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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포외기질 (extracellular matrix)은 교원질, 단백 당, 당 단백 등

의 구조적 요소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정상 세포와 종양 세포가

거주하는 외부적 골격을 형성한다. 조직이 그 형태를 변형시키

거나 기능을 변화시킬 때는 세포외기질이 분해되어야만 한다.

세포외기질의 과도한 파괴는 관절염, 심혈관 질환, 궤양, 기종과

암 등의 질환과 관련이 있다1). 많은 종류의 단백 효소가 세포외

기질의 구성요소를 파괴 시킬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질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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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metalloproteinases have long been viewed as ideal candidates for proteinases that enables tumor cells to permeated basement
membrane defenses and invade surrounding tissue. There is growing evidence that the MMPs have an expanded role, as they are
important for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a microenvironment that facilitates growth and angiogenesis of tumors at primary and
metastatic sites.

MT-MMPs are not secreted but instead remaining attached to cell surfaces. Although not all of the MT-MMPs are fully characterized,
MT-MMPs have important role in localizing and activating secreted MMPs. The MMP genes are transcriptionally responsive to a wide
variety of oncogene, growth factors, cytokine, and hormones. 

Currently, a number of MMP inhibitors are being developed and some have reached clinical trials as anti-metastatic or anti-cancer
therapies. MT1-MMP is involved in the activation of proMMP-2. MT1-MMP is significant not only as a tumor marker but as a new target
for chemotherapy against canc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protein kinase C inhibitor(genistein) on the proliferation of HT1080 and
expression of MT1-MMP mRNA. Human fibrosarcoma cell line HT1080 was cultured and divided 2 groups. The experimental group
was treated with 100μM genistein and incubated 12h, 24h for [3H]-thymidine uptake assay and northern hybridization individually. And
the control group was treated with same amount of PBS for the above procedures.

[3H]-thymidine incorporation was measured with βray detector. And RT-PCR and northern blotting for MT1-MMP mRNA was per-
form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3H]-thymidine uptake was reduced in experimental group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2. MT1-MMP mRNA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experimental group.
These results showed that protein kinase C inhibitor (genistein) inhibited proliferation of HT1080 and almost completely blocked

transcription of MT1-MMP mRNA. So, it is possible to use the protein kinase inhibitor (genistein) as anti-metastatic and anti-proliferative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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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효소 군이 기질금속단백효

소들 (Matrix metalloproteinases: MMPs)이다2). 이 금속단백효소들

은 오랫동안 종양 세포가 기저막을 통과하고 주변의 조직으로

침습할 수 있게 하는 단백 효소로서 생각되어 왔다. 최초로 복제

된 금속단백효소는 종양유전자로부터 유도된 유전자(oncogene-

induced gene)로서 발견되었다3). 이후 금속단백효소의 발현은 종

양유전자와종양의진행에관계된여러성장인자에의해조절될

수 있음이 밝혀 졌다. 그리하여 많은 다른 금속단백효소들이 종

양원성세포에서추출되었고종양의시편에서높은농도로관찰

되었다. 금속단백효소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종양세포가 인접

조직으로 침습하는 능력을 보이는 초기 발견이 있은 후부터 금

속단백효소는 종양세포의 침습과 관련이 있다고 간주되었다. 특

정세포형에서개별금속단백효소의과도한발현은침습과전이

양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은 단일 금속단백효

소의조절만으로도종양의진행을조절할수있음을시사한다1).

금속단백효소의활성은세포외적으로조절할수있으며자연

적인 억제자인 조직 특이성 금속단백효소 억제자 (tissue specific

inhibitors of matrix-metalloproteinases: TIMPs)와의 상호작용에 의

해조절될수있다4). 재조합 TIMPs 단백질을투여하거나 TIMP 유

전자의이식에의해단백질을과도하게발현시키면전이성종양

세포의전이와침습을방지한다는보고가있다5).

일반적으로 높은 침습성과 전이성을 가진 종양에서 많은 양과

많은 수의 금속단백 효소가 발현되며 종양 진행의 초기에서 조

차 금속단백 효소의 양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한다. 금속단백 효소

의유도는악성종양뿐아니라양성종양에서도발생할수있으

며 전이가 일어나기 오래 전에도 종양 발생의 전과정을 통해 금

속단백효소가증가한다1). 유전자변형쥐에서의생체실험을통

해 종양과 종양 간질간의 상호 작용을 설명하 으며 단일 유전

자 산물의 조작이 어떻게 종양이 전과정에 향을 미치는 가에

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개개의 금속단백 효소를 과

발현 하도록 조작된 유전자 변형 쥐에서의 실험은 각각의 금속

단백 효과가 초기 종양의 성장과 고착에 어떠한 향을 주는 가

를밝혔다6).

금속단백 효소는 그 구조와 기질 특이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군으로 나뉘어 진다: collagenases, gelatinases, stromelysins 그리고

membrane type (MT)-MMPs. 처음의 3군은 분비되는 반면 MT-

MMP는세포막부착형의 (transmembrane type) 분자이다7).  

MT1-MMP (MMP14)는 pro-MMP-2의 활성에 관여하며 MT1-MMP

의 전사는 종양세포보다 간질에서 관찰되었으나8), 최근의 연구

에서는간질에서약한발현을보이고침습변연에서종양세포가

MT1-MMP를강하게발현하는것을보 다9). 다른세포에의해생

성된 MT-MMPs를 다른 세포가 이용할 수 있는 지는 밝혀져 있지

않으며 MT1-MMP 발현은 분화가 낮을수록 더 많아 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9).

종양 발생은 복합적인 과정으로서 종양의 혈류공급을 포함한

여러 사건의 조화된 조절을 필요로 한다. 혈관세포(내막세포)는

새로운 혈관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기저막을 통과해야 하므로

신혈관 생성의 과정 중의 혈관내피세포의 침습에 MMP가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0). 또한 MMP는 종양

발현의 여러 단계에서 관여하며 또한 종양의 침습과 전이에 있

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 MMP-2

는 특히 type Ⅳ collagen을 분해함으로써 basement membrane의

파괴를 통해 종양의 전이와 침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Gelatinase A (MMP-2)의발현에있어 MT1-MMP의역

할과 기전은 Lin 등11)과 Park 등12)의 연구에서 이미 밝혀져 있다.

그들은 protein kinase C의활성에의한 protein tyrosine phosphory-

lation의 신호전달 체계를 통해 MMP-2(gelatinase A)의 활성이 이

루어 진다고 보고하 다. Monensin, concanavalin A 등의 물질이

MT1-MMP의 합성을 증가 시킴으로서 progelatinase A의 활성을

촉매한다고 하 다. 또한 herbimycin A와 같은 protein tyrosine

kinase inhibitor가 MT1-MMP mRNA를감소시킴을보 다.

Genistein은 콩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이소플라본

(isoflavone)의 일종으로 항암예방효과13) 및 구강암에서의 혈관형

성 억제작용14) 등이 연구된 바 있다. 현재까지는 genistein의 항암

예방적 효과에 해 연구가 된 반면 치료적인 면에서 고찰된 연

구는많지않은편이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genistein이 장암 세포에서 topoiso-

merase Ⅱ 연관 DNA손상을 유발하고 예정된 세포사를 유발하

는 것으로 밝혀 졌으며15) 또한 백혈병 세포주에서 예정된 세포

사와 G2 phase 정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16). 그리고 동

물실험에서내장선암종의복막전이를감소시키는것을보 다
17). 이러한결과로보아 genistein이항암예방효과를가질뿐아니

라암의성장과전이에있어좀더다양한 향을미칠것으로보

인다.

본연구는 표적인 protein kinase C inhibitor의하나인 genistein

을 MT1-MMP를 많이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간 섬유세포육

종 세포주인 HT1080에 적용하 을 때 MT1-MMP 발현에 미치는

향을 mRNA 전사수준에서 알아보고 종양세포의 증식에 미치

는 향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는 genistein의 항암 효과에 한

평가를하고자계획되었다.

Ⅱ. 재료 및 방법

1. 세포 배양과 배양 조건

인간섬유세포육종세포주인 HT1080을각각 10%의 fetal bovine

serum, 100 IU/ml의 penicillin, 그리고 250㎍/ml의 amphotericin B를

포함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내에서 5%

의이산화탄소를함유한 37℃의가습된 기중에서유지하고배

지는 3일마다교체하 다.

2. 실험군 및 조군의 설정

인간 섬유세포육종 세포주를 6-well plate에 1×106(cells/well)의

도로 분주하여 80% confluence에 도달한 후 배지를 제거하고

무혈청 배지로 교체 후 DMSO 용액 (Sigma, St. Louis, MO)에 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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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00μM genistein(Sigma, St. Louis, MO)을 처리한 군을 실험군으

로 설정하 으며 조군의 경우는 동일 시간동안 genistein 신

동량의 PBS를넣은배지에서동일시간동안배양하 다

Genistein 처리 후 12시간 동안 배양한 군은 [3H]-thymidine

(Amersham, USA) incorporation assay에 사용하 으며 24시간 처

리한 군은 northern hybridization을 위하여 mRNA 추출에 사용하

다.

3. [3H]-thymidine incorporation assay

[3H]-thymidine incorporation assay를 위해 배지를 제거 후 [3H]-

thymidine (5μCi/well)을 분주하여 2시간 동안 배양하고 다시 배지

를제거하 으며세포를 4℃의얼음처럼차가운 5% trichloroacetic

acid (TCA)로고정하 다. TCA로 3~4회세포를세척하 으며 37℃

에서 0.5N NaOH 0.5ml로 30분간 세포를 용해하여 Cocktail용액

(Packard Bioscience, Ulgermaweg, Netherlands)에서 50㎕의시료의

방사선 활성도를 β-ray detector (Beckman, USA)를 이용해 계측하

다.

4. Northern blot analysis

1) MT1-MMP의발현에 한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RT-PCR)

인간섬유세포육종의 세포 도가 1×106cells/well가 되도록 6-

well plates에옮기고, 신선배지로교체한후실험조건하에서 24

시간동안 배양하 다. TRI reagent (Molecular Research Center,

USA)를 이용하여 섬유세포육종 세포들의 총 RNA를 추출하고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정량하 다. First strand cDNA

Synthesis Kit (Stratagene, Tx, USA)를 이용하여 5㎍의 추출된 RNA

를 주형 (template)으로 37℃에서 60분간 역전사 (reverse-transcrip-

tion)를 시행하고 99℃에서 5분간 가열하고 종료하 다. cDNA 주

형과특정시발체 (oligonucleotide primers)를이용하여변성 (94℃,

30초)과연장 (72℃, 90초)의주기를 40회진행하여중합효소연쇄

반응 (PCR)을시행하 다. 가열냉각 (annealing)은 MT1-MMP에

해서 58°에서 60초, GAPDH에 해서는 60℃에서 60초간 시행하

으며 MT1-MMP와 GAPDH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

genase)의시발체의염기배열은기존에발표된논문에서와같이

동일하게사용하 으며 Table 1과같았다18).

2) Preparation of cDNA probes

PCR 산물은 PCR product purification kit (Boehringer Mannheim,

Germany)을 이용하여 정제하 으며, DIG-high prime kit(Boehringer

Mannheim, Germany)를이용한 random priming방법으로 4㎕의 label-

ing mixture와 1㎍의 PCR 산물을 22시간 동안 부란하여 표지하

다. 

3) Northern hybridization

추출된 총 리보핵산 (total RNA) 20㎍을 1.2% agarose/formalde-

hyde gel에 적용하여 전기 동 하 다. 20×standard saline citrate

(SSC)에서 gel을 nylon막 (BM, Germany)에 capillary blotting시켰으

며 자외선 (UV) 하에서 교차 결합시켰다. Nylon막을 50% for-

mamides, 5×SSC, 0.1M phosphate buffer, pH 7.4, 5×Denhardts’

solution, 0.1% sodium dodecyl sulfate (SDS), 5mM EDTA and 100㎍

salmon testis DNA의 혼합물로 55℃에서 30분간 전처리 후 동일

buffer에 100℃ 끓는 물에서 10분간 변성시킨 DNA probe를 넣어

55℃에서 16시간동안 hybridization을 시행하 다. Nylon막은 2×

SSC와 0.1% SDS로 55℃에서 20분간 세척하 으며 DIG-detection

kit (Boehringer Mannheim, Germany)을 이용한 direct colorimetric

detection method에 의해 감지하 으며 각각의 sample에 유사량

의 RNA가 loading 및 transfer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한 방

법으로 표지된 GAPDH probe를 이용하여 northern blotting을 다

시 시행하고 image analyzer  (Bio-Rad, Mississauga, ON)에서 den-

sitometric analysis를시행하여보정하 다.

Ⅲ. 결 과

1. 세포증식 지수

인간섬유세포육종세포주인 HT 1080의 DNA 합성의지표로서

사용한 [3H]-thymidine uptake는 실험군에서 유의할 정도로

Table 1. The condition of RT-PCR and sequences of each primer

MT1-MMP GAPDH

Primer Forward: 5、- Forward: 5、-

TATGAATTCGCCGGCCGGATGAGGGGACTGAG ACCACAGTCCATGCCATCAC

Reverse:5、- Reverse: 5、-

ATAGGATCCGAGAGCTCCACAGCCCACCC TCCACCACCCTGTTGCTGTA

PCR product size(bp) 502 bp 450 bp

Condition for RT-PCR Reverse transcription temperature/time 37℃/1 hr

Annealing temperature/time 64℃/45 seconds

Cycle number 40

MT1-MMP : membrane-type 1 metalloproteinase

GAPDH :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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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적게 나타났으며 두 군의 평균치를 비교하 을 경우 실

험군에서약 64%의 thymidine uptake를보여 genistein으로처리하

을 경우 실험군에서 DNA합성이 감소되어 genistein이 인간 섬

유세포육종 세포주의 증식을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

다 (Fig. 1).

2. 인간섬유세포육종 세포주에서의 MT1-MMP mRNA

의 발현

Protein kinase C inhibitor인 genistein의 MT1-MMP mRNA의 발현

에 미치는 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northern hybridization하 을

경우 조군에 비해 genistein을 투여한 실험군의 MT1-MMP

mRNA의 발현이 뚜렷이 감소한 양상을 보 다. Genistein을 투여

하지않은인간섬유세포육종세포주 (HT1080)에서뚜렷한 MT1-

MMP mRNA의 발현을 보이고 있으며 실험군에서는 거의 mRNA

의발현을보이지않는것으로보아 genistein에의해 MT1-MMP의

발현이 억제되고 있다. 내부 기준으로 삼은 GAPDH에 해서는

genistein을 투여한 실험군과 투여하지 않은 조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않았다 (Fig. 2).

Ⅳ. 고 찰

Genistein은 콩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이소플라본

(isoflavone)의 일종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 암예방 효과19-23) 및 다

양한 암 세포주에서의 억제 효과24,25)가 밝혀져 있다. Genistein에

관련된 다양한 생물학적 활성들은 항산화 (antioxidant)와 항염증

작용26), phenolic phytoestrogic activity27), ornithine decarboxylase의

억제28), prostaglandin synthetase의 억제29), 혈관생성의 억제30) 등인

데, Akiyama 등31)은 1987년 genistein이 특이적으로 상피성장인자

의 tyrosine kinase의 효과를 억제한다는 사실을 체외실험을 통해

밝혔다.

암 발생의 기시 단계를 막거나, 증진, 진행 단계를 막음으로써

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이런 작용을 할 수 있는 물질을 이

용한 암 예방을 암화학 예방요법 (chemoprevention)이라고 한다
32). 이러한 작용을 할 수 있는 물질로는 retinoid (natural and syn-

thetic analogues of vitamin A), plant phenolics (green and black teas,

flavonoids, ellagic acid), 호르몬 길항제 (tamoxifen, finasteride),

polyamine 생합성 억제제 (difluoromethylornithine), 항기생충제

(oltipraz, quinacrine),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aspirin, ibuprofen,

sulindac) 등이 알려져 있다32). Genistein은 콩에서 규명되었으며

에스트로젠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33). Genistein은 여러 동

물 실험 모델에서 암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 졌으며19-21) 또

한 다양한 암 세포주에서도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

다24, 25). 또한 Lin 등11)에 의하면 genistein으로 처리한 경우 섬유아

세포에서 MMP-2 mRNA의증가가억제되었다고보고한바있다.

MMP-2를포함한 MMP 군은많은인간악성종양에서발현되며

종양의 침습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 졌다34). 몇몇

MMPs는 종양 보다는 종양 주변의 간질 (stroma)에서 생산되며

pro-MMP2는 주로 간질세포에서 생산되며 종양 표면에 있는

MT1-MMP에 의해 활성화 된다. 또한 MT1-MMP는 일부의 외세포

간질을 소화하기도 한다35). MMP-2와 MMP-9은 기저막의 파괴를

시작시키고나아가세포외기질의교원성과비교원성부분의분

해를 진행 시키기 때문에 종양의 상피로의 침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인다36). 이러한 견해에 한 여러 연구가 있어

왔으며 두경부 편평 상피 세포암에서 MMP-2의 활성에 한 연

구는 경부 임파절 전이와 MMP-2의 활성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

음을밝혔으며37) 이러한결과는위암38), 폐암39), 유방암40)에서의연

구도 일치된 결과를 보 다. 또한 Imanishi 등41)은 두경부 편평상

피세포암에서 MT1, 2, 3-MMP와 MMP-2의 mRNA 발현을 관찰하

여 MT1-MMP가 MMP-2의 발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

Fig. 1. Thymidine uptakes i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Fig. 2. Northern blot analysis.

Lane 1 (left) : control group

Lane 2 (right) : experimental group

The expression of MT1-MMP mRNA was not expressed in

experimental group (lane 2) and expression of GAPDH mRNA

was not influenced by genistein. 



구외지: Vol. 27, No. 4, 2001

318

으며 in situ hybridization과 immunohistochemistry를 통해 MT1-

MMP와 MMP-2의발현이같은위치에서나타났음을밝혔다.

각막세포 (keratinocyte)에서 MMP 유전자의 발현은 Epidermal

Growth Factor (EGF), Transforming Growth Factor (TGF)-α1,

Keratinocyte Growth Factor (KGF), Platelet Derived Growth Factor

(PDGF), TGF-β, Hepatocyte Growth Factor (HGF) 등 여러 성장인

자와 cytokine에 의해 유발된다고 밝혀져 있으며 MMP gene의 발

현은 세포마다 다른 cytokine과 growth factor에 의해 좌우된다고

알려져있다36).

Lin 등11)은 protein tyrosine kinase inhibitor인 genistein은 gelatinase

A (MMP-2)의 활성을 억제 시켰으며 protein tyrosine kinase

inhibitor는 protein tyrosine phosphorylation을 억제함으로써 MT1-

MMP의감소를유발하는것으로보고하 다. 또한 Uzui 등42)은혈

관 평활근 세포에서 vanadate와 PDGF로 처리하 을 경우 thymi-

dine incorporation과 MMP-2의 expression이증가하 으며 western

blotting에 의해 protein tyrosine kinase,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s (ERK1, ERK2)와 PDGF 수용체가증가되었음을밝혀 MMP-

2의 활성은 protein tyrosine kinase의 활성에 기인한다고 하 다.

Tyrosine kinase inhibitor인 genistein과 herbimycin A는 MMP-2 pro-

tein의 생산을 방해하고 혈관 평활근 세포의 mitogenic activity를

방해하는것으로보고하 다42).

폐암과위암에서 MT1-MMP의발현과 proMMP-2의활성이비례

한다는 점에서 MT1-MMP에 의한 proMMP-2의 활성은 암의 침습

과 전이에 있어 핵심적인 과정이다43). ProMMP-2는 다른 MMP와

유사하게 두 단계의 활성 과정을 통해 활성화 된다. 이러한 과정

은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첫번째 과정은 MMP-2의

propeptide domain에 한 MT1-MMP의 proteolytic activity에 의해

중재되며, 두번째 과정은 autoproteolytic cleavage를 포함한다고

한다44). 또한 MT1-MMP나 MT2-MMP에 의한 MMP-2의 활성은

TIMP (TIMP-2, TIMP-3)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45). Michel 등46)의 연

구에따르면녹차의성분인 catechin (epigallocatechin gallate)에의

해 MT1-MMP에 의한 MMP-2의 활성이 완전히 차단되었으나

proMMP-2의양과 gelatinolytic activity는전혀 향을받지않는것

으로 보아 catechin은 proMMP-2의 활성의 과정에 향을 미치고

proMMP-2에 한 직접적인 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

다. 정확한기전은알수없지만 proMMP-2의활성의과정의어떤

단계에 작용하거나 또는 MT1-MMP의 activity를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46).

본연구에서는 protein kinase C inhibitor인 genistein은인간섬유

세포육종 세포주(HT1080)에서 thymidine uptake를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으며 이것은 종양 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고 볼 수 있

으며 MT1-MMP의 mRNA의 생성을 감소시킴으로써 MMP2의 활

성을 억제함으로써 종양의 전이 기전을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

을보인것으로생각되었다. 이러한결과는 Park 등12)에의해서도

연구 되었는데 인간 뇌종양 세포주 (D54)에서 phorbol ester에 의

해 protein kinase C(PKC)를 활성화 시켰을 때 MMPs의 발현이 증

강되었고 TIMP의 발현이 감소 되어 PKC의 활성이 종양의 침습

과전이에중요한역할을하는것을밝혔으며, 또한 PKC inhibitor

인 Go6983을 사용한 경우 이러한 MMPs의 발현을 역전 시키는

것을 밝혀 PKC inhibitor가 종양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음을 보고

하 다. 

최근 여러 종류의 MMP 억제자들이 항 전이, 항암 치료를 위해

개발되었고임상적인실험을거치고있는데47-50) phase Ⅲ임상실

험을거친여러인공 MMP 억제제가시판되고있다. 광범위 MMP

억제재인 marimastat (British Biotech, UK)은 수술 불가능한 위암

환자에서위약에비교하 을때암의진행을중단시키고생존률

을통계학적으로유의한정도로향상시켰다. 

종양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혈관 형성 (angiogenesis)에

있어서도 genistein이 억제적인 역할을 한다는 보고가 있다51). 이

러한 neovascularization의 기전도 역시 MMP-2의 기저막 파괴에

기인하며 MMP-2의 발현을 억제하는 genistein이 neovasculariza-

tion을 억제함을 알 수 있다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PKC

inhibitor인 genistein은 종양의 고착 및 진행의 여러 단계에 중요

한 역할을 하는 MMP에 해 억제 작용을 함으로써 항암 화학요

법제로서의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생각되

었다.

Ⅴ. 결 론

Protein kinase C inhibitor인 genistein을 사용하여 genistein이 종

양의 증식에 미치는 향과 종양 전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

는 MT1-MMP의 발현에 미치는 향을 보고자 genistein 투여군

(실험군)과 비투여군 ( 조군)으로 나누어 각각의 thymidine

uptake와 MT1-MMP mRNA의발현을 thymidine incorporation assay

와 northern blotting을통해관찰하여다음과같은결과를얻었다.

1. Genistein을투여한실험군에서 thymidine uptake가유의성있

게감소하여 human fibrosarcoma cell의 DNA복제를감소시켜

종양세포의증식을억제하 다 (p<0.01).

2. Genistein을 투여한 실험군에서 MT1-MMP mRNA의 발현을

감소시켰다.

이상의 결과로 protein kinase C inhibitor인 genistein은 human

fibrosarcoma cell line (HT1080)에서 종양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MT1-MMP mRNA의 발현을 감소시켜 종양의 증식과 전이를 억제

하는효과가있음을알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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