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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The pathogenesis of transition from viral myocarditis to dilated cardiomyopa-
thy is elusive, although the incidence of dilated cardiomyopathy in human is increasing.
Methods : To clarify the role of the tissue inhibitor of matrix metaloproteinase-2 (TIMP-2) in
this event, we performed immunohistochemistry, immunoblotting and immunoassay of
matrix metalloproteinase-9 (MMP-9) and TIMP-2 in the serum and heart tissue of mice,
which were inoculated with 4000 plaque-forming units of coxsackie B virus. Results : The
MMP-9 was expressed in damaged cardiomyocytes, and the TIMP-2 was expressed in
mainly interstitial connective tissue between cardiac muscle bundles by immunohistochem-
istry. The level of serum MMP-9 was higher in the complicated than non-complicated group
(p<0.001), but the level of TIMP-2 was much lower in complicated than non-complicated
group (p<0.05). These findings were similar to the results of immunohistochemistry and
immunoblotting in tissues. Conclusions : These results suggest that an imbalance in the
level of MMP-9 and its inhibitor might activate cardiac complication in viral myocarditis. 

Key Words : Myocarditis, Cardiomyopathy, Gelatinase B, Tissue inhibitor of matrix metallo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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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쥐의 바이러스성 심근염에서 합병증 동반 유무에 따른 조직 및

혈청내 금속단백효소억제자의 발현 차이

부분의 세포 외 물질의 조직 파괴는 단백 효소에 의하여 이

루어진다. 그 중 기질 금속단백효소(matrix metalloproteinase:

MMP)는 주로 종양의 성장이나 전이, 신생 혈관생성, 조직재

생, 염증, 그리고 출산 후 자궁의 회복 등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다.1 그 중 MMP-9는 효소 전단계의 비활성화 상태로 분비

되며 세포 외 MMP-9의 활성화는 단백융해, 자가융해, 억제자

(tissue inhibitor of MMP-9: TIMP-2)의 제거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2,3 사이토카인 등이 억제자의 분비에 관련된다고 보고되어

있지만 이 역시 정확한 기전은 연구 단계에 있다.4 이들 MMP

및 TIMP 중에는 MMP-9과 TIMP-2가 중요한 물질로 연구되

고 있으며, 특히 종양에서의 역할은 이미 잘 알려져 있을 뿐 아

니라 조직 재생 과정에서의 중요성도 알려져 있다.5,6

확장성 심근증은 그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나

아직 정확한 원인이나 기전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7 많

은 연구가 바이러스성 심근염에서의 이행을 시사하고 있으나8

확실한 관계는 아직 모르고 있다. 코사키바이러스나 그 밖의 장

바이러스의 핵산을 확장성 심근증에서 추출함으로써,7 또는 바

이러스성 심근염 환자에서 지속적으로 심근 생검을 시행한 후

적어도 확장성 심근증의 일부는 바이러스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다는 보고는 있으나8 부분의 경우에 확장성 심근증의 원인이

나 정확한 기전을 밝힐 수 없다. 

한편 심장질환에서도 MMP 및 TIMP에 한 연구가 이루어

져서 Tyagi 등은 허혈성 심질환에서 이차적으로 병발한 심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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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MMP-1 및 TIMP-1가 역할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9,10

또한 저자들은 바이러스로 유도된 심근염에서 MMP-2와

TIMP-2의 발현을 관찰한 바 있다.11,12 이번 연구에서는 바이러

스성 심근염을 유발한 생쥐에서 확장성 심근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한 군과 합병증이 관찰되지 않는 군으로 나누어 이들 효소

와 억제자의 발현을 비교함으로써 합병증 발생 유무에 따른 이

들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재료와 방법

재료

생후 50일의 체중 30 g 정도의 수컷 ICR 생쥐 50마리를 사

용하 다. 그 중 10마리는 조군으로서 콕사키 바이러스 신

에 생리식염수를 동량 주사하 다. 40마리는 실험군으로서 콕사

키 바이러스(ATCC Co., U.S.A.)를 4,000 plaque forming 용

량으로 복강 내 주사하 다. 주사 후 28일째에 살아 남은 생쥐

25마리를 심장 내 혈액 천자 후 경추 신장으로 희생시켰다. 심

장과 폐를 조심스럽게 적출한 후 신선한 심장을 반으로 나누어

반은 즉시 하 80도에 저장하여 면역블로팅에 사용하 다. 또

한 심장 조직의 반은 4% 포르말린에 고정하여 조직학적 연구

와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 다. 조직학적 형태에 기초하여

확장성 심근증이 관찰된 2예, 심한 석회화(전체 심장의 1/4 이

상)를 보이는 2예, 그리고 혈전형성을 보인 1예를 합병증이 병

발한 군으로 분류하 고, 이러한 조직학적 이상이 관찰되지 않

는 20예를 합병증이 병발하지 않은 군으로 분류하여 비교하

다. 면역조직화학 염색은 모든 조직에서 시행하 고 면역블로팅

과 효소면역 측정은 조군, 합병증이 없는 군, 합병증 병발군에

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각각 5마리씩 시행하 다. 

방법

조직학적 검색 및 면역조직화학 염색

조직학적 검색을 위해서 미리 포르말린에 고정된 심장 조직을

파라핀에 포매하여 조직절편기를 이용하여 5 m 두께로 절편

을 만든 후 헤마톡실린-에오진 염색을 하여 광학현미경으로 합

병증의 발생 유무를 관찰하 다. 면역조직화학 염색으로는 통상

의 방법을 사용하 는데, 역시 파라핀 포매 조직으로부터 얻은

5 m 절편을 상으로 탈파라핀화와 함수를 시행한 후 비특이

단백질을 10% 산양 혈청으로 봉쇄하 다. 그리고 3% 과산화

수소를 처리한 다음 일차 항체를 도포하고 실온에서 2시간 처리

하 다. MMP-9 항체(1:200, Calbiochem, San Diego,

U.S.A.), TIMP-2 항체(1:500, 한효생명과학연구소, 전, 한

국), 인터루킨 6항체(1:200, 생명공학연구소, 전, 한국) 등을

일차 항체로 사용하 다. 수세 후 이차 항체(biotinylated sec-

ondary anti mouse and anti rabbit antibody) 및 스트렙타비

딘-과산화효소 결합체(streptavidin-peroxidase complex), 기질

(diamino-benzidine) 등은 Dako 회사의 kit (Santa Cruz,

U.S.A.)를 사용하여 염색하 다. 

면역블로팅

면역블로팅은 MMP-9와 TIMP-2의 면역 반응을 보기 위해

시행하 는데, 각 군( 조군, 합병증 없는 군, 합병증 발생군)

의 순서 로 얼려 놓은 심장 조직의 단백질 추출물 상층액을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에 주입한 후 전기 동하

다. 이를 나이트로세루로오즈막에 옮긴 후 면역조직화학 염색에

서 사용한 항체와 동일한 MMP-9과 TIMP-2항체에 두 시간

반응시켰다. 수세 후 과산화효소와 결합된 이차 항체와 반응시

키고 enhanced chemoluminoscence 기질(Amersham,

Arlington Heights, U.S.A.)을 이용하여 발색하 다. 

효소면역 측정

각 well 당 미리 1:200으로 희석된 MMP-9과 TIMP-2 항

체가 각각 100 L씩 도포되어 있는 상품화된 kit (Amersham,

Buckinghamshire, England)를 이용하 다. 각 well에 각각 혈

청 100 L를 넣고 16시간 실온에서 반응시켰다. 이때 빈칸에는

tris buffered saline 용액을 음성 조군으로 사용하기 위해 처

리하 다. 수세 후 같은 양의 알칼라인 포스파타제가 결합된 이

차 항체를 넣어 주고 실온에서 다시 3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수

세 후 기질(diethanolamine buffer p-nitrophenylphosphate)을

넣고 약 20분간 반응시켜 발색하 다. 반응을 소디움 하이드록

시드로 정지시킨 후 405 nm에서 수치를 읽었다. 표준 플롯도

같은 방법으로 읽고 비교하여 MMP-9와 TIMP-2의 수치를 결

정하 다. 

통계학적 처리

모든 관련성, 즉, 각 군 사이에서의 MMP-9 및 TIMP-2의

차이는 chi-square 검증을 이용하여 비교하 다. p값이 0.05보

다 작을 때 유의하다고 인정하 다.

결 과

조직내 MMP-9과 TIMP-2의 발현(면역조직화학 염색 및 면

역 블로팅)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 을 때 MMP-9는 주로 손상을

입은 심근 세포의 세포질에서 발현되었으며 조군에서는 전혀

발현을 관찰할 수 없었다(Fig. 1A). TIMP-2는 손상을 입은

심근 세포의 세포질에서도 발현되었으나 주로 심근 사이의 결체

조직에서 관찰되었고(Fig. 1B), MMP-9과 달리 조군인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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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에서도 약하게 발현이 관찰되었다. 또한 이들의 발현을

조군 및 합병증이 생긴 군과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군으로 나

누어 비교하 을 때 MMP-9는 합병증이 발생한 군에서 조군

이나 합병증이 없는 군보다 강하게 발현되었고(Fig. 1A, 2A)

TIMP-2는 합병증이 없는 군에서 가장 강하게 발현되었다(Fig.

1B, 2B). 이러한 정도의 차이는 면역블로팅에서 좀 더 확실하

게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혈청에서의 MMP-9, TIMP-2 효소면역 측정

조군에서 MMP-9의 평균 측정치는 0.6 (0.2 ng/mL 으

며(n=5), 합병증이 없는 군(n=10)에서는 7.3±1.5 ng/mL,

그리고 합병증이 발생한 군(n=5)에서는 19.9±4.1 ng/mL이었

다. 이러한 측정치는 표준 편차가 다소 크지만 같은 개체의 조

직에서 시행한 면역블로팅과 일관된 결과를 보 다. TIMP-2의

혈청내 효소면역 측정치는 조군에서 8.9±2.7 ng/mL, 합병증

이 없는 군에서 21.3±4.0 ng/mL, 그리고 합병증이 발생한 군

에서 9.6±1.3 ng/mL이었다. 이러한 결과 역시 면역블로팅과

유사한 결과 다. 따라서 MMP-9는 합병증이 발생한, 조직 손

상이 큰 군에서 가장 강하게 발현되었고(p<0.001), 반면에

TIMP-2는 합병증이 병발하지 않은 군에서 가장 강하게 발현됨

을 알 수 있었다(p<0.05)(Fig. 3). 

조직내 IL-6의 발현

금속단백효소 및 억제자의 발현과의 관계를 관찰하기 위해 인

터루킨 6의 염색을 시행하 는데 모든 군에서 발현이 없거나 미

약하 다. 혈관의 일부 혈관내피세포와 몇몇 염증세포만이 미약

한 발현을 보 다. 

고 찰

전술한 바와 같이 확장성 심근염은 그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

Fig. 1. Immunohistochemistry of MMP-9 and TIMP-2 expressions. (A): MMP-9 is highly expressed in damaged cardiomyocytes, strongest
in complicated group (right), compared to control (left) and non-complicated (middle). (B): TIMP-2 is expressed in interstitial connective
tissue and a few damaged cardiomyocytes, strongest in non-complicated group (middle), compared to control (left), and complicated
(right). MMP: matrix metalloproteinase; TIMP: tissue inhibitor of metalloproteinase.

A B

◀ MMP-9

◀ TIMP-2

A

B

Fig. 2. Immunoblotting of MMP-9 and TIMP-2 in non-complicated
and complicated heart. (A): MMP-9 protein bands are stronger
in complicated group (right) than control (left) and non-compli-
cated (middle). (B): TIMP-2 protein bands are stronger in non-
complicated case (middle), than complicated (right), and control
(left); MMP: matrix metalloproteinase. TIMP: tissue inhibitor of
metalloprotei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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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추세나 아직 정확한 원인이나 기전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연구가 바이러스성 심근염에서의 이행을

시사하고 있으나7,8 확실한 관계는 아직 모르고 있다. 본 연구 결

과는 바이러스성 심근염에서 이차적으로 확장성 심근증 등의 합

병증이 발생할 때 MMP-9 및 TIMP-2의 불균형이 향을 미

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MMP-9가 합병증이 있는

군에서 크게 증가한 것을 보면 합병증을 유발하는 데 역할을 하

며, TIMP-2는 합병증이 없는 군에서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MMP-9를 억제함으로써 조직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하

는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합병증이 유발되는 시기인11

바이러스 주입 후 4주에 희생시켰는데 합병증 병발군 중 확장성

심근증은 2예 뿐이어서 심한 석회화, 또는 혈전 형성을 한 경우

를 합병증 군으로 포함시켜 비교하 다. 심한 석회화 및 혈전

형성은 궁극적으로 심부전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사료되어 합병

증 군에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증 발생 건수가 총

5예에 불과해, 확실한 결론을 위해서는 추후 보다 많은 개체를

상으로 한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포 외 기질을

유지 시키는 데는 이를 분해 시키는 단백 효소와 이들의 작용을

억제시키는 단백효소 억제자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

다.13 그러나 심질환 때에는 이러한 균형이 무너지게 되어 세포

외 기질의 분해를 야기하게 되고 결국 심실이나 심방의 확장을

가져오게 된다.14,15 따라서 MMP-9의 증가나 TIMP-2의 감소

가 이러한 균형을 깨게 되고 조직의 과도한 손상과 심장 기능의

이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16

MMP-9는 조직 내 콜라겐을 분해시키는 금속단백 효소의 한

종류이다.17 심장에서 염증이 발생하면 이들이 활성화되고 결과

적으로 심장의 콜라겐을 분해시켜 조직 손상과 이차적인 심장의

확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18 이러한 현상을 막으려

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TIMP-2가 분비되어 조직수복이나 재

생을 유도해야 하는데,19.20 본 연구에서와 같이 합병증을 유발한

군에서는 합병증이 없는 군보다 TIMP-2의 분비가 현저하게 감

소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TIMP-2의 감소가

MMP-9의 심근 분해와 손상을 막지 못하게 되므로 확장성 심

근증과 같은 합병증이 병발하고 심장 기능의 부전을 야기한다고

생각된다. 확장성 심근증으로 인한 심부전,21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부전,22 또는 일차적 원인을 알 수 없는 심부전23을 가진 환자

의 혈청에서 MMP-9 단백이 증가하 다는 보고 등은 본 결과

와 일치하는 소견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러스 심근염

으로부터 이행하는 심근증에서 관찰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기

전을 밝힐 수 있었다.

TIMP-2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4,24 그

중 인터루킨 6이 TIMP-2를 유도하는 물질로 잘 알려져 있으므

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루킨 6의 발현을 같이 관찰하 다. 또한

저자들의 전 연구에서 인터루킨 6이 바이러스성 심근염에서 조

직 손상에, 특히 바이러스 주입 후 3일에서 5일 사이의 초기의

염증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11 본

실험에서는 바이러스 주입 4주 후 관찰시 합병증이 있는 군이나

합병증이 없는 군에서 거의 차이가 없이 미약한 발현을 보 다.

따라서 인터루킨 6이 초기의 TIMP-2 분비의 유도에 관여하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바이러스 주입 후 4주에는 TIMP-2

나 MMP-9의 유도에 관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이러한 MMP-9나 TIMP-2

의 발현을 임상적 예후 추정에 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

구에서 시행한 혈청의 MMP-9, TIMP-2의 효소면역 측정은

비교적 쉽게 가능하므로 바이러스 심근염 환자에서 주기적으로

MMP-9, TIMP-2의 수치를 측정함으로써 환자의 예후를 추정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TIMP-2를 치료제로 개발하여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심근경색에 의한 심부전증에서,25 그리고

특발성 심근증에서 심부전으로 발전한 환자의 좌심실근에서 금

속단백 효소와 억제자의 활성도를 관찰한 보고와26 일치하는 결

과이며, 본 연구에서는 효소면역 측정을 추가시켜 보다 쉽게 이

들 효소나 억제자를 측정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바이러스성 심근염에서

MMP-9의 증가와 TIMP-2의 감소가 심장의 합병증을 야기함

을 알 수 있었고, MMP-9나 TIMP-2의 측정은 심근증의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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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rum levels of MMP-9 (A) and TIMP-2 (B). (A): Serum
MMP-9 level in complicated group (black bar) is higher than
non-complicated group (gray bar) and control group (white
bar). (B): TIMP-2 is repressed in complicated, compared to non-
complicated case. MMP: matrix metalloproteinase; TIMP: tissue
inhibitor of metalloprotei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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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예민한 진단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심근염의 예후 측정에도

좋은 지표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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