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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 of MMP-2, MT1-MMP, and TIMP-2 mRNA in Breast
Carcinomas

Dong Won Kim, So-Young Jin and Dong Wha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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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The activation of proMMP-2 is induced by membrane type 1-matrix metallo-
proteinase (MT1-MMP), but inhibited by tissue inhibitors of matrix metalloproteinase type 2
(TIMP-2).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stablish the pattern of mRNA expression of MMP-2,
MT1-MMP, and TIMP-2 in breast carcinomas. Methods : Seventy-nine cases of invasive
ductal carcinoma, 10 of ductal carcinoma in situ, and 10 of fibrocystic disease as a control
were analysed for the expression of MMP-2, MT1-MMP, and TIMP-2 mRNA, using in situ
hybridization. Correlations of the results with the clinical stage, tumor size, nodal status, and
nuclear grade were analysed. Results : The expression rates of MMP-2, MT1-MMP, and
TIMP-2 mRNA in invasive ductal carcinoma were 68%, 73%, and 56%, respectively. They
were localized to both stromal and tumor cells, but mainly in the latter. The MMP-2 mRNA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clinical stage (p<0.05), while the expression
of TIMP-2 mRNA was inversely correlated with clinical stage and tumor size(p<0.05). Signifi-
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MMP-2 and MT1-MMP expressions, along with inverse
relationships between MMP-2 and TIMP-2, and between TIMP-2 and MT1-MMP, were also
found. Conclusions : MMP-2 and TIMP-2 mRNA expressions might be useful as one of a
range of prognostic parameters in breast carcinoma patients.

Key Words : Breast Neoplasms-Gelatinase A-Tissue Inhibitor of Metalloproteinase 2-Mem-
brane-type 1 Matrix Metalloproteinase-In Situ Hybri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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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종에서 MMP-2, MT1-MMP, TIMP-2 mRNA의 발현

악성 종양의 침윤과 전이에는 복잡한 여러 과정이 관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단백분해효소에 의한 상피하 기저막과 세포

외 바탕질의 분해는 필수적인 단계이며, 이에 관여하는 효소에

는 세린 단백분해효소, 시스테인 단백분해효소, 그리고 matrix

metalloproteinase (MMP) 등이 있다.1 그 중에서 MMP는

부분의 세포외 바탕질을 분해함으로써 악성 종양의 침윤과 전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MMP

는 현재까지 17종이 알려져 있으며, 바탕질 특이성에 따라 교원

질분해효소, stromelysin, 젤라틴분해효소, 일라스테이스와 mem-

brane-type metalloproteinase (MT-MMP) 등으로 분류된다.3

그 중에서 젤라틴분해효소의 일종인 MMP-2 (gelatinase A)는

분자량 72-kDa의 제IV형 교원질분해효소로, 기저막의 주요 구

성 성분인 제IV형 교원질, 라미닌, 파이브로넥틴을 분해함으로

써 종양 세포의 바탕질 및 혈관 침습을 용이하게 한다.2 MMP-

2를 포함한 모든 MMP는 처음에는 전효소(proenzyme) 형태

의 비활성형으로 분비되며, 이것이 활성화되어 성숙형이 된 후에

야 비로소 단백분해 능력을 갖게 된다. MT-MMP (MMP-14)

는 가장 최근에 알려진 MMP의 일종으로, 종양세포 표면에서

MMP-2의 전효소 형태인 proMMP-2를 활성형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며, 현재 MT1-MMP, MT2-MMP, MT3-MMP의

세 종류가 알려져 있다.4 Tissue inhibitor of metalloproteinase

(TIMP)는 proMMP의 활성화를 억제함으로써 악성 종양의 침

습을 막으며, 현재 TIMP-1, TIMP-2, TIMP-3, TIMP-4의

네 종류가 알려져 있다.5 그 중에서 TIMP-2는 분자량 22 kDa

의 단백질로, proMMP-2와 결합하여 복합체를 형성함으로써

proMMP-2가 성숙형의 MMP-2로 활성화되는 것을 저지하여

결국 MMP-2의 세포외 바탕질 분해 기능을 억제한다.6 이와 같

은 기능에 따라 MMP 억제제가 원발 또는 전이 종양의 성장률

을 의미 있게 감소시킬 뿐 아니라 종양의 전이를 막을 수 있다

는 보고가 있다.7 악성 종양의 침습과정에서 이상의 세 가지 효

소, 즉 기저막과 세포외 바탕질을 분해하는 단백분해효소인

MMP-2, 이를 억제하는 TIMP-2, MMP-2의 활성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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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MT1-MMP 각각의 발현은 종양의 침습 또는 전이와 상

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여러 악성 종양에서 MMP-2 발현 증가와 암의 전이, 그리고

환자의 생존 기간 사이에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8-11

그러나 전립샘암종에서는 임상병기나 조직학적 등급과 MMP-2

발현 사이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2 MT1-MMP

의 발현 증가가 유방암종과 자궁경부암종에서 전이와 관련이 있

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5, 유방암종에서 MT1-MMP 발현이 기

존의 예후인자와 상관성이 없다는 보고도 있다.13 유방암종에서

는 TIMP-2 발현이 증가할수록 예후가 나쁘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14, 위암종8과 자궁경부암종9에서는 오히려 TIMP-2 발현이

감소할수록 예후가 나쁘다는 보고도 있다. 

이와 같이 예후에 한 차이뿐 아니라 효소를 발현하는 세포

에 해서도 보고자에 따라 다르다. 즉 효소를 발현하는 세포가

주로 종양세포라는 보고와8,9,15 종양세포 주위의 버팀질세포라는

보고도 있다.13,16-18 이들 효소를 생산하는 세포는 악성 종양의

침윤과 전이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세포를 의미하기 때문

에 발현세포의 종류를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유방암종에서 MMP-2, MT1-MMP, TIMP-2 각각의 발현

과 예후 사이의 상관성에 한 연구는 있으나, 이 효소의 mRNA

발현을 제자리부합법으로 검사하여 임상 병기에 따른 발현 양상

의 차이 및 예후와의 상관성을 연구한 보고는 별로 없다. 이에

본 연구자는 유방암종에서 MMP-2, MT1-MMP, TIMP-2

mRNA에 한 제자리부합법을 시행하여 임상 병기에 따른 발

현 양상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들과 기존 예후 인자와의 상관성

을 찾아봄으로써 유방암종의 침습과 전이 과정에서 이들 효소의

역할과 예후인자로서의 가치에 해 알아보고 각 효소를 생산하

는 세포를 조사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 다.

재료와 방법

재료

1996년 1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순천향 학병원에서 유방절

제술 및 겨드랑 림프절절제술을 시행하여 유방암종으로 진단된

예들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임상기록이 구비되어 있고

파라핀 블록의 보관상태가 양호하며, 암종 조직의 양이 충분하

여 적절한 검색이 가능한 침습관암종 79예와 관내암종 10예를

상으로 하 다. 조군으로는 섬유낭질환 10예를 이용하 다.

방법

임상 및 병리학적 검색

침습관암종 79예의 임상 및 병리 소견을 재검토하여 임상 병

기, 겨드랑림프절 전이 여부, 종양의 크기 및 핵등급을 조사하

다. 핵등급은 Black의 핵분화도 기준19에 따라 I 등급(저분화),

II 등급(중분화), III 등급(고분화)으로 분류하 으며, 임상병기

는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의 TNM병기(AJCC-

TNM)에 따라 병기 I부터 IIIA까지 분류하 다. 총 79예의 침

습관암종 중에서 병기 I이 29예, IIA가 22예, IIB가 17예, IIIA

가 11예 고, 림프절 전이가 있던 예가 36예, 없던 예가 43예

다. 종양의 장경이 2 cm 이하가 40예, 2.1-5 cm가 26예, 5.1 cm

이상이 13예 고, 핵등급 I이 26예, II 등급이 48예, III 등급이

5예 다.

제자리부합법

올리고핵산더듬자

본 실험에서는 MMP-2와 MT1-MMP 및 TIMP-2의 mRNA

전사를 검출하기 위하여 안티센스 올리고핵산 DNA 더듬자

(MMP-2, TIMP-2; Genemed, South San Francisco, CA,

USA/MT1-MMP; Biognotik GmbH, Gottingen, Germany)

를 사용하 다. 각각의 probe 서열(5 -3 )은 MMP-2, 5 -TG-

GGCTACGGCGCGG-CGGCGTGGC-3 ; MT1-MMP, 5 -

TCCATCACTTGGTTATTCCTCACCCGCC-3 ; TIMP-2,

5 -CCAGGAGGGATGTCAGAGC-3 이었다. 

제자리부합법

본 실험에서는 InnoGenex 제자리부합법 염색 키트(Inno-

Genex, San Ramon, CA, USA)을 사용하 으며, 그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파라핀에 포매된 조직을 4 m의 두께

로 잘라 ProbeOn Plus 슬라이드(Fisher Scientific, Pittsburgh,

PA, USA)에 부착시켰다. 그리고 자일린과 알코올로 각각 탈

파라핀과 함수과정을 거친 후, 실온에서 proteinase K로 10분간

처리한 다음 0.2% RNase 활성억제제가 첨가된 증류수로 5분간

2회 수세하 다. 후고정을 위하여 1% 포름알데하이드/RNase

free 인산염완충식염수에서 10분간 처리하고 5분간 2회 수세하

다. 그 다음 각각의 probe를 잡종교배 완충액으로 희석하여 만

든 잡종교배 혼합액(MMP-2와 TIMP-2는 1:10, MT1-MMP

는 1:18)을 슬라이드에 떨어뜨리고 플라스틱 커버를 덮었다. 미

리 가열된 가열판에 슬라이드를 놓고 80-90℃에서 5분간 가열

하여 변성시킨 후 습기가 있는 상자에 넣고 37℃에서 밤새 잡종

교배하 다. 슬라이드 수세를 통해 커버를 벗긴 후 0.1% Tween-

20이 첨가된 2xPBS로 10분간 처리하고 PBS로 슬라이드를 한

번 더 세척하 다. Biotin probe로 표지한 MMP-2와 TIMP-2

는 항-biotin으로 20분간 처리하고, FITC probe로 표지한 MT1-

MMP는 항-FITC로 20분간 처리한 후, 각각에 한 2차 항체

로서 biotin conjugated anti-mouse IgG를 실온에서 20분간 반

응하 다. 그 다음 streptavidin-알칼리 인산분해효소로 실온에

서 20분간 처리하고 완충용액으로 수세한 후, MMP-2와 TIMP-

2는 Fast Red substrate로, 그리고 MT1-MMP는 bromo-chloro-

indolyl-phosphate/nitroblue tetrazolium chloride (BCIP/NBT)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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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각각 발색시켜 봉입하 다. 양성 조로 MMP-2와 TIMP-2

는 Biotinylated oligo dT (Research Genetics, Pittsburgh, PA,

USA)를 이용하 고, MT1-MMP는 FITC oligo dT (Biog-

nostik, Gottingen, Germany)를 이용하 다. 음성 조로는

probe 신 잡종교배완충액을 사용하 다. 

결과 판독

종양세포 또는 버팀질세포의 10% 이상에서 MMP-2와 TIMP-

2는 세포질에 적색으로, MT1-MMP는 청색으로 발현한 경우

를 양성으로 판정하 다. 이 때 발현세포가 관상피 또는 종양세

포인지 버팀질세포인지를 구분하여 검색하 다. 

통계학적 분석

임상 병기에 따른 MMP-2, MT1-MMP 및 TIMP-2 mRNA

발현율의 차이와, 종양의 핵등급, 림프절 전이 및 종양의 크기에

따른 MMP-2, MT1-MMP 및 TIMP-2 mRNA 발현율의 차

이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 다. p 값이 0.05 미만

일 때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 다.

결 과

MMP-2, MT1-MMP, TIMP-2 mRNA의 발현율

섬유낭질환 10예에서 MMP-2, MT1-MMP, TIMP-2의 발

현은 각 1예(10%) 고, 관내암종의 경우 MMP-2가 3예(30%),

MT1-MMP가 1예(10%), TIMP-2가 2예(20%) 다. 침습관

암종의 경우 총 79예 중 MMP-2가 54예(68%), MT1-MMP

가 58예(73%), TIMP-2가 44예(56%)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세 효소 모두 섬유낭질환이나 관내암종에 비해 발현율이 높았다

(p<0.05)(Table 1). 

MMP-2, MT1-MMP, TIMP-2 mRNA의 발현 세포

침습관암종에서 양성 세포의 분포는 MMP-2의 경우 54예 중

종양세포와 버팀질세포 모두 양성이 31예, 종양세포에만 양성이

23예 다. MT1-MMP의 경우 58예 중 종양세포와 버팀질세포

모두 양성이 12예, 종양세포에만 양성이 46예 다. 그리고 TIMP-

2의 경우 44예 중 종양세포와 버팀질세포 모두 양성이 8예, 종양

세포에만 양성이 36예 고, 이상의 효소 모두 버팀질세포에만 양

성인 예는 없었다(Table 2). 염색의 강도는 MMP-2와 TIMP-

2는 같은 종양세포 군집 내에서도 종양과 바탕질이 맞닿는 경계

부위에서 더 강하게 염색되는 경향을 보 고 주로 세포질에 염

색되었다(Fig. 1, 2). 그러나 MT1- MMP의 경우에는 위치에

관계 없이 종양세포 군집 내에서는 일정한 강도로 염색되었으

며, 세포질보다 주로 세포막에 염색되었다(Fig. 3).

MMP-2, MT1-MMP, TIMP-2 mRNA 발현과 예후인자와의 상

관관계

침습관암종에서 임상 병기에 따른 효소의 발현율은 MMP-2

는 I기 29예 중 13예(45%), IIA기 22예 중 14예(64%), IIB기

MMP-2* MT1-MMP* TIMP-2*
Group

No. of total
cases No. of positive cases (%)

Fibrocystic disease 10 1 (10) 1 (10) 1 (10)
Ductal carcinoma in situ 10 3 (30) 1 (10) 2 (20)
Invasive ductal carcinoma 79 54 (68) 58 (73) 44 (56)

*: p<0.05 when compared between fibrocystic disease or ductal car-
cinoma in situ and invasive ductal carcinoma.

Table 1. Expression of MMP-2, MT1-MMP, and TIMP-2 mRNA
in fibrocystic disease, ductal carcinoma in situ, and invasive
ductal carcinoma of the breast

Tumor cell Stromal cell
Both tumor cell
and stromal cellISH*

markers
No. of

positive cases
No. of cases (%)

MMP-2 54 23 (43) 0 (0) 31 (57)
MT1-MMP 58 46 (79) 0 (0) 12 (21)
TIMP-2 44 36 (82) 0 (0) 8 (18)

*: in situ hybridization.

Table 2. Types of cells expressing MMP-2, MT1-MMP, and TIMP-
2 mRNA in 79 cases of invasive ductal carcinoma

MMP-2 MT1-MMP TIMP-2Prognostic
Parameters

No. of cases
No. of cases (%)

Stage*
I 29 13 (45)� 24 (83) 21 (72)�

IIA 22 14 (64) 14 (64) 13 (59)
IIB 17 12 (71) 12 (71) 7 (41)
IIIA 11 10 (91) 8 (73) 3 (27)

Nodal status
(-) 43 28 (65) 33 (77) 26 (60)
(+) 36 26 (72) 25 (69) 18 (50)

Tumor size (cm)
≤2 40 23 (58) 30 (75) 30 (75)�

2.1-5 26 19 (73) 19 (73) 10 (38)
>5 13 12 (92) 9 (69) 4 (31)

Nuclear grade‖

I 26 20 (77) 19 (73) 13 (50)
II 48 30 (63) 34 (71) 27 (56)
III 5 4 (80) 5 (100) 4 (80)

*: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 p<0.05 when compared
between MMP-2 (+) and MMP-2 (-) groups, �,�: p<0.05 when com-
pared between TIMP-2 (+) and TIMP-2 (-) groups, ‖: Black’s nuclear
grading system.

Table 3. Correlation between expression of MMP-2, MT1-MMP,
and TIMP-2 mRNA and prognostic parameters in invasive duc-
tal carcinoma of the br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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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예 중 12예(71%), IIIA기 11예 중 10예(91%)로서 임상 병

기가 진행할수록 발현율이 증가하 다. TIMP-2는 I기 29예 중

21예(72%), IIA기 22예 중 13예(59%), IIB기 17예 중 7예

(41%), IIIA기 11예 중 3예(27%)로서 임상 병기가 진행할수

록 발현율이 감소하 으며, 이들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다

(p<0.05). 그러나 MT1-MMP는 I기 29예 중 24예(83%), IIA

기 22예 중 14예(64%), IIB기 17예 중 12예(71%), IIIA기 11

예 중 8예(73%)로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침습관암종에서 다른 예후인자와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MMP-2는 림프절 전이가 있는 36예 중 26예(72%), 림프절 전

이가 없는 43예 중 28예(65%)에서 양성이었다. 그리고 종양의

크기가 2 cm 이하인 40예 중 23예(58%), 2.1-5 cm 26예 중

19예(73%), 5.1 cm 이상 13예 중 12예(92%)에서 양성이어서

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종양의 크기가 클수록 발현율이 높은 경

향은 있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핵등급은 I 등급 26예

중 20예(77%), II 등급 48예 중 30예(63%), III 등급 5예 중 4

예(80%)에서 양성이어서 핵등급과 발현율도 상관성이 없었다

(Table 3). MT1-MMP는 림프절 전이가 있는 36예 중 25예

(69%), 림프절 전이가 없는 43예 중 33예(77%)에서 양성이어

서 림프절 전이가 없는 예에서 발현율이 높은 경향은 있으나 통

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종양의 크기가 2 cm 이하인 40예

중 30예(75%), 2.1-5 cm 26예 중 19예(73%), 5.1 cm 이상

13예 중 9예(69%)에서 양성이어서 종양의 크기와도 상관성이

없었다. 핵등급의 경우에는 I 등급 26예 중 19예(73%), II 등급

48예 중 34예(71%), III 등급 5예 중 5예(100%)에서 양성반응

을 보여 핵등급과도 유의하지 않았다(Table 3). TIMP-2의 경

우에는 림프절 전이가 있는 36예 중 18예(50%), 림프절 전이가

없는 43예 중 26예(60%)에서 양성이어서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에 발현율이 높은 경향은 있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종양의 크기가 2 cm 이하인 40예 중 30예(75%), 2.1-5 cm 26

예 중 10예 (38%), 5.1 cm 이상 13예 중 4예(31%)에서 양성

이어서 종양의 크기가 클수록 발현율이 감소하 다(p<0.05). 핵

Fig. 3. In situ hybridization of MT1-MMP mRNA in invasive ductal
carcinoma of the breast. Cytoplasmic and membranous staining
(arrow) is seen in the tumor cells.

Fig. 2. In situ hybridization of TIMP-2 mRNA in invasive ductal
carcinoma of the breast. An intense staining is seen in the tumor
cells. The stromal cells show weak staining (arrow).

Fig. 1. In situ hybridization of MMP-2 mRNA in invasive ductal
carcinoma of the breast. An intense staining is seen in the tumor
cells, especially along the invasive tumor front (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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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의 경우에는 I 등급 26예 중 13예(50%), II 등급 48예 중

27예(56%), III 등급 5예 중 4예(80%)가 양성이어서. 핵등급

이 낮을수록 TIMP-2 발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

학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Table 3).

MMP-2, MT1-MMP, TIMP-2 상호간 mRNA 발현과의 상관관계

침습관암종에서 MMP-2, TIMP-2, MT1-MMP mRNA 상

호간의 발현율을 비교하여 보면, MMP-2와 MT1-MMP mRNA

의 발현이 각각 증가할수록 TIMP-2 mRNA 발현은 감소하

고(p<0.05), MMP-2 mRNA 발현이 증가할수록 MT1-MMP

mRNA의 발현은 증가하 다(p<0.05).

고 찰

유방암종에서 MMP-2, MT1-MMP 및 TIMP-2 각각의 발

현율은 보고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MMP-2의 발현율은 국내

에서의 최 등20의 34.4%를 제외하고는 72-100%로 높게 보고되

었으며,14,15,21,22 MT1-MMP의 발현율도 92-100%로 높게 보고

되었다.4,13,20 TIMP-2의 발현율은 10-87%로서14,20 차이가 심하

다. 이들 효소 모두는 정상조직이나 양성 병변의 발현율은 0-

11%14,21인데 비해 유방암종에서 높게 발현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MMP-2가 68%, MT1-MMP가 73%

로 다른 보고에 비해 낮았으나 TIMP-2는 56%로서 중간 정도

의 발현율을 보 다. 이와 같은 발현율의 차이는 면역조직화학

염색 또는 제자리부합법 등 방법의 차이뿐만 아니라 결과 판독

시 양성 판정 기준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면역조

직화학염색과 제자리부합법에 의하여 발현율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으나, 같은 유방암종

에서 제자리부합법보다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 MT-MMP 발현

이 더 광범위하다는 연구가 있다.13

MMP-2, MT1-MMP 및 TIMP-2 각 효소의 발현세포는 악

성 종양의 종류와 연구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보고되어 있다.

제자리부합법에 의한 연구에서는 유방암에서 MMP-2 mRNA

가 종양세포보다는 종양 주위의 섬유모세포와 혈관내피세포에서

주로 발현된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16 Davidson 등23은 자궁경부

암종에서 MMP-2 mRNA가 종양세포와 버팀질세포 모두에서

발현되었지만 강양성 반응은 종양세포에서만 관찰되었다고 보고

하 다. 면역조직화학염색에 의한 연구에서는 유방암종에서

MMP-2가 종양세포에서 발현된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14 Ohashi

등24은 식도암종에서 버팀질세포의 MMP-2 발현율이 더 높다

고 보고하 다. 이와 같이 발현세포 종류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MMP 발현이 전사, 분비, 활성화 및 조직억제제에 의한 억제

등 여러 단계에서 조절되어 MMP-2를 발현하는 세포가 반드시

MMP-2를 생성하는 세포를 의미하거나, MMP-2 mRNA 발

현 증가가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MMP-2 단백 증가를 의미하

지는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종양세포와

버팀질세포 모두에서 MMP-2 mRNA가 발현되었으나 종양세

포만 양성인 예가 23예인데 반해 버팀질세포에서만 양성인 예는

없어 정확한 생성 기원을 알기 위해서는 동초점현미경 검사

(confocal microscopy)와 같은 보다 세 한 방법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한다. 

MT1-MMP 단백과 mRNA 발현세포도 악성 종양의 종류와

연구 방법에 따라 다르게 보고되었다. 유방암종에서 Ueno 등4은

면역조직화학적 연구를 통해 MT1-MMP 단백이 주로 종양세

포의 세포막에서 발현하고 종양 주위의 섬유모세포에서는 약하

게 발현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그러나 Polette 등13과 Okada

등17은 제자리부합법에 의한 연구에서 MT1-MMP mRNA가

버팀질세포에서만 발현되었을 뿐 종양세포에서는 발현되지 않았

다고 보고하 다. 이와 같은 차이에 해 버팀질세포 기원의

MT1-MMP가 종양세포에 의해 흡수되거나 종양세포 표면으로

이동한다는 설명과, 전사후 조절의 차이에 기인하여 버팀질세포

에 비해 종양세포에서 안정 상태의 MT1-MMP 단백치가 보다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으나 아직 정확한 기전은 알려져 있

지 않다.4 Polette 등13은 유방암종에서의 제자리부합법와 면역

조직화학염색의 결과를 비교하 다. 즉 제자리부합법에서는 종

양세포 주위의 버팀질세포에 국한하여 MT1-MMP mRNA가

발현되었으나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발현되

어, 다수의 버팀질세포, 혈관내피세포, 종양세포 뿐만 아니라 일

부 정상적인 유방 조직에서도 발현되었음을 보고하 다. 이들은

이와 같은 MT1-MMP 단백과 mRNA의 분포의 불일치는 전

사 조절, mRNA의 반감기, mRNA 해독의 속도 및 단백의 세

포내 저장 능력 등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 다. 본 연구

에서는 종양세포 및 버팀질세포 모두에서 MT1-MMP mRNA

가 발현되었으나, 종양세포에서 더 많이 발현하여 유방암종에서

의 제자리부합법에 의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

었다.

유방암종에서 TIMP-2 발현세포의 종류에 해 부분의 연

구자는 버팀질세포에서 주로 발현되었다고 보고한 반면,13,14,16,21,22

최 등20은 종양세포에서 발현하는 것으로 보고하 으며, 유방암

종외 위암종,8 자궁경부암종9 및 난소암종18을 상으로 한 연구

에서는 종양세포에서 주로 발현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종양세포와 버팀질세포 모두에서 발현되었으나 종양세

포의 발현이 더 높아 기존의 보고와는 다소 차이를 보 다. 

유방암종에서 각 효소의 발현과 예후와의 관계를 보면 MMP-

2는 이의 발현이 조직학적 등급22과 전이성2,15 및 악성도25와 상

관성이 있다고 보고하 고, 최 등20은 MMP-2 발현과 기존의

예후인자 중 림프절 전이, 임상병기, 에스트로겐 및 프로게스테

론 수용체 사이에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침습성관암종에서 MMP-2 mRNA의 발현율이 섬유낭질환이

나 관내암종에 비하여 높았고, 임상 병기가 진행할수록 발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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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의 있게 증가하여 MMP-2가 암종의 진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 다. 그러나 림프절 전이 여부나 종양의 크기와

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예후인자로서의 가치에 해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환자의 생존율과 비교해 보는 것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Ueno 등4은 유방암종에서 MT1-MMP의 발현 증가가 전이

와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한 반면, Polette 등24은 기존의 예후인자

와 상관성이 없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MT1-MMP mRNA

발현과 임상 병기나 다른 예후인자 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이 없

었다. Visscher 등14은 TIMP-2 발현 증가와 종양의 재발 사이

에 상관성이 있다고 하 고, Brummer 등22은 조직학적 등급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 다. 그러나 최 등20은 임상 병기

가 낮은 경우에 TIMP-2 발현이 의의 있게 높다고 보고하 으

며, Nuovo 등9은 자궁경부암종에서 TIMP-2 양성 세포의 수가

적을수록 예후가 좋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임

상 병기가 낮고 종양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발현율이 의의 있게

높아, TIMP-2의 발현과 예후 사이에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

각한다. 

MMP-2와 TIMP-2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간세포암종,26 악성

림프종,27 장암종27에서는 임상 병기가 진행될수록 MMP-2 발

현이 증가하고 TIMP-2 발현이 감소한 반면, 자궁경부암종23에서

는 TIMP-2 mRNA 발현이 MMP-2 발현과 서로 비례하 다

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TIMP-2 mRNA와 MMP-2 mRNA

발현이 서로 역상관성을 보 는데, 이는 종양의 침습과정에서 두

효소가 서로 상반된 역할을 하는 결과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 연구에서 MMP-2의 활성도와 MT1-MMP 발현 사이에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Ueno 등4은 유방암종에서

MT1-MMP가 proMMP-2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암세포의 침윤

과 전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Gilles 등28도

MT1-MMP mRNA 과생산과 MMP-2 활성화 사이에 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도 MMP-2 mRNA 발

현이 증가할수록 MT1-MMP mRNA의 발현은 의의 있게 증

가하여 두 효소의 발현 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방암종에서 MMP-2, MT1-

MMP 및 TIMP-2 모두 종양의 침습과 관련이 있고, 버팀질세포

에서도 발현되나 주로 종양세포에서 발현되며, MMP-2 mRNA

발현과 임상 병기, TIMP-2 mRNA 발현과 임상 병기 및 종양

의 크기 사이에 의의 있는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서 MMP-2 mRNA와 TIMP-2 mRNA 발현을 유방암 환자

에서 예후인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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