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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MMP-2 and MMP-9 are involved in the degradation of extracellular matrix,
and MMP-2 and MMP-9 expressions in breast carcinomas have been reported as a poor
prognostic factor.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rognostic value and the regulatory
factors of MMP-2 and MMP-9 expressions in 73 cases of infiltrating ductal carcinomas, NOS
type. Methods : Immunohistochemistry for MMP-1, -2, -3, -9 and TIMP-1, -2 were performed
and evaluation for patient’s age, size, histologic grade, lymph node metastasis and tumor
markers such as ER, PR, p53, c-erbB-2, cathepsin D, MIB-1, and microvessel density was
done. Results : The expression rates of MMP-1, MMP-2, MMP-3, MMP-9, TIMP-1 and
TIMP-2 were 74.0%, 76.7%, 1.4%, 87.7%, 24.7% and 75.3%, respectively. MMP-2 expres-
sion rate was higher in the tumors of low and intermediate grade and PR positive tumors
(p<0.05), and MMP-9 expression showed an increasing tendency in ER positive tumor
(p=0.0676).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MMP-2 and MMP-1 expressions, and MMP-9
and TIMP-2 expressions were recognized (p<0.05). Conclusion : The prognostic signifi-
cance of MMP-2 and MMP-9 expressions is still unclear, and MMP-2 and MMP-9 expres-
sions seemed to be positively related with MMP-1 and TIMP-2 expressio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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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종의 MMP-2와 MMP-9 발현과 예후 인자와의 연관성

유방암종 환자의 예후 판정에 가장 중요한 인자는 액와림프절

전이이며, 종양의 침윤성 성장이나 림프절 전이는 단백분해효소

인 matrix metalloproteinases (MMPs), urokinase-plasmino-

gen activator, cathepsin B, D, L 등과 접한 연관성이 있다.1-5

MMPs는 아연 또는 칼슘 의존성 효소군으로서 최근까지 23종

류가 알려져 있으며, 분해하는 조직의 종류에 따라서 interstitial

collagenase, stromelysins, gelatinases, elastases, membrane-

type MMPs (MT-MMP)의 5군으로 구분된다.4,5 MMPs 중

gelatinases에 속하는 MMP-2와 MMP-9가 기저막 및 세포외

버팀질의 파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6

MMP-2는 분자량 72 kDa의 제4형 교원질 분해효소로서 기

저막의 중요한 구성성분인 제4형 교원질과 피브로넥틴을 분해하

며 신생혈관 형성에도 관여하여, 암의 침윤과 진행에 관여한다

고 알려져 있다.7 MMP-9는 분자량 92 kDa이며, MMP-2와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생체의 조직 재조합 과정과 MMP-2와

마찬가지로 악성 종양의 침윤성 성장에 관여한다고 한다.8 MMPs

의 버팀질 분해작용은 MMPs의 조직억제인자(tissue inhibitors

of MMPs, TIMPs)에 의해서 주로 조절되며,9 정상 조직에서

는 MMPs와 TIMPs의 분비가 균형을 이룸으로써 기저막의 분

해 사가 적절히 조절되고 있으나 악성 종양에서는 이들 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침윤과 전이가 조장될 수 있다.10 현재까지

TIMPs는 여러 조직에 분포하는 TIMP-1, TIMP-2, TIMP-3

과 정상인의 심장에 국한되어 존재하는 TIMP-4가 확인되었으

며, TIMPs와 MMPs의 결합에는 특이성이 있어서 TIMP-1은

MMP-1과, TIMP-2는 MMP-2와 상호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11

유방암종 조직의 MMPs와 TIMPs 발현에 관한 보고에서는

연구방법에 따라 발현 부위와 발현정도를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

으며, 이러한 다양성은 MMPs와 TIMPs가 복잡한 기전에 의해

조절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설명하 다.7,12 MMP-2

와 MMP-9는 유방암종 세포에서 부분 높게 발현되나 종양

주변 버팀질에서도 발현되며, MMP-2 및 MMP-9 발현이 있

을 때 림프절 전이가 빈번하며, 생존율이 낮고, 재발률은 높으며,

VEGF 발현 및 신생혈관 도 증가 등이 나타나므로 MM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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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MMP-9 발현 양성이 예후가 나쁜 것을 나타내는 독립적인

인자로 보고되었다.13,14

이에 본 연구는 유방암종 조직에서 MMP-2와 MMP-9 발현

과 환자의 나이, 종양의 크기, 조직학적 분화도, 림프절 전이 유

무와 생물학적 종양표지자인 에스트로겐 수용체(ER), 프로게스

테론 수용체(PR), p53, c-erbB-2, MIB-1, cathepsin-D 발현,

미세혈관 도와의 연관성을 조사하여 유방암종에서 MMP-2 및

MMP-9 발현이 예후인자로서 유용한지, MMP-1, MMP-3,

TIMP-1 및 TIMP-2 발현과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하여 MMP-

2 및 MMP-9 발현을 조절하는 인자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

다.

재료와 방법

재료

1999년 1월에서 2001년 6월까지 부산백병원에서 근치적 유방

절제술과 함께 액와림프절 절제술을 시행받은 증례 중 조직학적

유형이 비특이형이었던 73예를 선택하 다.

방법

임상-병리학적 예후인자 조사

수술당시 환자의 나이를 조사하 으며, 50세 미만은 41예, 50

세 이상은 32예이었다. 폐경에 한 정확한 정보가 병력지에 기

록된 증례가 적으므로 폐경 여부를 표시하는 신 50세를 기준

으로 두 군으로 구분하 다. 종양의 크기는 TNM 기준에 따라

구분하 으며 2.0 cm 이하는 13예, 2.1-5.0 cm 사이는 43예,

5.1 cm 이상은 17예이었고, 림프절 전이 양성은 47예, 음성은

26예이었다. 조직학적 분화도는 modified Scarff-Bloom-

Richardson 분류에 의해 고분화군, 중등도 분화군, 저분화군으

로 구분하 는데, 고분화군은 14예, 중등도 분화군 26예, 저분화

군은 33예이었다. 

부산백병원 병리과에 보관된 ER, PR, p53, c-erbB-2, cathep-

sin D, MIB-1, CD34에 한 면역조직화학염색 슬라이드를 재검

경하 다. ER, PR 및 p53 발현은 10% 이상의 종양세포의 핵

에서 발현을 보이면 양성으로 판독하 으며, 총 73예 중 ER 양

성은 28예, PR 양성은 43예, p53 양성은 41예이었다. C-erbB-2

발현은 종양세포 변연부를 따라 10% 이상의 세포가 강한 발현

을 보이는 경우를 양성으로 해석하 으며 73예 중 31예가 양성

이었다. Cathepsin D 발현은 50% 이상의 종양세포의 세포질에

발현을 보이면 양성으로 판독하 는데 양성은 53예, 음성은 20

예이었다. MIB-1 표지지수는 저등급(10% 미만), 중등급(10%

이상 50% 미만), 고등급(50% 이상)으로 구분하 고, 저등급

은 16예, 중등급은 25예, 고등급은 32예이었다. 미세혈관 도는

CD34 면역염색에서 혈관신생이 가장 활발한 부위를 택한 후

200배시야 세 군데 이상에서 신생혈관 개수를 세어 200배시야

당 평균치를 구하여 산정하 다. 73예의 미세혈관 도의 평균은

40개이며, 평균치 이하인 저등급은 37예, 평균 이상으로 미세혈

관 도가 증가한 고등급은 36예이었다.

MMP-1, -2, -3, -9 및 TIMP-1, -2에 한 면역조직화학검사

73예의 파라핀 블록에서 6개 이상의 4-5 두께의 연속 조직

절편을 얻어 organic silane이 처리된 슬라이드에 부착시키고 탈

파라핀 과정과 함수과정을 거친 후 전자렌지를 이용하여 전처리

하고, 내인성 과산화효소의 작용 방지를 위해 3% 과산화수소수

를 이용하여 10분간 처리하 다.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위해 LSAB

(labelled streptoavidin biotin) kit (DAKO, Carpinteria, US)

를 이용하 는데, 먼저 blocking serum으로 20분간 처리한 후

일차 항체인 MMP-1 (Oncogene. Boston, US, 1:200), MMP-

2 (Oncogene. 1:200), MMP-3 (Oncogene. 1:200), MMP-9

(Neomark, Fremont, US, 1:300), TIMP-1 (Neomark, 1:100),

TIMP-2 (Neomark, 1:200)를 실온에서 60분간 반응시켰다.

Tris buffered saline (TBS)으로 10분간 세번 수세한 후 2차

항체인 horse biotinylated anti-rabbit IgG를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TBS로 다시 세 번 수세한 후 peroxidase-conju-

gated streptavidin (DAKO, Carpinteria, US)과 실온에서 30

분간 반응시킨 후 TBS로 수세하고 diaminobenzidine (DAB)

혹은 AEC (amino-ethyl-carbazole)로 10-20분간 실온에서 발

색시켰다. 다시 TBS로 세 번 수세한 후 Mayer’s hematoxylin

으로 조 염색하고 crystal mount를 사용하여 봉입한 후 검경

하 다. 음성 조 표본은 일차항체 신 TBS를 사용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염색하 다. 

MMP-1, -2, -3, -9와 TIMP-1, -2 면역조직화학염색은 유

방암종세포의 세포질 발현을 관찰하 는데, 50% 이상의 종양세

포가 주변 정상 조직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한 발현을 보이면

2+로, 50% 이상의 종양세포가 주변 정상 조직에 비해 약간 증

가한 발현을 보이면 1+로 판독하 고, 50% 미만의 종양세포가

발현을 보이거나 주변 정상 조직과 비슷한 정도의 약한 발현을

보이면 음성으로 판독하 다. 유방암종 주변 버팀질의 MMP-1,

-2, -3, -9와 TIMP-1, -2 발현은 본 연구에 포함하지 않았다.

통계학적 분석

MMP-2 및 MMP-9 발현과 환자의 나이, 종양의 크기 및

분화도, 림프절 전이 유무와의 연관성과 MMP-2 및 MMP-9

발현과 생물학적 표지자인 ER, PR, p53, c-erbB-2, cathep-

sin-D 발현, MIB-1 표지지수와 미세혈관 도의 연관성을 SAS

(ver 8.1) program을 이용하여 chi-square 혹은 Fisher’s exact

T-test로서 검정하 다. 또한 MMP-2, MMP-9 발현과 MMP-

1, MMP-3, TIMP-1, TIMP-2 발현 간의 연관성을 검정하

으며,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 다. 



결 과

MMP-1, MMP-2, MMP-3, MMP-9 및 TIMP-1, TIMP-2 발현

MMP-2 발현은 종양세포의 세포막을 따라 관찰되었으며(Fig.

1A), 총 73예 중 56예(76.7%)에서 발현을 보 으며, 그중 2+

는 20예(27.4%)이었다. MMP-1, MMP-9 (Fig. 1B), TIMP-

1 (Fig. 1C), TIMP-2 (Fig. 1D) 발현은 종양세포의 세포질에

서 관찰되었으며, 총 73예 중 54예(70.4%), 64예(87.7%), 18예

(24.7%), 55예(75.3%)에서 발현을 보 으며, 그중 2+ 발현은

MMP-1은 23예(31.5%), MMP-9는 17예(23.3%), TIMP-1은

2예(2.8%), TIMP-2는 16예(21.9%)에서 관찰되었다. MMP-3

발현은 73예 중 단지 1예(1.4%)에서 1+로 관찰되었다(Table 1).

MMP-2 및 MMP-9 발현과 임상-병리학적 인자와의 연관성

MMP-2 발현은 50세 미만인 41예 중 34예(82.9%)에서, 50

세 이상인 32예 중 22예(68.8%)에서 관찰되었으며, MMP-9 발

현은 50세 미만인 41예 중 37예(90.2%)에서, 50세 이상인 32예

중 27예(84.4%)에서 관찰되어 연령에 따른 MMP-2 및 MMP-

9 발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MMP-2와 MMP-9 발현은 종양의 크기가 2.0 cm 이하인

13예 중 각각 11예(84.6%)에서, 2.1-5.0 cm 인 43예 중 31예

(72.1%)와 39예(90.7%)에서, 5.1 cm 이상인 17예 중 각각 14

예(82.3%)에서 관찰되었으며, 종양의 크기에 따른 MMP-2 및

MMP-9 발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MMP-2 발현은 고분화군인 14예 중 13예(92.9%), 중등도 분

화군은 26예 중 23예(88.5%), 저분화군은 33예 중 20예(60.6%)

에서 관찰되어 조직학적 분화가 좋을수록 MMP-2 발현율이 높

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다(p=0.012). MMP-9 발현은

고분화군 14예 중 12예(85.7%), 중등도 분화군은 26예 모두에

서, 저분화군 33예 중 26예(78.8%)에서 관찰되었으며 중등도

분화군에서 가장 발현율이 높았다.  

림프절 전이가 있는 47예 중 39예(83.0%)에서, 전이가 없는

26예 중 17예(65.4%)에서 MMP-2가 발현되어 림프절 전이가

있을 때 MMP-2 발현율이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p=0.085).

MMP-9 발현은 림프절 전이가 있는 47예 중 41예(87.2%)에

서, 전이가 없는 26예 중 23예(88.5%)에서 관찰되어 림프절 전

이에 따른 MMP-9 발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2).

유방암종의 MMP-2와 MMP-9 발현  81

No. of positive cases

1+ (%) 2+ (%) Total (%) 

MMP-1 19 31 (42.5) 23 (31.5) 54 (74.0)
MMP-2 17 36 (49.3) 20 (27.4) 56 (76.7)
MMP-3 72 1 (1.4) 0 (0.0) 1 (1.4)
MMP-9 9 47 (64.4) 17 (23.3) 64 (87.7)
TIMP-1 55 16 (21.9) 2 (2.8) 18 (24.7)
TIMP-2 18 39 (53.4) 16 (21.9) 55 (75.3)

Table 1. Expression rates of MMP-1, MMP-2, MMP-3, MMP-9,
TIMP-1 and TIMP-2 in breast carcinomas

No. of
negative
cases

MMP-2 MMP-9

+ (%) p-value + (%) p-value

Age <50 years 41 34 (82.9)
0.155

37 (90.2)
0.4492

≥50 years 32 22 (68.8) 27 (84.4)
Tumor size ≤2.0 cm 13 11 (84.6) 11 (84.6)

2.1-5.0 cm 43 31 (72.1) 0.5297 39 (90.7) 0.6308
≥5.1 cm 17 14 (82.4) 14 (82.4)

Histologic Low 14 13 (92.9) 12 (85.7)
grade Intermediate 26 23 (88.5) 0.012 26 (100.0) 0.047

High 33 20 (60.6) 26 (78.8)
Lymph node Negative 26 17 (65.4)

0.0885
23 (88.5)

0.8786
metastasis Positive 47 39 (83.0) 41 (87.2)

Table 2. MMP-2 and MMP-9 expression rates according to
clinico-pathologic parameters in breast carcinomas

No. of 
cases

Fig. 1.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MMP-2 (A) shows
positive reactions along the
cytoplasmic borders of the
tumor cells, and MMP-9 (B),
TIMP-1 (C) and TIMP-2 (D)
expressions are noted in the
cytoplasms of the tumor cells.A B C D



MMP-2 및 MMP-9 발현과 종양의 생물학적 표지자간의 연

관성

ER 양성인 28예 중 24예(85.7%), ER 음성인 44예 중 32예

(72.7%)에서 MMP-2 발현이 관찰되어 ER 양성에서 MMP-2

발현율이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1963).

MMP-9 발현은 ER 양성인 28예 중 27예(96.4%), ER 음성인

44예 중 36예(81.8%)에서 관찰되어 ER 양성에서 MMP-9 발

현율이 높은 경향을 보 다(p=0.0676). PR 양성인 43예 중 37

예(86.0%), PR 음성인 30예 중 19예(63.3%)에서 MMP-2 발

현이 관찰되어 PR 양성일 때 MMP-2 발현율이 높았으며 통계

학적으로 유의하 다(p=0.0239). MMP-9 발현은 PR 양성인

43예 중 38예(88.4%), PR 음성인 30예 중 26예(86.7%)에서

관찰되어 PR 발현 유무에 따른 MMP-9 발현의 차이는 유의하

지 않았다.

p53 발현이 음성인 32예 중 27예(84.4%), 양성인 41예 중

29예(70.7%)에서 MMP-2 발현이 관찰되어 p53 발현 음성일

때 MMP-2 발현율이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1712). MMP-9 발현은 p53 음성인 32예 중 29예(90.6%),

양성인 41예 중 35예(85.4%)에서 관찰되어 p53 발현이 음성일

때 조금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MIB-1 표지지수가 저등급

인 16예 중 12예(75.0%). 중등도인 25예 중 19예(76.0%), 고

등급인 32예 중 25예(78.1%)에서 MMP-2 발현이 관찰되어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MIB-1 표지지수가 저등급인 16

예 중 15예(93.8%). 중등도인 25예 중 23예(92.0%), 고등급인

32예 중 26예(81.3%)에서 MMP-9 발현이 관찰되어 MIB-1

표지지수가 50% 이상일 때 MMP-9 발현율이 감소하 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C-erbB-2 발현 양성인 31예 중 24예(77.4%)와 27예(87.1%)

에서, c-erbB-2 음성인 42예 중 32예(76.2%)와 37예(88.1%)

에서 MMP-2와 MMP-9 발현이 관찰되었으며, c-erbB-2 발

현에 따른 MMP-2와 MMP-9 발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Cathepsin D 발현 음성인 20예 중 13예(65.0%)와 18예(90.0%)

에서, cathepsin D 양성인 53예 중 43예(81.1%)와 46예(86.8%)

에서 MMP-2와 MMP-9 발현이 관찰되었으며, cathepsin D

발현에 따른 MMP-2와 MMP-9 발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

다. 미세혈관 도가 증가하지 않은 37예 중 28예(75.7%)와 32

예(86.5%)에서, 미세혈관 도가 증가한 36예 중 28예(77.8%)

와 32예(88.9%)에서 MMP-2와 MMP-9 발현이 관찰되었으

며, 미세혈관 도 증가에 따른 MMP-2와 MMP-9 발현의 차

이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3).

MMP-2, MMP-9 발현과 MMP-1, MMP-3, TIMP-1, TIMP-2

발현과의 연관성

MMP-1 발현 양성인 54예 중 46예(85.2%)에서, MMP-1

음성인 19예 중 10예(52.6%)에서 MMP-2 발현이 관찰되어

MMP-1 발현에 따른 MMP-2 발현의 차이는 유의하 다

(p=0.0039). MMP-1 발현 양성인 54예 중 49예(90.7%)에서,

MMP-1 음성인 19예 중 15예(78.9%)에서 MMP-9 발현이 관

찰되어 MMP-1 발현에 따른 MMP-9 발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p=0.1797). MMP-3 발현과 MMP-2와 MMP-9 발현

과의 연관성에 한 통계학적 분석은 MMP-3 양성인 경우가 1

예로서 하지 않았다.

TIMP-1 발현 양성인 18예 중 15예(83.3%)에서, TIMP-1

음성인 55예 중 41예(74.5%)에서 MMP-2 발현이 관찰되고,

TIMP-1 발현 양성인 18예 중 17예(94.4%)에서, TIMP-1 음

성인 55예 중 47예(85.5%)에서 MMP-9 발현이 관찰되어

TIMP-1 발현에 따른 MMP-2와 MMP-9 발현율의 차이는 유

의하지 않았다. TIMP-2 발현 양성인 55예 중 44예(80.0%)에

서, TIMP-2 음성인 18예 중 12예(66.7%)에서 MMP-2 발현

이 관찰되어 TIMP-2 발현에 따른 MMP-2 발현의 차이는 유

의하지 않았다. TIMP-2 발현 양성인 55예 중 51예(92.7%)에

서, TIMP-2 음성인 18예 중 13예(72.2%)에서 MMP-9 발현

이 관찰되어 TIMP-2 발현 양성일 때 MMP-9 발현율이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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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P-2 MMP-9

+ (%) p-value + (%) p-value

Estrogen Negative 44 32 (72.7)
0.1963

36 (81.8)
0.0676

receptor Positive 28 24 (85.7) 27 (96.4)
Progesterone Negative 30 19 (63.3)

0.0239
26 (86.7)

0.8274
receptor Positive 43 37 (86.0) 38 (88.4)

p53 Negative 32 27 (84.4)
0.1712

29 (90.6)
0.4977

Positive 41 29 (70.7) 35 (85.4)
MIB-1 Low 16 12 (75.0) 15 (93.8)

Intermediate 25 19 (76.0) 0.9660 23 (92.0) 0.3327
High 32 25 (78.1) 26 (81.3)

c-erbB-2 Negative 42 32 (76.2)
0.8436

37 (88.1)
0.9274

Positive 31 24 (77.4) 27 (87.1)
Cathepsin D Negative 20 13 (65.0)

0.1458
18 (90.0)

0.7101
Positive 53 43 (81.1) 46 (86.8)

Microvessel Low 37 28 (75.7)
0.8481

32 (86.5)
0.8981

density High 36 28 (77.8) 32 (88.9)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MMP-2 and MMP-9 expressions
and biologic tumor markers in breast carcinomas

No. of 
cases

MMP-9MMP-2

Positive (%) p-value Positive (%) p-value

MMP-1 Negative 19 10 (52.6)
0.0039

15 (78.9)
0.1797

Positive 54 46 (85.2) 49 (90.7)
TIMP-1 Negative 55 41 (74.5)

0.4439
47 (85.5)

0.3139
Positive 18 15 (83.3) 17 (94.4)

TIMP-2 Negative 18 12 (66.7)
0.2454

13 (72.2)
0.0216Positive 55 44 (80.0) 51 (92.7)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MMP-2 and MMP-9 expressions
and MMP-1, MMP-3, TIMP-1 and TIMP-2 expressions in breast
carcinomas

No. of 
cases



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다(p=0.0216)(Table 4).

고 찰

유방암종 조직의 MMPs 발현 양상에 해 MMP-2는 종양

조직에서 발현된다는 보고15도 있고, 종양 주변의 버팀질 세포에

서 주로 발현된다고 보고16,17도 있는 등 발현 양상에 해 이견

이 있다. Iwata 등9은 유방암종 조직에서 MMP-1, MMP-2,

MMP-9, TIMP-1과 TIMP-2가 종양세포에서 주로 발현되며,

종양 주변 버팀질의 섬유아세포들은 MMP-3을 제외한 모든

MMPs에 양성 반응을 보이고, MMP-2 발현은 종양 세포의 세

포막을 따라 주로 관찰된다고 하 다. 그러나 MMP-3 발현은

종양의 버팀질에 침입한 T 림프구에 주로 발현되었으며, 종양

세포의 15% 미만에서 양성으로 관찰되었다고 하 다.9 Mon-

teagudo 등18의 면역염색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제4형 교원질 분

해효소 발현율이 90%라고 하 으며. Visscher 등19은 MMP-2

발현율은 76.7%, MMP-9는 87.7%, TIMP-2는 24%라고 하

다. 민 등20은 57예 중 39예(68.4%)가 MMP-2 양성이었고, 45

예(79.0%)가 TIMP-2 양성이었다고 하 으며, 최 등21의 연구

에서는 MMP-2 발현율은 34.4%, MMP-9는 28.1%, TIMP-1

은 16.3%, TIMP-2는 10.0%로 보고하는 등 MMPs와 TIMPs

발현율이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 다. 최근 김 등22의 보고에 의

하면 침윤성 유방암종에서 MMP-2, MT1-MMP, TIMP-2

mRNA 발현은 주로 종양세포에서 관찰되고 때로 버팀질에서

도 관찰되나 버팀질에서만 발현되는 경우는 없었으며, MMP-2,

MT1-MMP, TIMP-2 mRNA 발현율은 각각 68%, 73%,

56%이라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유방암종 주변 버팀질의 MMPs 및 TIMPs

발현은 Iwata 등9의 결과와 유사하게 거의 모든 예에서 MMPs

나 TIMPs 종류에 무관하게 비슷한 정도의 약한 발현을 보이므

로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종양세포에서의 발현을 판독하 는데

MMP-2 발현율은 76.7%이었으며, Iwata 등9의 보고와 마찬가

지로 종양세포의 세포막을 따라 발현을 보여주었다. MMP-9

발현율은 87.7%, MMP-1 발현율은 74.0%로 높았지만 MMP-

3 발현은 1.4%로 매우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Monteagudo

등18의 MMP-2 발현율 90% 및 Visscher 등19의 MMP-2 발현

율 76.7%, MMP-9 발현율 87.7%와 비슷하 다. 김 등22은

MMP-2 발현율을 68%로, 민 등20은 MMP-2 발현율을 68.4%

로 보고하여 본 연구의 76.7%보다 조금 낮았다. 최 등21의 연구

에서는 MMP-2 발현율은 34.4%, MMP-9는 28.1%로서 다른

연구결과에 비해 낮았으며, 본 연구에서 2+ 발현율을 보면

MMP-2는 27.4%, MMP-9는 23.3%로서 최 등21의 연구결과

와 비슷하 다. 따라서 연구자에 따른 MMPs 발현율의 차이는

판독기준이 서로 다른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에서 유방암종 조직의 TIMP-1과 TIMP-2 발현율은

24.7%, 75.3%로서 TIMP-2 발현율이 TIMP-1 발현율보다 높

았다. TIMP-1 발현율은 최 등21의 연구에서는 16.3%로서 본

연구보다 조금 낮았다. 본 연구의 TIMP-2 발현율은 75.3%로

서 김 등22의 TIMP-2 mRNA 발현율 56%보다 높았으며, 민

등20이 보고한 TIMP-2 발현율 79.0%와 비슷하 다. Visscher

등19의 TIMP-2 발현율은 24.0%, 최 등21은 10.0%로서 연구자

에 따라 차이가 많았으며, 본 연구에서 TIMP-2가 2+인 빈도

는 21.9%로서 비슷하 다. 이와 같이 MMPs와 TIMPs에 해

연구자에 따라 발현율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면역조직화학염색

방법, 사용한 일차 항체의 종류, 판독 기준이 다르기 때문일 것

으로 추정되었으며, 향후 MMPs 및 TIMPs 연구에 있어서 면

역조직화학염색의 표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 다.

최근 김 등22의 연구에 의하면 침윤성 암종에서 섬유낭성질환

이나 관내암종에 비해 MMP-2 mRNA 발현율이 높고, 병기가

진행할수록 발현율이 증가하므로 MMP-2가 암종의 진행과 관

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 으며, 임상병기가 낮고 종양이 작은

경우에 TIMP-2 mRNA 발현율도 높아 MMP-2와 TIMP-2

발현과 예후 사이에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 다. Pacheco

등14의 보고에서는 유방암종에서 MMP-2와 MMP-9 mRNAs

가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과 생존율이 역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MMP-2와 MMP-9 mRNAs 발현의 측정은 유방암종의 생물

학적 악성도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 다. 유방암종에서

MMP-2 발현은 침윤성 성장 및 전이와 연관성을 보이며, 유방

암종에서 MMP-2가 발현되면 환자의 나이, 종양의 분화도, 종

양의 호르몬 수용체 존재 유무, 병기와 무관하게 예후가 나쁜

것과 관련이 있으며, 생존 기간이 짧다고 하 고,23 40세 미만으

로 MMP-2 양성인 유방암종 환자에서 재발할 위험성이 높다고

하 다.24 림프절 전이가 있는 폐경기 유방암종 환자에서 MMP-

2가 발현되면 재발 위험성이 높으며, 항-에스트로겐 치료가 실

패할 위험인자로 추정된다고 설명한 보고도 있다.12 민 등20은

MMP-2가 침윤성 성장 양식을 보이거나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ER 음성인 경우 발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TIMP-2

발현도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ER 음성인 경우 발현율이 높

은 경향을 보이므로 MMP-2와 TIMP-2 발현 양성은 유방암종

의 악성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견이라고 하 다. 최

등21은 림프절 전이 양성이거나 ER과 PR 음성인 경우 MMP-2

와 MMP-9 발현이 높으며, 핵 등급이 높을수록 MMP-9 발현

이 높으므로 MMP-2와 MMP-9 발현이 유방암종의 진행에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 다. 또한 MMPs와 TIMPs

발현이 역 상관관계를 보이고. TIMPs 발현이 종양과 버팀질 경

계부에서 현저한 점은 TIMPs가 종양의 침윤과 전이 단계의 초

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MMP-2 발현율이 조직학적 분화가 좋을수록,

PR 양성일 때 오히려 높았으며, MMP-9 발현율은 ER 양성일

때 높은 경향을 보여 MMP-2와 MMP-9 발현이 예후가 좋을

것임을 시사하는 인자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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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은 이전 연구20-22와 상반된 것으로 연구자에 따라 연구방법이

다르고, 사용한 일차 항체의 종류와 판독 기준이 달라 MMP-2

와 MMP-9 및 TIMP-1과 TIMP-2 발현율이 차이가 있었고,

발현율의 차이가 예후와의 연관성 분석에 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뿐 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도 예후가 나쁠 것을

시사하는 림프절 전이 양성일 때 MMP-2 발현율이 높은 경향

을 보이고, 재발이나 생존율에 한 조사를 본 연구에 포함시키

지 않았으므로 MMP-2와 MMP-9 발현에 해 예후인자로서

의 의의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웠다.   

악성 종양에서는 MMPs와 TIMPs의 분비의 불균형으로 인해

기저막이 분해되고, 침윤과 전이가 조장될 수 있다.10 TIMP-1

은 MMP-1과, TIMP-2는 MMP-2와 상호 반응하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으며,11 TIMP-1은 interstitial collagenase, stromelysin,

MMP-2, MMP-9의 활성형 또는 비활성형과 질량적으로 1:1

복합체를 형성하여, MMPs가 지니고 있는 분해능을 억제한다

고 하며, TIMP-1과 TIMP-2는 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TIMPs의 생산이 저하되면 MMPs 분비의 조절에 이상이 생기

거나 과다하게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하 다.25 최 등21의 결과를

보면 유방암종에서 MMPs와 TIMPs 발현간 연관성은 없었으

나 MMP-2 혹은 MMP-9 양성이면서 TIMP-1과 TIMP-2 음

성인 경우, 즉 MMP-2와 MMP-9과 TIMP-1과 TIMP-2 간

의 불균형이 있을 때 재발한 경우가 비교적 많았다고 하 다.

김 등22의 연구에 의하면 TIMP-2 mRNA와 MMP-2 mRNA

발현이 역상관성을 보여 이 두 효소가 종양의 침습 과정에서 상

반된 역할을 하는 결과인 것으로 해석하 으나 자궁경부암종에

서 TIMP-2 mRNA 발현이 MMP-2 발현과 서로 비례하 다

는 보고도 있다.26 본 연구에서 MMP-2 발현율은 MMP-1 발

현 양성일 때 높았으나 MMP-2 발현과 TIMP-2 발현의 역상

관성은 없었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TIMP-2 양성일

때 MMP-2 발현율이 오히려 조금 높았다. 반면 MMP-9 발현

율은 MMP-1 발현 양성일 때 조금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으

며, TIMP-2 발현 양성일 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

방암종의 진행과정에 MMPs와 TIMPs가 서로 협력적인 역할

을 할 수도 있으며, 특히 MMP-1 발현과 MMP-2 발현에,

MMP-2의 억제물질로 알려져 있는 TIMP-2가 오히려 MMP-

9 발현에 협력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 다. 

결론적으로 유방암종에서 주변 정상 유방 조직에 비해 침윤성

성장에 관여하는 MMP-2와 MMP-9 발현율이 증가되어 있으

므로 침윤성 유방암종의 형성에 MMP-2와 MMP-9가 관여함을

알 수 있었다. MMP-2 발현율이 조직학적 분화가 좋을수록, PR

양성일 때 오히려 높았으며, MMP-9 발현율은 ER 양성일 때

높은 경향을 보여 MMP-2와 MMP-9 발현이 예후가 좋을 것

임을 시사하는 인자일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연구자간 MMP-2,

MMP-9 발현율이 차이를 보이고, 본 연구에서 재발이나 생존

율과의 연관성이 뒷받침되지 못하므로 MMP-2와 MMP-9 발

현과 예후와의 연관성을 추정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 MMP-

2 발현 양성일 때 MMP-1 발현 양성이 많고, MMP-9 발현

양성일 때 TIMP-2 발현 양성이 많은 점은 MMP-2와 MMP-

9 발현에 MMP-1과 TIMP-2이 협력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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