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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ene is an allotrope of carbon that is composed of one-atom-thick planar sheets. It is known to
have a preventive effect on cancer in photothermal therapy and a protective effect in DNA oxidation.
The effect of graphene on oxidative stress and matrix metalloproteinases (MMPs) was investigated in
human fibrosarcoma HT1080 cells. The results showed that graphene specifically exerted an inhibitory
effect on DNA oxidation, but it did not inhibit other oxidative stress. In addition, graphene decreased
the expression and the activation of MMP-2 and MMP-9 stimulated by phenazine methosulfate-m,
which induces the production of intracellular hydrogen peroxide. In particular, the expression of anti-
oxidant enzymes, such as superoxide dismutase (SOD-2), was decreased in the HT1080 cells, indicat-
ing that the decrease in the expression level of SOD was due to the antioxidant effect of graphen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inhibitory effect of oxidative stress in the presence of graphene could
inhibit the expression of MMPs in HT1080 cells. Based on the above results, graphene may have che-
moprevention properties through inhibition of MMP-2 and MMP-9 related to metast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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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 몸에서는 대사과정 중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산화과정

에 의하여 free radical이 생성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14].

이러한 free radical 중에서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

cies, ROS)으로 superoxide, hydroxyl radical, singlet oxygen,

hydrogen peroxide 등이 있다. 활성산소종은 단백질 효소의

불활성화, 지질과산화, DNA변성 등을 일으켜 세포의 정상적

인 대사과정에 오류를 유발하고, 암이나 심장질환, 뇌혈관질

환,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병, 파킨슨질병 등 수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6]. 이러한 질환들을 유발시키

는 활성산소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우리 몸에는항산화

시스템이 작용하고 있다. 체내에 존재하는 항산화효소는 su-

peroxide를 산소로 전환시키는 superoxide dismutase (SOD),

hydrogen peroxidase 및 catalase를 포함한다[4]. 활성산소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성량이 증가하여 효소의 활성을 상실

시킬 뿐만 아니라 DNA, RNA 및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결국

세포사를 일으키고 조직 손상을 증가 시켜 암과 같은 노화관

련질환을 유발시킨다고 보고되었다[1, 28].

종양에서는 암세포가 주변 조직으로 침윤 및 전이되기 위해

서는 암세포간 결합력을 약화시켜 서로 분리해야 한다. 서로

분리된 종양세포들은 세포외 기질에 부착하여 기질을 분해하

면서 주변조직으로 침습한다. 이 과정에서 종양세포는 자체적

으로 단백질 분해효소를 분비하거나 섬유아세포 같은 숙주세

포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를 분비하도록 유도한다[5]. 여기서

matrix metalloproteinases (MMPs)라고 불리는 기질금속단백

질분해효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17]. MMPs는 현재 약 20여

종류가 밝혀져 있으며 활성화된 MMPs는 tissue inhibitors of

matrix metalloproteinases (TIMPs)라고 불리는 단백질 억제

제와 복합체를 형성하여 활성을 조절한다[30]. 그 중 MMP-2

와 MMP-9은 기저막 분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어[29], 암세포의 침윤을 매개하는 세포외 기질의 분해

를 억제하기 위하여 MMPs는 필수적으로 억제되어야 한다[6].

최근 이러한 MMPs 억제에 관한 연구는 천연물과 유기합성물

질 분야 등에서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나노화합물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나노화합

물 중에서도 graphene에 대해 진행 되었다. 이러한 graphene

은 원자 하나의 두께를 가지는 흑연(graphite)의 단층으로써

탄소구조체들 중 하나이다[22]. 최초 K.S. Novoselov와 A.K

Geim 등의 스카치테이프를 이용한 발견으로 시작하여 최근에

는 graphene을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23]. Graphene은

탄소원자의 강한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단층으로 이루어진 이

차원 평면구조로 높은 전하이동도와 전류밀도특성, 뛰어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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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도 및 내화학성을 가지고 있고 유연성과 신축성 또한 가

지고 있다. 다양한 화학적 기능화가 가능하여 최근 실리콘을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대체물질로 각광받고 있어

최근 몇 년간 그래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4,

34]. Biomedical 분야에서도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7].

현재 graphene은 세포 내의 ROS의 증가와 미토콘드리아성

신경경로 활성화에 의해 apoptosis를 유발 한다고 밝혀진 바

있으며[16], 또한 T 세포 증식 촉진으로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1 치료에 유망한 DNA 백신으로 사용 가능성이 보고 되

고 있다[31]. 그러나 graphene이 암전이와 관련있는 matrix

metalloproteinases (MMPs) 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는 현재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raphene의 항산화 효능과 더불어 사람 섬유아육종세포를이

용하여 세포독성과 암전이와 관련 있는 MMPs 억제 효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Graphene 제조법

실험에서 사용된 graphene은 graphene carboxylic acid를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Graphene carboxylic acid (0.5 g), water

(20 ml)와 NaOH (1 M aqueous solution, 1 ml)의 재료를

Cole-Parmer sonicator를 이용하여 200 W의 출력으로 30분간

sonicate 시켜 graphene을 제조하였다[10].

재료 및 세포배양

세포배양을 위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Trypsin-EDTA, penicillin/streptomycin/ampho-

tericin (각각 10,000 U/ml, 10,000 μg/ml및 2,500 μg/ml), fetal

bovine serum (FBS) 시약은 Gibco BRL, Life Technologies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HT1080 세포는 American Type of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A,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MTT 시약, gelatin, agarose, PMA (phorbol 12-myristate

13-acetate) 및 기타시약은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HT1080 세포는 5% CO2 및 37℃

에서 95% 이상의 습도를 유지한 배양기에서 10% fetal bovine

serum, 2 mM glutamine and 100 μg/ml penicillin-streptomy-

cin을 포함하는 DMEM 배지에서 배양하였다.

MTT assay

Hansen [12] 방법에 따라 HT1080 세포에 대한 graphene의

세포독성을 MTT (3-(4,5-dimethy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항산화 활성 assay

DPPH radical assay는 Brand-Williams [13]의 실험방법을

변형하여 1,1-diphenyl-2-picryl- hydrazyl (DPPH) radical에

대한 graphene의 소거능력을 측정하였다[4]. 시험농도의

graphene을 DPPH 용액에 가하여 10 sec 동안 잘 혼합한 다음

실온에서 20 min 동안 반응시킨 후 5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DPPH radical 함량은 시료첨가군과 대조군의 흡광도

비를 % 값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환원력 assay는 Oyaizu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25]. 시

료 1 ml에 pH 6.6의 200 mM 인산 완충액 및 1%의 potassium

ferricyanide를 각 1 ml씩 차례로 가하여 교반한 후 50℃의

수욕상에서 20 min 동안 반응시켰다. 여기에 10% TCA

(trichloroacetic acid) 용액을 1 ml 가하여 13,500× g에서 15

min 동안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 1 ml에 증류수 및 ferric chlor-

ide 각 1 ml을 혼합한 후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의 환원력은 시료첨가군과 대조군의 흡광도 비를 % 값으

로 환산하였다.

Superoxide anion 라디칼소거능은 Fidovich [9]의 방법 에

의해 정하였다. 각 시료 용액 0.1 ml과 0.1M potassium phos-

phate buffer (pH7.5) 0.6 ml에 0.4 mM xanthine과 0.24 mM

nitro blue tetrazolium (NBT)를 녹인 기질액 1 ml를 첨가하고

xanthine oxidase (0.049 U/ml) 1 ml를 가하여 37℃에서 20분

간 반응시킨 후 1 N-HCl 1 ml를 가하여 반응을 종료시킨 다음,

반응액 중에 생성된 superoxide anion radical의 양을 56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In vitro 지질과산화에 대한 항산화활성응 측정하기 위하여

graphene를 1, 2, 4, 8, 16 및 32 μg/ml의 농도로 linolenic acid

emulsion과 혼합한 후에 0.8 mM H2O2 및 0.8 mM FeSO4를

혼합한 용액을 5 hr 동안 반응 후 0.4% TBA를 첨가하고 95℃

에서 2 hr 반응시킨 다음 실온에서 10 min 동안 반응시켰다.

그 다음 15:1 비율의 n-butanol : pyridine 용액을 500 μl 첨가하

고 1,000× g에서 10 min 동안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을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지질과산화정도는 시료 첨가 전

후의 흡광도비를 %값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양성대조군

으로는 0.1% vitamin E를 사용하였다.

Hydroxyl radical에 의한 DNA 손상을 전기영동법으로 분

석을 위하여 Genomic DNA는 약간 변형된 표준 과정에 따라

HT1080 세포로부터 추출하였다[20]. Fenton반응에 의하여 발

생된 hydroxyl radical에 노출된 DNA 산화는 기존에 실험된

방법에 따라 수행되었다[21]. 먼저 100 μl의 DNA 용액에 시험

농도의 graphene, 200 μM FeSO4, 1 mM H2O2 및 50 μg/ml

genomic DNA를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30 min 동안 상

온에서 반응시킨 후 10 mM EDTA를 첨가하여 반응을 종결시

킨다. 1 μg의 DNA를 포함하는 20 μl의 반응혼합물을 1% agar-

ose gel에서 100 V로 30 min 동안 전기영동 하였다. Gel은

1 mg/ml ethidium bromide로 염색하여 물로 세척하여 UV로

LAS3000® image analyzer (Fujifilm Life Science, Tokyo,

Japan)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Journal of Life Science 2013, Vol. 23. No. 10 1211

Fig. 1. Effect of graphene on viability of HT1080 cells. HT1080

cells were treated with graphene at 1, 2, 4, 8, 16 and

32 μg/ml and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using MTT

assay after 24 h. Data are given as means of values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Level of sig-

nificance was identified statistically using Student’s t
test.

Gelatin zymography

MMP-2 및 MMP-9 활성은 FBS를 첨가하지 않은 DMEM배

지에서 배양한 HT1080 세포에 graphene을 처리한 후 실험을

수행하였다. 50 μg의 총단백질을 함유하는 세포배양액을 1.5

mg/ml gelatin을 포함하는 비환원조건의 10% polyacrylamide

gels를 이용하여 전기영동하였다. Gelatin이 분해된 bands는

청색배경에 투명한 band로 나타난다. Band의 진하기는 MMPs

의 활성에 비례하여 나타나는데 이는, LAS3000®image ana-

lyzer (Fujifilm Life Science, Tokyo, Japan)를 관찰하였다.

Western blot analysis

HT1080 세포에 용출 완충용액(50 mM Tris–HCl, pH 7.5,

0.4% Nonidet P-40, 120 mM NaCl, 1.5 mM MgCl2, 2 m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80 μg/ml leupeptin, 3 mM

NaF and 1 mM DTT)을 첨가하여 4℃에서 30 min 동안 처리하

였다. 10 μg의 세포용출액을 10% Tris-HCl gel에서 전기영동

후 단백질을 전기적으로 nitrocellulose membrane으로 전이

시켰다. 그 다음 10% skim milk를 nitrocellulose membrane에

전 처리하고 목적 단백질에 대한 1차 항체를 처리한 다음 2차

항체를 처리 후, chemiluminescent ECL kit (Amersham

Pharmacia Biotech)를 사용하여 목적단백질을 검출하였다.

Western blot의 band는 LAS3000® image analyzer (Fujifilm

Life Science, Tokyo, Japan)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통계처리

각 실험은 3회 이상 반복실험을 통하여 그 결과를 얻어 각각

의 시료농도에 대해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각 시료농

도군에 대한 유의차 검정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Student’s t

test 한 후 p<0.05 값을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결과로 간주하

였다.

결 과

세포성장에 대한 graphene의 효과

Graphene이 세포 독성에 미치는 농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MTT assay를 수행하였다. HT1080 세포에 대한 graphene의

세포 독성을 측정한 결과,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graphene

32 μg/ml 이하의 농도에서는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

독성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Graphene의 DPPH radical, lipid peroxidation,

superoxide anion 소거능 및 환원력

생체 내 산화적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DPPH radical,

lipid peroxidation, superoxide anion의 소거능 및 환원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DPPH radical 소거법은 항산화 물질에

의한 DPPH radical의 흡광도 변화를 지표로 하여 산화억제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Fig. 2A에서 보는 바와 같이 graphene

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양성 대조군인

vitamin C는 1 μg/ml 이상의 농도에서 DPPH에 대한 소거효

과가 나타났다. Fig. 2B에서는 linolenic acid를 Fenton 반응으

로 발생시킨 hydroxyl radical에 노출시켰다. 먼저 hydroxyl

radical에 의한 지질 과산화 확인을 위하여 기존에 알려진 친

유성 항산화제인 1,000 μg/ml의 vitamin E의 지질과산화에

대한 억제효능을 평가하였으나 vitamin E는 효과를 보였으나

graphene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uperoxide anion

소거능을 측정하는 실험인 Fig. 2C에서는 양성 대조군인 SOD

에서는 뛰어난 효과가 나타났으며, 또한 graphene에서도 su-

peroxide anion 소거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D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성 대조군인 vitamin C의 농도에

따라 환원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graphene의 환원

력은 32 μg/ml 이하의 농도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Hydroxyl radical에 의한 genomic DNA 산화에대한

graphene의 보호효과

사람 섬유아육종세포인 HT1080 세포로부터 분리한 ge-

nomic DNA를 이용하여 Fenton 반응에 의하여 발생된 hy-

droxyl radical에 의한 DNA의 산화적 손상에 대한 graphene

의 보호효과를 조사하였다. 대조군의 genomic DNA는 Fig.

3에서와 같이 분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gra-

phene을 첨가한 군에서는 1 µg/ml 이상 농도의 graphene에

서 genomic DNA의 산화적 손상이 유의성 있게 억제되었다.

Hydroxyl radical에 의한 DNA의 산화적 손상은 농도에 비례

하여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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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2. The antioxidant activities of graphene in
vitro.The effect of graphene on scavenging of

DPPH (A) and inhibition of lipid perox-

idation in vitro (B) were investigated. Vitamin

E at 1,000 μg/mlwastestedas a positive

control. Scavenging activity of graphene on

superoxide anion (C) and its reducing power

(D) were estimated. Vitamin C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in this experiment. Data are

given as means of values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compared with

control (* p<0.05, ** p<0.01).

Fig. 3. Protective effect of graphene on DNA oxidative damage

induced by hydroxyl radical. Genomic DNA purified

from HT1080 cells was pre-treated with graphene for 1

h exposed to ․OH using Fenton reaction. After 30 min,

reaction mixture containing about 1 μg of DNA was elec-

trophorased on a 1% agarose gel for 30 min at 100 V

and visualized by UV light after stained with 1 mg/ml

ethidium bromide.

Fig. 4. Effect of graphene on activities of MMP-2 and -9 in

HT1080 cells. The cells stimulated with 1 μg/ml of PMS

(A) and 32 μg/ml of PMA (B) to induce MMPs ex-

pression were treated with graphene at 1, 2, 4, 8, 16,

32 μg/ml under serum-free conditions for 72 h. MMP-2

and -9 activities in conditioned media were determined

by gelatin zymography. Values are expressed as relative

MMPs activities using the following equation. Relative

MMPs activity (%) = (intensity of a band/total intensity

of blank band)×100. Data are given as means of values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MS와 PMA로 자극된 HT1080 세포에서 MMP-2 and

MMP-9 활성에 대한 graphene의 효과

Graphene이 MMP-2 및 MMP-9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암전이에 널리 이용되는 사람 섬유아 육종세

포인 HT1080 세포를 이용하였다. 먼저 MMPs의 분비를 자극

시키기 위하여 세포 내에서 H2O2을 생성시키는 phenazine-

methosulfate (PMS)와 protein kinase C의 강력한 activator인

phorbol-12-myristate-13-acetate (PMA)로 자극하였다. 그 다

음 72 hr 동안 세포를 배양 후 세포배양 상등액을 이용하여

gelatin zymograhpy를 수행하였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PMS 및 PMA로 자극한 대조군은 자극제를 처리하지 않은 공

시험군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MMP-2 및 MMP-9 효소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MA처리군에서는 공시험

군에 비하여 MMP-9의 효소활성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Fig.

4A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graphene의 PMS처리군에서는

16 μg/ml 이상의 농도에서 MMP-2와 MMP-9의 활성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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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graphene on protein expressions of MMP-2, -9,

SOD-1, -2, Nrf2 and glutationreductase in HT1080

cells.HT1080 cells were treated with graphene at 1, 2,

4, 8, 16, 32 μM Western blot analyses of cell lysates were

performed using antibodies as indicated.

감소되고, Fig. 4B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PMA처리군에서는

8 μg/ml 이상의 농도에서 MMP-2와 MMP-9의 활성이 모두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MS로 자극된 HT1080에서 MMP-2 및 MMP-9의 단백

질 발현 억제 효과

Graphene의 MMP-2 및 MMP-9의 활성에 대한 억제 효과가

단백질 발현의 수준에서 조절되는지를 연구하기 위하여 Western

blot을 시행하였다. Fig. 5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MMP-2의

단백질 발현은 억제되지 않으나 MMP-9의 단백질 발현이 16

μg/ml 농도 이상의 graphene에 의하여 뚜렷하게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나, graphene은 MMP-9의 단백질 발현을 억제시

키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한편 graphene이 항산화 효소의 발

현을 조절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사인자인 Nrf2에 의하여 조절

되는 SOD-1, SOD-2 및 glutathione reductase (GR)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Graphene은 32 μg/ml 이하의 농

도에서 Nrf2의 발현을 증가 시켰으나 SOD-2의 발현은 감소

시켰고 SOD-1와 GR의 단백질 발현 수준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생물의 호흡을 통해 얻어진 산소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사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불완전한 환원이 일어나 5% 이하의

물로 환원되지 않은 산소가 전자 하나를 잃어버려 radical 상

태의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 ROS)가 된다[11].

ROS는 세포 구성 성분들인 지질, 단백질, 탄수화물 및 DNA와

반응하여 산화적 손상 및 효소활성을 변화시켜 뇌졸중 및 파

킨슨씨 병과 같은 뇌 질환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동맥경화,

암 등과 같은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노화를 촉진

시킨다고 보고 되고 있다[15]. 이에 본 연구는 graphene의 항

산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DPPH radical, lipid peroxidation,

Superoxide anion 및 Reducing power, Hydroxyl radical에

의한 genomic DNA 산화에 대한 graphene의 항산화효과 연

구를 수행 하였다. Hydroxyl radical은 생체 내에서 DNA와

반응하여 돌연변이 및 세포독성을 유발하여 세포에 손상을

준다[19]. 본 연구에서 graphene은 DPPH radical 소거능, lipid

peroxidation 및 reducing power에서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

으나, superoxide anion의 소거능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욱이 HT1080 세포로부터 genomic DNA를 분리하여 hydrox-

yl radical에 의하여 유발되는 DNA 산화에 대한 보호효과는

graphene의 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로부

터 DNA 보호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HeLa cells에서 cellular delivery 중 graphene이 DNA의 보효

효과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바가 있으며[18], 따라

서 graphene은 과산화수소를 유의성있게 소거함으로써 DNA

의산화를 막아 여러 가지 질병과 암으로부터 보호 효과를 나

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암의 진행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활성산소

같은 각종 스트레스를 받은 DNA가 교란, 손상을 입어 암세포

로 변해가는 과정인 initiation 단계, 두 번째 분열과 증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단계인 promotion 단계 세 번째 침윤,

전이 등의 악성종양 유전자의 발현과정인 progression 단계이

다. 암 전이는 세포의 이동, 부착, 침범 등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초기 종양으로부터 전이성 암세포가 떨어져 나와

다른 조직으로 들어가 증식하여 2차 종양을 형성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 중 필수적인 현상이 바로구조단백질로

구성된세포외기질의분해이다[2, 3]. 단백질의 분해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단백질 분해효소는 MMPs이며, 약 20여

종의 MMPs 중에 MMP-2와 MMP-9은 type Ⅳ 콜라겐을 분해

하여 각종 종양의 국소 침윤이나 전이과정에 관여 한다고 알

려져 있다[33]. 이러한 암에 관한 graphene의 알려진 결과로는

photothermal therapy를 이용한 암 치료방법이 알려져 있으

나 MMP 억제를 통한 암 전이 억제에 관한 연구결과는 밝혀진

바가 없다[32]. 본 연구에서는 HT1080세포에서 분비되는

MMP-2 및 MMP-9의 활성에 대한 graphene의 효능을 조사하

기 위하여 gelatin zymography 및 western blot 실험을 수행하

였다. 두 실험 모두 PMS로 자극 시킨 후 MMPs의 활성과 발현

에 대하여 조사되었다. 실험결과 gelatin zymography에서는

MMP-2 및 MMP-9 두 가지 효소활성에 대하여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estern blot 분석에서는 graphene이

암전이와 관련있는 MMP-9의 발현을 감소시켰다. 뿐만 아니

라항산화 효소의 발현을 촉진하는 전사인자인 Nrf2 [27]의 발

현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성산소를 감소시키

는 SOD-1과 SOD-2 [8]의 발현 정도를 알아본 결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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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2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gra-

phene의 자체 항산화력이 뛰어나 Nrf2의 발현은 증가하지만

SOD-1, SOD-2의 발현을 증가시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graphene의 항산화력은 MMP-2, MMP-9의 활성억제에 관

여하여 암전이를 억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에서 발견된 효능의 결과로 graphene이 하나의

암전이 작용기전을 억제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graphene은 암 전이와 관련 있는 MMP-2

및 MMP-9의 활성과 발현을 억제하여 암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우수한 산업화를 위한 생의학 응용소재로 이

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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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항산화 활성을 가진 그래핀이 HT1080 세포에서 기질금속단백질분해효소에 미치는 영향

이수경․김문무․오영희*

(동의대학교 화학과)

그래핀(graphene)은 원자 하나의 두께를 가지는 흑연(graphite)의 단층으로서 탄소구조체들 중 하나이다. 그래

핀은 최근 의학분야에서 광열요법을 이용한 암 발생의 예방효과와 DNA의 산화에 대한 보효효과를 가진다고 밝

혀진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 섬유아육종세포(HT1080)에서 산화 스트레스와 MMPs에 대한 그래핀의 효과가

조사되었다. 항산화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그래핀은 DNA 산화에 대한 억제효과를 특이하게 나타내었으나 다른

산화 스트레스는 억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래핀은 세포 내 과산화수소를 생성시키는 phenazinemetho-

sulfate (PMS)에 의하여 자극된 MMP-2 및 MMP-9의 발현과 활성을 감소시켰다. 특히 superoxide dismutase

(SOD-2)와 같은 항산화 효소의 발현이 HT1080세포에서 감소하였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SOD 발현수준의

감소가 그래핀의 항산화 효과로부터 기인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상의 결과로 그래핀의 존재에서 산화스트레

스의 억제효과가 HT1080 세포에서 MMP-9의 활성과 발현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래핀은 암 전이와 관련 있는 MMP-2 및 MMP-9의 활성과 발현의 억제를 통하여 암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산업화를 위한 하나의 우수한 생의학 응용소재로 이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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