STAT3, Ras-Raf 그리고 PI3K 신호전달

시스템에서 resveratrol에 의한 주요 단백질의 발현 조절을 확인

하였다. 먼저 전립선 암 세포주인 LNCaP 세포주를 대상으로 30

분과 24시간 동안 cytokine (IL-6)과 flutamide 또는 resveratrol을

농도별로 처리한 다음 주요 단백질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그 결

과 STAT3 tyrosine 705인산화(Y705) 발현과 serine 727 (S727)

발현이 농도의존적으로 억제되었으며 동시에 STAT3에 의해 생

성되는 단백질인 cycline D1 과 BCL-xL의 발현이 억제 되었다

(Fig. 3A). 정확한 작용기전을 밝히기 위해 IL-6 신호전달 기전이

알려져 있는 pan-JAK, JAK2 receptor 억제제인 pyridone 6,

AG490를 사용하였고 Ras-Raf 신호전달에서 주요한 MEK 단백질

의 억제제인 U0126 사용하여 STAT3, Ras-Raf 신호 전달에서 주

요 조절 단백질의 발현 양상을 확인하였다. Fig. 3B에서와 같이

pyridine 6 (10 µM)은 선택적인 JAK 억제제로 STAT3-pY705 인

산화를 억제함을 알 수가 있다. 또한 MEK 억제제인 U0126 (10

µM)은 ERK 1/2-p(44/42)의 인산화를 선택적으로 억제됨을 알 수

가 있다. 본 대조 약물인 flutamide와 비교하였을 때 resveratrol

(25 µM) 처리시 STAT3-pY705와 ERK1/2-p (44/42) 그리고 AKT-

pS473의 인산화를 억제함을 알 수가 있다. Resveratrol은 IL-6에

의해 전달되는 JAK-STAT3, Ras-Raf-ERK 그리고 PI3K-PDK-

AKT 신호전달시 주요 단백질의 발현을 조절함을 알 수가 있다

(Fig. 3B). 본 결과를 통해 resveratrol은 주요 작용 단백질들을 억

제하는 기능을 보유함으로써 전립선 암의 예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IL-6 유도에 의한 STAT3와 PSA promoter를 이용한 luciferase

assay

STAT3-luciferase 또는 PSA-luciferase reporter 유전자를 전립선 암

세포주에 stable하게 작용하도록 만든 STAT3 또는 PSA-luciferase

stable prostate cancer cell line을 통해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IL-6 유도에 의한 resveratrol의 전사조절인자인 STAT3와 PSA

유전자 발현 조절확인하기 위해 luciferase assay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IL-6에 의해 활성화된 전사인자 STAT3은 JAK-STAT3 경로

억제제인 pyridone 6와 resveratrol (10 µM)을 동시 또는 단독 처

리 시 STAT3 promoter의 활성이 억제됨을 확인하였다(Fig. 4A).

Resveratrol은 JAK-STAT3 신호전달을 조절함을 알 수가 있다.

JAK-STAT3 뿐만 아니라 RAS-Raf-MEK-ERK 경로 그리고 PI3K-

PDK-AKT 경로를 통한 PSA luciferase를 측정한 결과, PSA pro-

moter 활성을 억제함을 확인하였다(Fig. 4B). 이러한 결과는 west-

ern blot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Fig. 3A, B)와 일치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었다.

호르몬 불응성 전립선 암은 전립선 암 호르몬 치료제인 fluta-

mide에 의한 내성으로 androgen 의존적에서 비의존적으로 전환됨

을 알 수가 있다(11-13). Androgen 비의존적 경로의 전환으로 주

요 단백질의 발현양상이 바뀌게 됨을 보고하고 있다(2,14,15).

Flutamide는 처리농도에 의해 agonist 현상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

다(16). 본 실험에서는 agonist 현상이 보이는 flutamide 10 µM을

처리하여 호르몬 불응성 전립선 암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효능

Fig. 4. Effects of resveratrol on IL-6-induced STAT or PSA

transcriptional activity. A. LNCaP cells stably transfected with
STAT3-luc vector were incubated with IL-6 (10 µM) and its target
inhibitors of JAK, ERK and STAT3. STAT3 and PSA transcriptional
activity was measur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B.
Cells stably were transfected with reporter genes harboring the PSA
binding site. Cells were treated for 24 h with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of resveratrol and the luciferase activity was
measured. The transcriptional activity of STAT3 and PSA was
assessed by corresponding luciferase reporter gene analysis. The
asterisk(s) indicate a significant (**p<0.01) inhibitory effect of
resveratrol on STAT3 and PSA transcriptional activity.



520 한국식품과학회지 제 46권 제 4호 (2014)

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Androgen receptor (AR) 활성을 유도하는

DHT 1 nM 또는 10 nM과 AR 활성을 억제하는 flutamide를 농도

별(0.01~30 µM)로 처리한 결과 DHT 1 nM과 flutamide 10 µM에

서 PSA-luciferase 활성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Fig. 5A). 위

의 조건을 기본으로 IL-6를 유도하여 PSA-luciferase 활성이 가장

높게 나오는 IL-6, DHT, flutamide 처리 후 resveratrol을 농도별(0,

1, 3, 10, 30 µM)로 처리할 경우 호르몬 치료제인 flutamide에 의

한 PSA 활성이 resveratrol 농도에 의존적으로 억제됨을 확인하였

다(Fig. 5B). 이러한 연구 결과는 androgen 비의존적인 유전자의

발현에서 resveratrol이 특이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시해준 결

과이다.

Anchorage independent growth assay

Resveratrol이 암화과정에 관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립선 암

세포에 IL-6, DHT 또는 flutamide 처리한 후 anchorage indepen-

dent growth 실험(17,18)을 수행하였다. Fig. 6에서 볼 수 있듯이

전립선 암화를 유도하는 IL-6 (50 ng), DHT (1 nM), 그리고 fluta-

mide (10 µM)을 처리한 결과 colony 형성이 증가되었다. Colony

형성이 증가되는 위의 조건으로 resveratrol을 농도별(0, 5, 25 µM)

로 처리한 결과 resveratrol 25 µM에서 현저히 콜로니의 형성이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위의 실험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resveratrol

Fig. 5. Effects of resveratrol on the DHT, IL-6- or IL-6 plus DHT and flutamide-induced PSA transcriptional activity. A. PSA
transcriptional activity was induced by treatment of cells harboring PSA binding site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of DHT and flutamide. The
asterisk(s) indicate a significant (**p<0.01) antagonist and agonist effect of flutamide on PSA transcriptional activity. B. Inhibitory effect of
resveratrol on IL-6-induced PSA transcriptional activity in LNCaP cells. Inhibitory effect of resveratrol on IL-6 plus DHT and Flutamide-
induced PSA transcriptional activity in LNCaP cells. The asterisk(s) indicate a significant (**p<0.01) inhibitory effect of resveratrol on PSA
transcriptional activity.

Fig. 6. Effects of resveratrol on the anchorage-independent

growth of prostate cancer cells. A, LNCaP cells were treated with
resveratrol (0, 5, 25 µM) twice a week for 3 weeks in the soft-agar
colony formation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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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IL-6에 의한 STAT3 전사활성과 DHT와 IL-6에 의한 PSA 전

사활성에서 두드러지게 세가지 경로의 주요 단백질인 STAT3와

ERK 그리고 AKT 활성을 억제함 확인하였다(Fig. 7). Resveratrol

은 호르몬 치료제인 flutamide 내성인 전립선 암에서 암화과정을

저해시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암 예방 또는 항암효과를 보유한

소재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 약

전립선암은 발병률이 높은 암종 중에 하나이다. 전립선 치료제

인 flutamide는 androgen 수용체의 호르몬 치료제로서 내성효과에

대한 기본 메커니즘은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flutamide에

의해 유도되는 호르몬 불응성 전립선 암세포 성장에서 포도 성

분인 resveratrol의 억제효과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

해 호르몬 비의존적인 신호전달의 전환으로 유발되는 호르몬 불

응성 전립선 암에서 resveratrol은 예방 및 항암효과에 기여할 것

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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