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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Corosolic acid (CA), also known as 2α-hydroxyursolic acid, is present in numerous 
plants, and is reported to exhibit anti-cancer and anti-proliferative activities in various 
cancer cells such as osteosarcoma, hepatocellular carcinoma, lung adenocarcinoma, and 
colon cancer. However, the anti-cancer activity of CA on human breast cancer cells and the 
underlying mechanisms remain to be elucidated. The present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anticancer effects of CA in the human breast cancer cell line, MDA-MB-231.
Methods: Cell viability, reactive oxygen species (ROS) production, apoptosis marker protein 
expression, migration, invasion rate, and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levels 
were assessed by treating MDA-MB-231 cells to increasing concentrations of CA.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CA significantly inhibited the cell proliferation of MDA-
MB-231 cells in a dose-dependent manner. To assess the effect of CA on apoptosis, nuclei 
of MDA-MB-231 cells were stained with DAPI solution. Chromatin condensation, which 
indicates apoptosis, was observed to increase dose-dependently. In addition, western-blot 
analysis revealed elevated levels of the apoptosis marker proteins (Bax and cleaved caspase 
3) subsequent to MDA-MB-231 exposure to CA. ROS production was also increased in the 
CA-induced apoptosis in MDA-MB-231 treated cells. Interestingly, CA exposure resulted 
in significantly decreased migration and invasion rates in the MDA-MB-231 cells. Data 
further revealed that exposure to CA markedly decreased the VEGF concentration, thereby 
contributing to a reduction in angiogenesis.
Conclusion: Our results determined that exposure to CA induces anti-proliferation, 
apoptosis, and ROS production, and suppresses cell migration and invasion rate in MDA-
MB-231 cells.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indicate the potential of CA to be applied as an 
effective chemotherapeutic agent for treating breast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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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유방암은 세계 전체 여성 암의 25.2%로 전 세계 여성 암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에서는 여성에게 발생하는 전체 암 중 갑상선암 다음 두 번째로 발병률이 높고 중앙암등록본
부 보고 (2018)에 의하면 2016년 우리나라에서 229,180건의 암이 새로이 발생했는데, 그중 유
방암은 남녀 합쳐서 21,839건, 전체 암 발생의 9.5%로 5위를 차지하였다 [1]. 그 원인으로는 유
방암이 전립선암, 자궁암 등과 마찬가지로 호르몬과 관련된 암으로 고지방 섭취, 비만, 음주 

등 식사 요인과 생활 습관이 암 발병의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 서양에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폐경 이후 환자가 대다수인 경우에 반해 우리나라는 40–50

대 환자 발생률이 높다 [3]. 유방암은 뼈 (골), 폐, 간, 중추신경계 순으로 암세포의 침윤과 전
이가 많이 일어나고 그 결과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 치료에 대한 반응과 예후가 좋지 않고 

사망의 위험이 증가한다.

Corosolic acid (CA)는 한국 고유의 식물인 병꽃나무의 잎과 줄기, 참다래의 뿌리, 바나나 잎 

및 멍석딸기 등에서 보고된 pentacyclic triterpene으로 당뇨, 고지혈증, 비만, 변비 치료뿐만 

아니라 골육종, 간세포암, 폐암 등 여러 암에서 항암 효과가 보고되어 있다 [4-8]. 최근 연구에
서 CA는 VEGFR2, Src, FAK, cdc42 활동을 억제하고 caspase-3와 caspase-9의 활성화를 통해 세
포사멸 유도를 하며 세포 증식 억제, 세포 이동을 억제하므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가 되었
다 [4-8]. 암세포가 생존 및 성장을 하려면 산소 및 영양분을 공급해야 하므로 신생혈관 형성
은 중요하며, 그 중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는 강력한 혈관신생 유도인자로 

알려져 있다. 암 치료 시 VEGF, 생성을 억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9]. 현재 CA는 여러 암세포 

중에서 간암세포, 폐암세포, 그리고 대장암 세포에서 세포사멸 조절을 통해서 항암효과에 대
한 보고가 되어있지만 [4-8], 유방암 세포에서 항암효과에 대한 기전 연구가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유방암 세포인 MDA-MB-231에서 CA의 세포증식, 세포사멸, 

reactive oxygen species (ROS) production, 세포 이동 및 침윤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CA의 유방암에 대한 항암효과를 연구하고자 진행되었다.

연구방법

시료 준비
CA 추출 및 정제는 보고된 논문 [10]의 물질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였다. CA는 dimethyl sulfox-

ide (DMSO,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로 1 mg/mL 농도로 희석하여 농도 별 실험
에 맞게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유방암 세포주의 배양
본 실험에 사용한 인간 유방암 세포 MDA-MB-231은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Rockville, 

MD, USA)에서 분양 받았다. 세포는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High Glucose (Gibco, 

Rockville, MD, USA) 배지에 10% fetal bovine serum (FBS), 1% penicillin-streptomycin (Gibco)을 

첨가한 배양액을 사용하여 습윤한 5% CO2, 37°C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세포가 cell culture 

dish의 80%–90%정도 차면 phosphate-buffered saline (PBS, Gibco) 로 세포의 단층을 씻어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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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ypsin-EDTA를 처리하여 모아서 subculture하였고 media는 2–3일 마다 교환하였다.

세포 증식률 측정
인간 유방암 세포 MDA-MB-231을 96 well plate의 각 well당 세포수가 1 × 104 cells/100 µL가 되
도록 seeding한 후 plate에 붙을 수 있도록 growth media를 첨가하여 습윤한 5% CO2, 37°C in-

cubator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했다 [11]. Overnight incubation 후 미디어를 suction한 다음 PBS

로 세척하고 suction한다. Media를 갈아주고 control group은 growth media만 처리하고 exper-

imental group은 CA를 농도 별로 처리하여 incubator에서 24시간, 48시간 배양하였다. 그 후 

각 well당 PBS에 5 mg/mL의 농도로 용해한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Sigma-Aldrich Co.)용액을 10 μL씩 넣고 incubator에서 3시간 동안 방치하였
다. 다음으로 MTT용액을 suction하고 각 well당 100 μL의 DMSO를 첨가하여 plate shaker에
서 30분 동안 형성된 보라색 formazan을 용해시켜 microplate reader (Infinite m200pro; Tecan, 

Grödig, Austria)를 이용하여 570 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 내 핵 염색
유방암세포의 CA 처리 시 세포의 핵 변화를 시각화하기 위하여 4′,6-diamidino-2-phenylin-

dole (DAPI) 핵 염색을 수행하여 핵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12]. 세포는 8-chamber slides에 유방
암 세포 (1 × 104 cell/well)를 분주하고, 24시간 후에 시료를 처리하였다. 24시간 처리 후에 PBS

로 세척한 후에 4% paraformaldehyde solution으로 15분간 고정하였으며, DAPI 로 mounting 

하였다. 시료는 형광현미경 (Zeiss fluorescence microscope; Carl Zeiss Microscopy, Thornwood, 

NY, USA)으로 관찰하였다.

단백질 발현 분석
세포는 RIPA buffer (Cell Signaling Technology, Danvers, MA, USA)를 사용하여 lysis시킨 뒤 10%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에서 분리하고 nitrocellulose mem-

brane으로 transfer하였다. Five percent skim milk로 3시간 동안 blocking한 후 TBS-T buffer (50 

mM Tris-HCl [pH 7.5], 150 mM NaCl and 0.1% Tween 20)로 세척한 후 membrane을 Bax, cleaved 

caspasep 3, glyceraldehyde 3-phosphate dehydrogenase (Cell Signaling Technology) 1차 항체를 

1:1,000으로 희석하여 4°C에서 하룻밤 동안 방치하였다. 이후 TBS-T buffer로 10분간 3회 세척
한 후에 horseradish peroxidase (HRP;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가 결합
된 2차 항체를 이용하여 1시간 30분 동안 반응시킨 뒤 10분간 3회 세척 후 chemiluminescent 

HRP substrate (Thermo Fisher Scientific, Rockville, MD, USA)와 chemidac (Vilber, Collégien, 

France)이미지 장비를 이용해서 가시화시켰다.

세포 내 활성산소종 측정 및 형광 현미경 관찰
세포 내 활성산소종 수준은 2′,7′-dichlorofluorescin-diacetate (DCFH-DA)를 이용하는 방법 

[13]으로 측정하였다. 세포 배양용 96-well black plate에 유방암세포 (1 × 104 cell/well)를 분주
하고, 24시간 후에 시료를 처리하였다. 세포에 상층액을 제거하고 PBS에 녹인 20 μM DCFH-

DA (Sigma-Aldrich Co.)를 well에 넣고 37°C, 5% CO2에서 30분간 incubation 한 후 PBS로 2번 세
척하였다. DCFH-DA와 세포 내 활성 산소종이 반응하여 형광물질인 2′,7′-dichloro-fluorescin 

(DCF)로 전환된 정도를 형광분석기 (FLx800; Biotek, Seoul, Korea)를 이용하여 excitation 485 

nm, emission 528 nm의 파장에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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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는 8-chamber slides에 유방암 세포 (1 × 104 cell/well)를 분주하고, 24시간 후에 시료를 처
리하였다. 24시간 처리 후에, 20 μM DCFH-DA (Sigma-Aldrich Co.) 농도를 20 분 처리 후에 

DAPI와 같이 mounting 한 다음 시료는 형광 현미경 (Zeiss fluorescence microscope; Carl Zeiss 

Microscopy)으로 관찰하였다.

세포 이동 관찰
MDA-MB-231 cells을 6 well plate에 seeding을 하고 overnight incubation 후 cells이 가득 찼을 때 

pipette tip을 이용해 cell monolayers에 조심스럽게 인공적인 상처를 내고 부유한 세포를 제거
하기 위해 PBS로 세척하였다. CA를 처리 후 현미경을 이용해 세포이동성은 0 그리고 24시간 

마다 관찰하였다 [14].

세포 침윤 관찰
Transwell assay는 cell culture insert (Falcon® Cell Culture Inserts, pore size, 8 µm; Corning Inc., 

Corning, NY, USA)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MDA-MB-231 Cell은 serum free medium에 1 × 105 

cells/mL 농도로 만들어 chamber 안쪽에 300 μL를 넣고 chamber 바깥쪽에는 세포의 침투를 유
도하는 영양분인 10% FBS를 함유한 medium을 700 μL를 넣고 시료를 처리하고 5% CO2, 37°C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그 후 chamber를 제거하고 cell stain solution으로 chamber 

바깥쪽이었던 부분의 cell을 염색하고 염색된 cell number를 측정하였다.

VEGF 농도 측정
Cancer cell의 angiogenesis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VEGF를 상업적 ELISA kit (Quantikine Human 

VEGF immunoassay; R&D Systems, Minneapolis, MN, USA)를 이용하여 제조회사의 방법에 따
랐으며 450 nm파장에서 microplate reader (Infinite m200pro; Tecan)로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ver. 12.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수행하였고, 

모든 실험결과는 평균치와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각 군간 비교는 t-test분석을 실
시하였다. 대조군과 비교하여 p 값이 0.05 미만일 때를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다고 판
정하였다.

결과

CA의 인간 유방암 세포 MDA-MB-231의 증식률 억제 및 세포사멸 증가 효과
본 연구는 CA가 인간 유방암 세포 MDA-MB-231 cells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
여 CA를 농도 별 그리고 시간 별로 처리하여 MTT assay를 통해 관찰하였다. CA구조는 Fig. 1

에서 보여주었다. CA를 각각 0, 0.1, 1, 10, 그리고 50 μM 농도로 24시간 처리하였을 때 각각 농
도 별 세포의 성장률은 100%, 98%, 102%, 71%, 9%로 대조 군과 비교하여 10 μM의 농도에서
부터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의 증식률이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 (Fig. 2A). 그리고 CA를 각각 

0, 0.1, 1, 10, 50 μM로 48시간 처리한 경우 각각 농도 별 세포의 증식률이 100%, 128%, 123%, 

35%, 9%로 대조 군과 비교하여 10 μM의 농도에서부터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 증식률이 유의
적인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0.1 μM과 1 μM을 48시간 처리한 경우 대조 군에 비해 세포 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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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CA가 인간 유방암 세포 MDA-MB-231에 10 μM 이상의 고 농부터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의 증식률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세포의 증식률 억제가 apoptosis에 의해 유도된 결과인지 확인하기 위해 DAPI stain 및 apop-

tosis marker 단백질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DAPI stain은 apoptosis에서 핵 응축으로 인한 핵분
열을 형광으로 보여주는 방법으로, apoptosis가 유도된 세포들은 정상세포보다 작은 형태로 

관찰된다고 보고되었다 [15]. MDA-MB-231에 CA를 10, 20, 50 μM의 농도로 24시간 동안 처리
한 후 DAPI 염색을 하여 형광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였다 (Fig. 2B). 그 결과 MTT assay와 비슷하
게 농도 별로 CA를 처리한 세포에서 DAPI에 반응한 죽은 세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Apoptosis 

marker 단백질의 Bax 그리고 cleaved caspase-3 단백질들의 발현 또한 10 μM의 CA를 처리한 군
에서 발현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C). 본 실험을 통해 CA에 의한 암세포의 

증식 억제 효과가 세포 사멸에 의한 것인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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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 of corosolic acid: (2α,3β)-2,3-dihydroxyurs-12-en-28-oic acid, 2α-hydroxyursol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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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CA on the cell viability and the morphological changes. (A) Cell viability in MDA-MB-231 cells treated with CA (0.1, 1, 10, and 50 μM) compared 
with CON (only growth media) (n = 8/sample). (B) MDA-MB-231 cells were treated with absence or presence of CA (0, 10, 20, and 50 μM) for 24 hours and 
apoptotic cells were stained with DAPI (n = 4/sample). (C) Representative levels of apoptosis marker proteins Bax and cleaved caspase-3 in the indicated groups 
are shown (n = 2/sample). The data represent mean ± SD. 
CON, control; CA, corosolic acid; GAPDH, glyceraldehyde 3-phosphate dehydrogenase, DAPI, 4′,6-diamidino-2-phenylindole. 
**p < 0.01.



CA의 인간 유방암 세포 MDA-MB-231의 ROS production 증가 효과
활성산소종 (ROS)은 second messenger로 사용하여 신호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세포사멸을 일
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16]. 따라서 세포 사멸에 의한 증식률 억제인지 보기 위해서 ROS pro-

duction을 형광 현미경 및 형광 plate reader기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DAPI stain결과와 유
사하게 CA를 처리한 형광 현미경 이미지 결과 및 density에서 DCF green 파장이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따라서 CA가 인간 유방암 세포 MDA-MB-231의 ROS production 

증가에 의해서 apoptosis를 일으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인간 유방암 세포 MDA-MB-231의 이동 억제 효과
CA가 인간 유방암 세포 MDA-MB-231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wound-heal-

ing assay를 실시하여 관찰하였다. CA를 처리한 실험 군과 처리하지 않은 대조 군과 비교하
였는데, wound-healing assay 결과는 CA를 처리한 후 상처의 폐쇄가 상당히 지연되었음을 보
여주었다 (Fig. 4). 따라서 CA가 인간 유방암 세포 MDA-MB-231의 이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유
추할 수 있었다.

인간 유방암 세포 MDA-MB-231의 전이 및 VEGF 억제 효과
CA가 인간 유방암 세포 MDA-MB-231의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포 침윤 및 

VEGF 농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CA를 처리한 실험 군과 처리하지 않은 대조 군과 비교하였
는데, 침윤 능력 결과는 CA를 처리한 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5A). VEGF 농도 결
과도 암세포 침윤 결과와 비슷하게 CA를 처리한 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Fig. 5B).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CA에 의한 암세포의 침윤 억제 및 VEGF 발현 감소로 인해
서 세포의 전이 능력을 억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고찰

CA의 유방암의 세포증식, 세포사멸, 전이에 미치는 영양을 조사하기 위해 인간의 유방암 세
포인 MDA-MB-231 세포 주를 이용하여 세포의 증식, 세포사멸, ROS production, 세포 이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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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CA on the ROS production. (A) Confocal image showing relative ROS in MDA-MB-231 cells treated 
with CA (10 μM) compared with CON (only growth media) (n = 4/sample). MDA-MB-231 cells were counterstained 
with DAPI to stain the cell nuclei. (B) The rate of ROS production in MDA-MB-231 cells after treatment with CON 
(only growth media) or CA (n = 9/sample). The data represent mean ± SD. 
CON, control; CA, corosolic acid; ROS, reactive oxygen species; DAPI, 4′,6-diamidino-2-phenylindole; DCF, 
dichloro-fluorescin. 
**p < 0.01.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in vitro 수준에서 평가를 하였다. 본 연구는 CA의 유방암 세포에서 항
암효과 및 기전을 연구한 최초의 보고이다.

다양한 농도의 CA를 인간 유래 유방암세포인 MDA-MB-231세포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기 위해 MTT assay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10 μM부터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
의 증식률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다 (Fig. 2). 최근에 보고된 연구에서는 폐암 세포
인 A549에서 CA를 처리해서 세포 증식률 및 전이 억제를 보았을 때 40 μM 농도에서 유의적
으로 세포 증식이 억제된다고 보고를 하였다 [7]. 또 다른 암세포 중에 하나인 인간 위암세포 

BGC-823에서도 CA농도 별로 처리했을 때 40 μM 농도에서 유의적으로 세포 증식이 억제된
다고 보고를 하였다 [17]. 다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농도에서 인간 유래 유방암 세포의 증식
을 억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Apoptosis는 인간의 질병에 있어 다양한 생물학적 과정에 관여하며, 세포 수축, 염색질 분해
와 핵 응축 등의 일반적인 특징을 가진다. DAPI stain은 apoptosis에 의해 유도된 핵응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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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CA on the MDA-MB-231 cell migration. (A) Images of wound healing assays (100× magnification). 
Scratch wound healing assays were performed using conditioned media (control), serum free media (negative 
control), and CA (10 μM) for 24 hours. Images were obtained at 0, and 24 hours. (B)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scratch wound healing assay after 24 hours. The data represent mean ± SD. 
CON, control; CA, corosolic acid.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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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CA on the MDA-MB-231 cell invasion. (A) Transwell chamber was performed for the migration assay (200× magnification). MDA-MB-231 cells were 
treated with CA (10 μM) for 24 hours. (B) Representative levels of VEGF in the indicated groups are shown (n = 4/sample). 
CON, control; CA, corosolic acid; 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p < 0.01.



인한 핵분열을 가시화시켜주는 하나의 실험기법으로, apoptosis가 유도된 세포들은 정상세
포에 비해 약간 작은 형태로 관찰된다 [15]. 본 연구 결과에서 기존에 세포사멸을 일으키는 세
포 형태와 같이 CA 농도 별로 처리한 MDA-MB-231 세포에서 결과를 확인을 하였다 (Fig. 3). 

Apoptosis marker 단백질 중에서 Bax와 cleaved caspase-3 또한 CA를 처리한 군에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3). 본 연구를 통해서 CA는 세포 사멸의 기전을 통해서 세포 증식을 억
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암은 세 단계인 초기 진행, 증식 및 전이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활성산소는 이 세 단계 모
두에서 관여한다. 초기 진행에서는 ROS가 DNA 손상과 유전자 발현 및 돌연변이를 유발하고 

증식단계에서는 비정상적인 유전자 발현 유도, 세포 간의 상호전달과정을 변형하고 신호전
달 과정을 변화시킴으로 세포 증식을 증가시키고 세포사멸을 억제한다. 마지막 전이단계에
서는 활성산소가 더 많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함으로 암세포의 전이를 유발한다 [18]. 본 연구 

결과에서 CA 처리한 MDA-MB-231 세포에서 세포사멸 증가와 마찬가지로 ROS production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

최근 세포가 이동하는 것은 배아 발달, 상처 조직의 회복, 면역 반응 등에 필수적인 성질이나 

암 세포의 이동은 우리 몸의 여러 기관에 전이를 촉진시키므로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억
제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암전이는 암세포의 세포 외 기질 (extracellular matrix) 분
해, 이동 및 혈관 내 이동, 암세포의 원격 부위 착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19]. CA가 MDA-

MB-231 세포의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cell wound healing 및 transwell system

을 사용하여 세포의 이동 및 침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Figs. 4 and 5). VEGF는 가장 

강력한 specific tumor-angiogenic factor로서 신생혈관생성을 유도하는 가장 요한 인자이며, 

암세포의 성장에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20]. 신장암, 폐암, 유방암, 난소암 등 

부분의 종양 조직에서 발현되는데 종양세포뿐만 아니라 종양 기질세포 (tumor stromal cell) 

에서도 분비된다. 최근 연구에는 VEGF 농도가 감소 능력이 유방암 치료제로 사용 가능하다
는 보고가 되었다 [21]. 본 연구 결과에서 CA를 처리했을 때 유의적으로 VEGF 농도가 감소하
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CA 처리한 유방암세포인 MDA-MB-231의 이
동 및 침윤을 억제하여 암전이 억제제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요약

본 연구는 인간 유래 유방 암세포 MDA-MB-231를 대상으로 CA에 의한 세포사멸, 세포 이동 및 

침윤 효과를 조사하였다. 암세포의 증식 억제 효과는 CA 농도 의존적으로 증식률이 감소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CA에 의한 apoptosis 양성 세포를 확인하기 위해 DAPI stain를 진행한 결
과, CA 농도 의존적으로 죽은 세포를 확인하였다. MDA-MB-231 세포에서 CA에 의한apoptosis 

marker 단백질 발현 증가와 ROS production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CA에 의한 MDA-

MB-231의 세포 이동률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세포의 이동과 

전이 능력 또한 CA를 처리한 군에서 통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CA의 암세포 증식률 억제, 세포사멸 증가, 그리고 세포 이동 및 전이 억제 효과가 나
타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 결과를 통해서 향후 유방암에 대한 항암제로 개발될 수 있는 가
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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