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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ADAM-9 의 발현이 위암의 침윤능에 미치는 영향 

 

ADAM (A disintegrin and Metalloprotease)-9 은 세포막에 부착되어있는 

당화단백질로, 넓은 범위의 세포적 작용에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 ADAM-9 은 

여러 암에서 과발현이 되어있으나 위암에서의 생물학적인 역할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ADAM-9 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가 위암에서 

침윤과 전이와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였고, 항-전이 치료를 위한 표적으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4 개의 위암 세포주에서 ADAM-9 의 mRNA 와 단백질의 

발현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ADAM-9 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는 fluoregenic 

ADAM-9 기질 (R&D systems)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ADAM-9 의 

protease activity 와 침윤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matrigel 이 도말된 

trans-well 을 이용하였으며, 특이 항-ADAM-9 단클론 항체 (RAV-18, 

Raven Biotechnologies, Inc.)는 항-침윤 특징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ADAM-9 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와 단백질 발현은 각각의 세포주 마다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단백분해효소 활성도와 단백질 발현 (mature form)은 

상관성이 있었다 (R2 = 0.49). ADAM-9 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의 중간 값을 

기준으로 1SD 이상인 세포주를 활성도가 높은 그룹으로, 1SD 이하인 

세포주를 활성도가 낮은 그룹으로 선정하였다. 높은 활성도의 세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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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638 과 YCC-1, MKN-74, MKN-28 이고 낮은 활성도의 세포주는 

YCC-6, YCC-7, HS-746T 이다. 활성도가 높은 세포주들은 ADAM-9 

저해제인 RAV-18 을 농도별로 처리했을 때, 농도의존적으로 활성도가 

감소하였으나 활성도가 낮은 세포주들은 효과가 없었다. ADAM-9 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와 침윤의 기저치는 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RAV-18 을 처리하였을 때 활성도가 높은 세포주들은 침윤이 감소하였고, 

활성도가 낮은 세포주들은 효과가 없었다. 활성도가 낮은 세포 주들을 저산소 

환경(1% O2, 5% CO2, 37℃)에 노출 시켰을 때 활성도와 침윤능은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때 RAV-18 을 처리하면 활성도와 침윤능은 

농도의존적으로 감소하였다. RAV-18 은 ADAM-9 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가 

높은 세포주에서 EGFR 과 Erk 의 인산화를 억제하였으나 활성도가 낮은 세포 

주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이를 통하여 ADAM-9 과 관련된 침윤능은 적어도 

MAPK pathway 를 통하여 조절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암에서 ADAM-9 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ADAM-9 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는 침윤과 

전이의 process 의 저해를 위한 표적으로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 ADAM-9, 침윤, 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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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9 의 발현이 위암의 침윤능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라 선 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김 정 민 

 

Ⅰ. 서론 

 

암전이는 암세포가 원발조직에서 떨어져 나와 혈관이나 림프관에 침투, 

이를 인체의 다른 부위로 이동하는 수단으로 하여 원발부위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기까지 이동하여 2 차적으로 새로운 종양을 형성하는 과정이다.1 

이러한 전이 과정은 악성종양을 양성종양과 구별하는 현격한 특징이며, 

전이가 일어난 암은 기존 항암치료에 완치율이 낮으며 결국 암사망의 주된 

원인이 된다. 암 세포의 침윤은 암세포 부착능의 감소, 운동능 확보, 

단백분해능의 증가에 의해서 발생하는 암전이의 중요한 과정이다.2,3  

이 중에서 ADAM (A Disintegrin And Metalloprotease) family 는 세포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막단백질로, 세포와 세포, 세포와 세포외기질 

(extracellular matrix)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근육의 분화, 정자와 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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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neurogenesis 등의 다양한 생물학적 작용에 관여한다.2,3 ADAM 

family 는 multi-domain 단백질로 pro-, metalloprotease, disintegrin, 

cystein-rich, EGF-like, trans membrane, cytoplasmic tail domain 으로 

구성되어 있다.4 현재까지 인간에서 약 30 개, 설치류에서 약 40 개 종류의 

ADAM 이 보고되었으며, 몇몇 ADAM 은 암에서 metalloprotease domain 과 

disintegrin domain 에 의해 세포의 이동능과 부착능을 조절함으로써 암세포의 

침윤과 전이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종류는 ADAM-9, -10, -15, -

17 등이 있다.5,6 

ADAM-9 의 pro-domain 은 ADAM-9 의 mature form 을 block 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 pro-domain 은 furin 계열의 pro-protein 

convertase 에 의해 제거됨으로써 활성화된다.7 Metlloportease-domain 은 

HB-EGF (heparin binding epithermal growth factor), APP(amyloid 

precursor protein)등과 같이 특정한 기질 (substrate)을 활성화하고, 

세포외기질의 구성성분들 중에서 collagen 과 fibronectin, gelatin 을 

분해시킨다.8-10 또한 disintegrin-cystein rich domain 은 integrin, 

syndecan 과 결합하고, 특히 disintegrin domain 은 integrin 과 직접적으로 

결합한다.  이것은 αvβ5 에 결합하여 세포와 세포 혹은 세포와 

세포외기질간의 부착능을 조절하며 laminin 수용체의 하나인 α6β1 에 

결합하여 세포의 이동능을 조절한다.11,12 Cytoplasmic tail-domain 은 SH3 

domain 을 가지는 단백질이나 PKCδ 와 결합하며 Endophilin 1, SH3PXI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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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여 ADAM-9 의 maturation 을 조절하고, PKCδ에 결합하여 

단백분해효소 활성도를 조절하며 MAD2β에 결합하여 세포 신호전달에 

관여한다.8,13-15   

ADAM-9 은 피부암, 유방암, 대장암, 폐암, 전립선암, 췌장암, 간암 등 

여러 암에서 과발현되어 있으며,16-22 전립선암, 유방암, 췌장암에서는 ADAM-

9 이 나쁜 예후의 표지자로 작용을 한다. 간암과 폐암, 대장암에서는 ADAM-

9 이 암전이의 중요한 조절자로 작용을 한다.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암 발병율을 보이며 전세계 암 사망의 

수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암이다. 위암은 진단 시에 70% 정도에서 절제가 

가능하며, 근치적 수술 후에도 60%에서 재발하여 지속적인 치료법 개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예후는 만족스럽지 않다. 이는 위암의 진행 초기부터 

일어나는 주위조직으로의 침윤과 전이능에 기인하며, 실험적으로 위암세포는 

높은 이동능과 침윤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기전은 

확실히 밝혀져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위암의 전이능에 관여하는 물질과 그 

기전을 파악하고 이를 억제하려는 시도는 위암의 암화과정 

(carcinogenesis)에 대한 이해는 물론 장래의 생물학적 치료제 개발을 위한 

표적 선정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암의 침윤과 전이에 암세포의 세포외기질에의 부착능과 운동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현재까지 ADAM-9 과 암세포의 

이동능 및 부착능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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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 침윤이 특징적인 위암에서, ADAM-9 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암 세포의 침윤/전이능과 ADAM-9 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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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시약 및 재료 

세포외기질 coating 용으로 사용되는 matrigel 은 BD science(Franklin 

Lakes, NJ, USA)에서 구입하였다. ADAM-9 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질은 R&D system (Minnepolis, MNN, USA)에서 구입하였다. 

ADAM-9 의 저해제인 RAV-18 (항 ADAM-9 단클론 항체)는 미국의 

Raven 사 (South San Francisco, CA, USA)에서 기증받아 사용하였다. 

Immunoblot 을 위한 anti-ADAM-9 (2099)은 Cell signaling technology 

(Danver, MA, USA)에서 구입하였고, anti-GAPDH (AB8245)는 Chemicon 

(Cambridge, UK)에서 구입하였다. Anti-pEGFR (sc101668)과 anti-EGFR 

(sc71033), Anti-pErk (sc7383), anti-Erk (sc94)는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에서 구입하였다.  

 

2. 세포 배양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세포주는 미국 세포주 은행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Rockville, MD, USA)에서 구입한 AGS, MKN-1, -28, -45, -74, 

NCI-N87, HS-746T, KATOⅢ와 함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암전이 

연구센터에서 복강내 전이 위암환자의 복수로부터 확립한 YCC (Yonsei 

Cancer Center, Seoul, Korea)-1, 2, 3, 6, 7, 9, 10, 11 과 위암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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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으로부터 확립한 YCC-16, 한국 세포주 은행(Korean Cell Line Bank, 

Seoul, Korea)에서 구입한 SNU-1, 5, 16, 216, 484, 638, 668 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세포주는 RPMI-1640 혹은 MEM (Nissui, Tokyo, Japan)배지에 

56℃에서 30 분간 비활성화 시킨 10% 우태아 혈정 (Fetal Bovine Serum, 

Omega Scinctific, Tarzana, CA, USA)과 streptomycin 100 ㎍/㎕과 penicilin 

100 units (Gibco, Grand island, NY, USA), 2mM 의 L-glutamine (Gibco)을 

첨가하여 만든 배양액으로 5% CO2, 37℃의 배양기에서 배양하였고, 배양액은 

주 3 회 교체 하였다. 

 

3. RNA 추출 및 cDNA 합성 

세포가 75cm2 flask 에서 80%정도 자랐을 때, 배양액을 제거 하고, PBS 로 

2 번 세척하여 여분의 배양액을 깨끗이 씻어낸 후 세포를 scraper 로 긁어 

수확하였다. TRIZOL (Qiazen Science, Hilden, Germany)을 넣고 5 분간 

반응시킨 후 chloroform 을 넣고 10 분간 더 반응시켰다. 4℃에서 

13,000rpm 으로 30 분간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새로운 tube 로 옮겼다. 

동일한 양의 isopropanol 을 넣고 -20℃에서 1 시간 동안 반응 시킨 후 20 분 

간 원심분리를 하고 상층액을 제거하였다. -20℃의 70% ethanol 에 침전된 

RNA 를 세척한 후 공기 중에서 천천히 건조시켰다. DEPC (diethylenepyro- 

carbonate)가 첨가된 물에 RNA 를 녹였다. Nanodrop spectrophotometer 

(Thermo scientipic, Wilmington, DE, USA)을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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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 에 oligo dT 를 넣고 65℃에서 10 분 동안 반응시킨 후 얼음에서 1 분 

동안 식힌 후 5X buffer 와 0.1M DTT, 10mM dNTP, reverse 

transcriptase 를 넣고 42℃에서 2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을 중지시키기 

위해 0.1 N 의 sodium hydroxide 를 첨가하여 65℃에서 30 분간 반응시키고 

이것을 중화하기 위해 0.1 N 의 hydrochloride 를 첨가하여 실험에 사용할 

때까지 -70℃에서 보관하였다. 

 

4. RT-PCR 을 이용한 ADAM-9 의 RNA 발현 양상 확인 

각 세포주에서 추출한 RNA 를 이용해 합성한 cDNA 에 10X buffer 와 

MgCl2, 2.5mM 의 dNTP, ADAM-9 혹은 GAPDH 의 forward primer 와 

reverse primer, 마지막으로 taq polymerase 를 넣고 Eppendorf PCR 

machine (Hamburg, Germany)을 이용하여 PCR 을 수행하였다. 증폭된 

DNA 를 1.5% agarose gel 을 이용하여 전기영동을 수행하여 확인하였다. 

ADAM-9 의 forward primer 의 염기 서열은 5‘-AGT GGC GGG AAA AGT 

TTC TT-3'로, reverse primer 의 염기 서열은 5’-CCA GCG TCC ACC AAC 

TTA TT-3'로 제작하였다. GAPDH 의 forward primer 와 reverse primer 의 

염기서열은 각각 5‘-CCA TGG AGA AGG CTG GGG-3', 5'-CAA AGT TGT 

CAT GGA TGA CC-3'으로 제작하였다. Primer 는 Genotech (Daejeon, 

Korea)에서 주문 제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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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mmunoblotting 

세포가 75cm2 flask 에서 80%정도 자랐을 때, 배양액을 제거 하고, PBS 로 

2 번 세척하여 여분의 배양액을 깨끗이 씻어낸 후 Cell lysis buffer[50mM 

Tris (pH8.0), 10% glycerol, 2mM EDTA, 5mM NaF, 1% NP-40, 150mM 

NaCl, protease inhibitor]를 첨가한 후 scraper 로 긁어 수확하여, whole cell 

lysate 를 25G 바늘로 10-20 회 통과시킨 후 30 분간 얼음위에서 

incubation 하였다. 13,200rpm 으로 4℃에서 30 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만 

분리하고 Bradford (Bio-Rad Laboratories, Hercules, CA, USA) 방법을 

이용하여 정량한 후 실험시까지 -80℃에서 보관하였다. 

Immunoblotting 은 동량의 단백질을 loading dye 와 섞어 96℃에서 10 분 

동안 denaturation 시키고 SDS-PAGE gel 에 loading 하였다. PVDF 

(Polyvinylidene difluoride) membrane 에 전기영동한 후, 5% skim-milk 를 

함유한 0.1% TBS-tween 20 buffer 를 이용하여 membrane 을 상온에서 

1 시간 동안 incubation 시켰다. 일차 항체를 희석하여 4℃에서 하룻밤 동안 

반응시킨 후 0.1% TBS-tween 20 buffer 로 10 분씩 3 번 세척하고, 이차 

항체로 상온에서 1 시간 동안 incubation 후 TBS-T buffer 로 5 분씩 3 번 

세척하였다. Membrane 에 ECL Western blotting reagent (Amersham 

Pharmacia Biotech, Buckinghamshire, UK)를 사용하여 1 분간 상온에서 

반응시킨 후, X-ray film (Fuji, Tokyo, Japan)에 감광하였다. 이때 사용되는 

일차항체는 ADAM-9 (1:1000)의 pro-form 과 mature form 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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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ion 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였으며 loading control 로서 anti-GAPDH 

(1:10000)를 사용하였다. 또한 신호전달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일차항체로 

anti-pEGFR (1:1000)과 anti-EGFR (1:2000), anti-pErk (1:1000), anti-Erk 

(1:5000)를 사용하였다. 이차항체는 ECLTM anti-rabbit IgG (Amersham 

Pharmacia Biotech, Buckinghamshire, UK)와 ECLTM anti-mouse IgG 

(Amersham)를 사용하였다. 

 

6. ADAM-9 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 측정 

96-well plate 에 세포를 5X104/100 ㎕씩 분주하고 5% CO2, 37 ℃의 

배양기에서 24 시간 동안 배양한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10 uM 의 ADAM-9 

substrate 가 포함된 PBS 를 100 ㎕씩 첨가한다. 4 시간 동안 배양을 한 후 

PBS 를 black 96-well plate 에 옮겨 Luminometer Spectro- photometer 

(Perkin Elmer, USA)에서 320/405nm 의 파장으로 형광을 측정한다.23 형광 

값의 보정을 위해 기질이 포함된 PBS 를 제거한 세포에 MTT (3-(4,5-

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Sigma, Saint 

Louis, MO, USA) assay 를 수행하였다. 200 ㎕의 PBS 에 50 ㎕ (400 ㎍/㎖)의 

MTT 용액을 넣고 4 시간 반응시킨 뒤 상층액을 제거하고, 150 ㎕ DMSO 

(dimethyl sulfoxide, Sigma, USA)를 첨가하여 MTT-formazan crystal 을 

용해시켰다. 10 분간 추가 반응을 시킨 후에 multi-well ELISA automatic 

Spectrometer recorder (Behring ELISA Processor Ⅱ, German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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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570nm 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결과는 다음의 공식에 

근거하여 arbitrary unit 으로 나타내었다. 

단백분해효소 활성도= 320/405nm 의 형광 값 / 570nm 의 흡광도 값 

 

7. 세포의 침윤능을 확인하기 위한 matrigel trans-well assay 

24-well 용 cell culture insert (Becton Dickicson, Franklin Lakes, NJ, 

USA)를 matrigel 로 coating 하여 하룻밤 동안 건조시켰다. 세포를 분리, 

수확하여 단일 세포 부유액으로 만들어 세포수를 측정하고 상부 chamber 에 

3% BSA (Amresco, Solon, OH, USA)과 RAV-18 을 농도 별로 처리한 배양액 

200 ㎕당 1X105 개의 세포를 주입하고, 아래 chamber 에는 3% BSA 가 첨가된 

배지를 채웠다. 이것을 37℃에서 36 시간 배양하였다. 배양이 끝난 insert 를 

꺼내 이동이 되지 않은 세포들을 면봉으로 제거하고, 세포가 이동된 면을 

0.5% crystal violet 으로 5 분간 염색하였다. 흐르는 물로 세척한 후 면봉을 

이용하여 세포가 이동이 되지 않은 부분의 filter 를 다시 세척하고 insert 를 

건조시킨 후, 200 배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하부 chamber 로 이동한 세포의 

수를 계수하였다. 실험은 매 회 세 차례 이상 시행하여 평균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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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저산소 조건에서의 ADAM-9 의 발현과 침윤능 양상 

세포가 25 ㎠ flask 에 80%정도 자랐을 때, 1% O2, 5% CO2, 37℃ 조건의 

저산소 배양기에 넣고 24 시간 배양한 후 PBS 로 2 번 세척하고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immunobloting 을 수행하였다. 

세포가 flask 에 80%정도 자랐을 때 분리, 수획하여 matrigel 이 coating 된 

24-well 용 cell culture insert 에 세포를 주입하고 24 시간 배양을 한 후 

0.5% crystal violet 으로 침윤 된 세포를 염색하여 이동한 세포의 수를 

계수하였다. 

 

9. 세포의 부착능 비교를 위한 adhesion assay 

 96-well plate 를 matrigel 로 2 시간 coating 한 후 3% BSA 로 비특이적 

결합을 차단하였다. 1X105/100 ㎕개의 세포를 분주하고 배양액만 처리한 

대조군과 ADAM-9 저해제를 처리한 실험군으로 분류하여 37℃에서 1 시간 

배양한 후, 부착되지 않은 세포를 제거하고 PBS 로 세 번 세척하여 0.5% 

crystal violet 용액으로 염색하였다. 각 plate well 에 0.1M sodium citrate 

buffer 를 100 ㎕씩 첨가하여 염색된 세포를 녹인 후, 570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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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세포 독성을 확인하기 위한 MTT assay 

 RAV-18 의 세포독성검사는 MTT (3-(4,5-dimethylthiazol-2-yl)-2,5-

diphenyltetrazolium bromide, Sigma, Saint Louis, MO, USA) assay 를 

통하여 측정하였다.24 각 세포주를 96-well plate 에 각 well 당 100 ㎕의 

배양액 안에 1X104 개의 세포를 분주하여 37℃에서 24 시간 배양 후, ADAM-

9 저해제를 0.004, 0.04, 0.4, 4, 40 ug/ml 처리하였으며 대조군의 경우 

배양액만 처리하였다. 37℃에서 72 시간 배양한 후, 50 ㎕(400ug/ml)의 

MTT 용액을 넣고 4 시간 더 반응시켰으며, 150 ㎕ DMSO 를 첨가하여 MTT-

formazan crystal 을 용해시켰다. 10 분간 추가반응 시킨 후에 multi-well 

ELISA automatic spectrometer recorder 를 이용하여 570nm 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다음의 공식에 근거하여 세포의 생존비율로 

표시하였다. 

세포 생존률(%)= (검체의 평균 흡광도-표준 흡광도)/(대조군의 평균 

흡광도-표준 흡광도)  X 100 

 

11. 세포 성장 저해를 확인하기 위한 proliferation assay 

24-well plate 의 각 well 당 5X104 혹은 1X105 개의 cell 을 분주한 후, 0.2, 

2, 20 ug/ml 의 ADAM-9 저해제를 처리하였으며 대조군의 경우 배양액만 

처리하였다. 37℃에서 배양하였으며, 7 일 동안 24 시간 간격으로 세포의 수를 

계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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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결과 분석과 통계 처리 

모든 실험은 최소 세 번씩 수행하여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각 

군간의 통계학적 비교는 Student's t-test 를 사용하였으며, 이들 간의 차이는 

p-value 0.05 이하일 때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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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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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위암 세포주에서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ADAM-9의 기질을 이

용하여 ADAM-9 단백분해효소 활성도 assay로 확인하였다. 24개의 위암 세

포주에서 ADAM-9 단백분해효소 활성도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SNU-

638 (912.4±29.3), YCC-1 (670.9±24.1), MKN-74 (616.3±37.1), MKN-28 

(614.15±36.18) 등 10 개의 세포주는 24 개의 세포주의 단백분해효소 활성

도의 중간 값 (349.6)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대조적으로 HS-746T(310.6

±4.3), YCC-7(229.0±2.2), YCC-6(228.97±2.23)등 14개의 세포주는 중간 

값 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Figure 2A). 

 

2. 위암 세포 주에서 ADAM-9의 발현 

 

24 개의 위암 세포주에서 ADAM-9의 발현을 알아보기 위해 RT-PCR과 

immunoblot으로 확인하였다. ADAM-9의 mRNA 발현은 24개의 위암 세포주

에서 모두 비슷하게 발현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2B). 그러나 

단백질 발현의 경우, ADAM-9은 pro-form (100kDa)과 mature form 

(80kDa) 으로 발현이 나타났고, 세포주마다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SNU-



18 

 

638, MKN-28, AGS, YCC-1은 발현이 높고, SNU-216, MKN-1, HS-746T, 

YCC-6는 발현이 낮았다 (Figure 2C). 선행되었던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와 mature form의 발현 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측정한 결과 R2=0.49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ure 

2D). 앞으로의 실험을 위해 24개의 위암 세포주들 중 ADAM-9의 단백분해효

소 활성도의 중간 값을 기준으로 1 SD 이상인 세포주 (SNU-638, YCC-1, 

MKN-74, MKN-28)와 1 SD 이하인 세포주 (YCC-6, YCC-7, HS-746T)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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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 ADAM-9 protease activity and expression in gastric cancer cell 

lines. (A) ADAM-9 protease activities were various in gastric cancer cell 

lines. (B) mRNAs of ADAM-9 were similarly expressed in gastric cancer 

cell lines, however, (C) protein levels were various  in all cell lines. 

(D)ADAM-9 protease activities were correlated with expressions of 

ADAM-9 mature form in gastric cancer cell lines (R2=0.49,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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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Figur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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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암 세포주에서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에 따른 침윤능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와 세포주의 침윤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된 실험에서 선정한 두 그룹의 7개의 세포주를 이용하여 Matrigel 

trans-well assay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7개의 세포주에서 다양한 침윤능을 

보였다. 36시간 동안 assay를 수행하였을 때, SNU-638은 820.3±20.1개, 

YCC-1은 498.0±27.2개, MKN-74는 566.7±24.1개, MKN-28은 406.7±

12.9개, YCC-6은 131.3±6.7개 그리고 HS-746T는 604.0±18.7개가 침윤되

었다.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가 높은 군과 낮은 군을 비교해 보았을 

때, 침윤능의 기저치와 단백분해효소 활성도와의 관련성은 없었다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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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nvasiveness by ADAM-9 protease activities in gastric cancer cell 

lines.  Invasiveness was poorly correlated with expression levels and 

protease activities of ADAM-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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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DAM-9 저해제 (RAV-18)에 의한 세포독성 확인 및 생물학적 농도결정 

 

ADAM-9 저해제인 ADAM-9 저해제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고자 세포

독성 유무를 확인하고, 생물학적 농도를 결정하기 위해 MTT assay를 수행하

였다. ADAM-9 저해제의 농도는 최고 농도 40 ㎍/㎖로 하여 1/10씩 희석하

여 사용하였다.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가 높은 군과 낮은 군 모두 

ADAM-9 저해제에 대한 세포 독성은 없었다 (Figure 4). 앞으로의 실험을 위

해 ADAM-9 저해제를 제공한 Raven사에서 수행한 실험을 바탕으로 최고 농

도를 20 ㎍/㎖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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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ytotoxicity of ADAM-9 inhibitor.  ADAM-9 inhibitor (RAV-18) 

did not have effect on gastric cancer cell survival at the most high doses 

40 ug/ml. Unbroken lines are cell lines with high ADAM-9 protease 

activity and broken lines are low activity cell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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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에 따른 저해제의 기능 억제 효과 

 

ADAM-9 저해제를 세포주에 0.2 ㎍/㎖, 2 ㎍/㎖, 20 ㎍/㎖의 농도로 각각 

처리했을 때의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ADAM-9의 

기저활성도가 높은 세포주인 SNU-638, YCC-1, MKN-74, MKN-28은 단백

분해효소 활성도가 농도의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p < 0.05), 반면 ADAM-9

의 기저활성도가 낮은 세포주인 YCC-6, YCC-7, HS-746T에서는 단백분해효

소 활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Figure 5A). RAV-18을 20㎍/㎖의 농도로 

처리했을 때, SNU-638은 60.1±1.8%, YCC-1은 47.0±2.7%, MKN-74는 

30.9±3.3%, MKN-28은 51.0±4.1%로 침윤능이 감소하였으나 (p < 0.05), 

ADAM-9의 활성도가 낮은 세포주에서는 이러한 침윤능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Figure 5B). 본 실험으로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가 높은 

세포주에 활성도를 억제하였을 때 암세포의 침윤능이 현저히 저해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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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ure 5. The change of ADAM-9 protease activities and invasiveness to 

treat ADAM-9 inhibitor (RAV-18, anti-ADAM-9 antibody). (A) When 

ADAM-9 inhibitor was treated to cells having high ADAM-9 protease 

activity , it was dose-dependently decreased (unbroken lines). But  cell 

lines having low ADAM-9 protease activity were not identified like high 

activities (broken lines). (B) ADAM-9 inhibitor also dose-dependently 

reduced invasiveness in cell lines having high activity, but low activity cell 

lines were not influent.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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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ure 5. Continued 



28 

 

6.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에 따른 부착능 비교 

 

 암세포의 침윤능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세포의 부착능이 감소하고 이동능이 

증가해야 한다. 선행되었던 실험에서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가 

세포의 침윤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ADAM-9의 단백분해효

소 활성도와 부착능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adhesion assay를 수행하였다.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가 높은 세포주와 낮은 세포주의 matrigel

에 대한 부착능을 비교해 보았을 때, 활성도가 높은 세포주인 SNU-638과 

YCC-1, MKN-74, MKN-28의 흡광도 값은 각각 0.56±0.05, 0.74±0.07, 

0.52±0.03, 1.15±0.08이었으며, 활성도가 낮은 세포주인 YCC-6와 YCC-7, 

HS-746T의 흡광도 값은 각각 0.43±0.03, 0.70±0.06, 1.19±0.13으로 다

양하게 나타났다. ADAM-9의 활성도가 높은 군과 낮은 군의 부착능의 기저

치를 비교해 보았을 때, ADAM-9의 활성도는 matrigel에 대한 부착능에 영

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ADAM-9 저해제를 농도별로 처리했을 때도, 

ADAM-9의 활성도가 높은 군과 낮은 군 모두 부착능의 변화는 없었다 

(Figure 6). 따라서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는 세포의 부착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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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elationship of ADAM-9 protease activity with cell adhesiveness 

in gastric cancer cell lines. Protease activity of ADAM-9 did not correlated 

with cell adhesion in gastric cancer cell lines. And, ADAM-9 inhibitor did 

not have efficacy of adhes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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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산소 환경에서 ADAM-9 단백분해효소 활성도와 침윤능의 변화 

 

 ADAM-9은 ROS (Reactive Oxygen Species)에 의해 증가한다.22,25 ADAM-

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를 증가시킨 후 침윤능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가 낮은 군의 세포주를 저산소 환경에 노출

시킨 후, 그 활성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산소정상상태에 비해 저산소 상태

에서 ADAM-9의 활성도가, YCC-6은 36.6±2.2%, YCC-7은 26.5±3.1%, 

HS-746T는 27.0±1.1% 증가하였다 (p < 0.05). 이때, 저산소상태에 노출시킨 

세포주들을 ADAM-9 저해제를 처리하였을 때, 농도의존적으로 활성도가 감

소하였다(p < 0.05) (Figure 7A).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가 낮은 군의 세포주를 저산소환경에서 침

윤능을 알아보았다. ADAM-9의 활성도와 마찬가지로 활성도가 낮은 세포주의 

침윤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저산소 상태에서 증가된 침윤능이 ADAM-9

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의 증가에 기인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ADAM-9 저

해제를 처리하였다. 저해제의 농도 20 ㎍/㎖에서 YCC-7은 25.7±8.2%, HS-

746T는 16.8±2.0%로 농도의존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 0.05) 

(Figure 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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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ure 7. Modulation of ADAM-9 protease activities and invasiveness in 

gastric cancer cell lines under hypoxic condition. (A) Protease activities 

were increased in hypoxic condition. When ADAM-9 inhibitor was treated, 

ADAM-9  protease activities were dose-dependently decreased  in  low 

ADAM-9 activity cell lines. (B) Invasiveness also increased in hypoxia and 

invaded cells were serially decreased when the inhibitor was treated. (*;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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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ure 7.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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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와 관련된 기작 

 

ADAM-9의 단백분해효소의 활성도가 높은 군에 ADAM-9 저해제를 처리

한 후 인산화 EGFR과 EGFR의 발현을 확인하였을 때, 농도의존적으로 인산

화 EGFR의 발현이 감소하였으나, EGFR의 발현은 변화가 없었다. 이는 

ADAM-9 저해제에 의해 EGFR의 활성도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가 낮은 군에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 인산화 

EGFR과 EGFR의 발현 모두 변화가 없었다 (Figure 8A).  

세포의 이동에 연관된 EGFR의 신호 전달 경로의 하위 단계에 존재하는 

Erk의 발현을 확인해 보았을 때, EGFR의 발현과 비슷하게 ADAM-9의 단백

분해효소의 활성도가 높은 군에서는 인산화 Erk의 발현이 농도의존적으로 감

소하였으나, 활성도가 낮은 군에서는 인산화 Erk의 발현에 변화가 없었으며 

Erk의 발현은 두 군 모두 변화가 없었다 (Figure 8A). 

활성도가 낮은 군의 세포주를 저산소 조건에 노출 시켰을 때 인산화 Erk와 

Erk는 전체적으로 발현이 높았다. 이때, RAV-18을 농도별로 처리하였을 때, 

증가된 인산화 Erk의 발현이 농도의존적으로 감소하였이나, 증가된 Erk의 발

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Figure 8B).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ADAM-9의 단백분해효소의 활성도는 적어도 

EGFR을 활성화 시키고, 활성화 된 EGFR은 Erk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세포의 

이동 및 침윤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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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ure 8. ADAM-9 protease activity related mechanism on invasion. (A) 

When ADAM-9 inhibitor was treated to all selected cell lines, pEGFR and 

pErk expression were dose-dependently decreased in high ADAM-9 

expressed cell lines but low expressed cell lines were not changed. (B) On 

hypoxic condition, EGFR and Erk expression of low ADAM-9 expressed 

cell lines. Further, pEGFR and pErk expression were decreased after the 

inhibitor was treated to cell lines that exposure on hypox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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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ure 8.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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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와 세포 성장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와 세포성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roliferation assay를 수행하였다.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가 높은 

세포주와 낮은 세포주에 ADAM-9 저해제를 농도별로 처리하였을 때, 활성도

가 높은 세포주인 SNU-638의 배가시간 (doubling time)은 22.6±0.1시간에

서 32.3±0.5시간으로, YCC-1은 25.4±0.2시간에서 33.9±0.4시간으로, 

MKN-74는 27.7±0.2시간에서 39.3±0.8시간으로, MKN-28은 27.4±0.1시간

에서 36.3±0.5시간으로 농도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 (p < 0.05) (Figure 9A). 

하지만 ADAM-9의 활성도가 낮은 세포주에서는 ADAM-9 저해제에 대한 세

포의 배가시간의 변화는 없었다 (Figure 9B). 이와 같은 결과로,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가 높은 세포주에서 활성도를 억제하면 세포의 성장이 지

연되는 것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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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ure 9. Relationship of ADAM-9 protease activity with cell proliferation in 

gastric cancer cells. (A) ADAM-9 high expressed cell lines were dose-

dependently delayed the proliferation when ADAM-9 inhibitor was 

treated. (B) But ADAM-9 low expressed cell lines were not. The asterisk 

means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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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ure 9.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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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ADAM-9은 단백분해효소 활성을 가진 ADAM family 중 하나이며 다양한 

장기에 발현하고 있다.26 알츠하이머나 암과 같은 병증에 과발현이 되어 있고, 

특히 정상조직에 비해 암조직에 과발현이 되어 있으며, 폐암에서는 전이성 암

조직에서 비전이성 암조직에 비하여 훨씬 더 ADAM-9이 과발현이 되어있

다.5,27-30 ADAM-9은 몇몇 암에서 세포의 성장, 부착능, 이동능, 침윤에 관여

를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31-34 우리나라에서 많고 세계에서 수위를 차지하는 

위암에서는 ADAM-9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져 있지 않다. 특히,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가 암의 침윤이나 전이에 있어서의 역할이 

뚜렷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암에서 ADAM-9의 단

백분해효소 활성도가 침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위암 세포주에서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와 발현정도를 보았

을 때 중등도의 상관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포주 선정은 본 연구의 

목적에 근거하여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 값에서 그 중간 값을 기준

으로 1SD 이상인 활성도가 높은 군과 1SD 이하인 활성도가 낮은 군으로 나

누어 선정하였다.  

이후의 실험을 위해 ADAM-9 저해제인 RAV-18의 생물할적 농도를 알아

보고자 MTT assay를 수행하였을 때, RAV-18은 세포 독성이 없었다. 저해제

의 제조사에서 in vitro와 in vivo 실험을 수행을 했을 때, 최고 농도 in vi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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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50 ug/ml, in vivo에서는 50 mg/kg으로 하였고 (Raven 

Biotechnologies, inc., http://www.ravenbio.com), ADAM-9 저해제와 같은, 

단클론 항체 형태의 약제를 이용한 실험에서 최고 농도를 20 ug/ml로 하였

다.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고 농도 20 ug/ml로 정하여 이후 실험들을 수

행하였다.  

선정된 세포주에 ADAM-9 저해제를 농도별로 처리하였을 때,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가 높은 군에서는 농도의존적으로 활성도가 감소하였으나 

(p < 0.05) 단백분해효소 활성도가 낮은 군에서는 효과가 없었다. 하지만 활성

도가 높은 군과 낮은 군 모두 ADAM-9의 발현의 변화는 없었다. 이는 

ADAM-9 저해제가 ADAM-9의 발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단백분해효소 

활성도에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가 

세포의 침윤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matrigel tras-well assay를 수행

하였을 때, ADAM-9의 단백분해효소의 활성도가 높을수록 세포의 침윤능이 

높고, 활성도가 낮을수록 세포의 침윤능이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하였다. 하지

만 ADAM-9의 단백분해효소의 활성도가 높다고 침윤능이 높은 것은 아니었

으며 활성도가 낮다고 침윤능이 낮은 것은 아니었다. 이는 세포내의 다름 인

자들에 의해 침윤능이 조적되어지기 때문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ADAM-9

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가 높은 군에 저해제를 농도별로 처리하였을 때, 농도

의존적으로 침윤능이 감소하였으며, 활성도가 낮은 군에서는 저해제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가 암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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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윤능에 영향을 주는 인자일 것으로 예상된다. 

YCC-6는 암환자의 복수에서 분리된 세포주로 침윤능을 측정하였을 때, 세

포가 이동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의 침윤능 관련 실험에서는 YCC-6를 배

제하였다. 

세포가 침윤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부착능와 이동늘 두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한다.31 Matrigel trans-well assay를 통하여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

도에 의한 세포의 침윤능 및 이동능을 확인해 보았고, 부착능을 확인하기 위

해 adhesion assay를 수행하였다. 선정된 두 군의 세포주에 ADAM-9 저해제

를 농도별로 처리하였을 때, 모두 저해제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는 

ADAM-9의 단백분해효소가 세포의 부착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립선암 세포주에서 ADAM-9은 ROS에 의해 발현이 증가한다.35 ADAM-9

의 발현이 증가하면 단백분해효소 활성도 또한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가 낮은 세포주를 저산소 조건에 노출 시킨 

후 그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가 낮은 세포주 

모두 저산소 조건에서 정상조건 보다 활성도가 증가하였다. 이때 ADAM-9 

저해제를 농도 별로 처리하면 농도의존적으로 활성도가 감소하였다. 이와 같

은 결과를 바탕으로, 저산소 조건에서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가 낮

은 세포주를 이용하여 matrigel trans-well assay를 수행하였다. 정상조건에

서 보다 저산소 조건에서 세포의 이동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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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산소 조건에서는 세포내의 다양한 인자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이 

증가된 침윤능이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의 증가로 인한 것인 지 알

아보기 위해 ADAM-9 저해제를 농도 별로 처리해 보았다. 정상조건에서는 

저해제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저산소 조건에서는 농도의존적으로 침윤능이 

감소하였다 (p < 0.05). 이와 같은 결과로,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의 

증가로 인해 위암 세포의 침윤능이 증가하였고,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

성도를 억제시키면 침윤능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았다. 

ADAM-9, -10, -12는 urokinase에 의해 활성화된 Gβγ와 세포내의 다른 

분자들에 의해 단백분해효소가 활성화 되고, 이는 세포막에 붙어 있는 비활성 

HB-EGF를 활성화 시킨다. 활성화된 HB-EGF는 EGFR에 결합하여 이를 인

산화 시킴으로써 세포의 이동능을 조절한다.36 또한, keratinocyte에서 

ADAM-9의 disintegrin domain은 integrin과 결합하여 Erk 신호전달 경로를 

거쳐 세포의 이동능을 조절한다. 이를 바탕으로 위암에서, ADAM-9의 단백분

해효소 활성도가 EGFR/Erk 신호전달 경로를 거쳐 세포의 이동 및 침윤을 조

절할 것으로 예상하고 EGFR 및 인산화 EGFR, Erk와 인산화 Erk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가 높은 군에 ADAM-9 저해제

를 처리하였을 때 농도의존적으로 인산화 EGFR과 인산화 Erk의 발현이 가소

하였으나 활성도가 낮은 군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단백분해효소 활성도 측정 

및 침윤능 측정 실험에서와 같이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가 낮은 군

을 저산소 조건에 노출시켰을 때 정상조건에서 보다 인산화 Erk의 발현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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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고, 이때 ADAM-9 저해제를 처리하면 농도의존적으로 인산화 Erk의 

발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에 의

해 EGFR/Erk 신호전달 경로를 거쳐 세포의 이동 및 침윤능 조적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지만 Erk 신호전달 경로는 Erk를 기준으로 상위 단계 및 하위 

단계의 경로가 매우 복잡하고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확하게 Erk 신호전달 

경로의 표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추후 실험이 필요하다. 

선행된 실험에서 RAV-18의 생물학적 농도를 결정하기 위해 세포독성 실험

을 수행했지만 세포독성은 없었다. 이 실험에서는 세포가 80-90% 이상 성장

하였을 때 세포가 죽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었으며 세포가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조건에서 ADAM-9 저해제를 처리하였을 때 세포에 일어나는 변화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선행된 실험에서 알아낸 ADAM-9에 의해 조절되는 

EGFR/Erk 신호전달 경로는 세포의 성장에도 영향을 준다. 세포가 완전히 성

장하지 않은 조건에서 ADAM-9 저해제를 처리하였을 때 변화와 EGFR/Erk 

신호전달 경로가 세포의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proliferation assay를 수행하였다.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가 높은 

군에 저해제를 처리하였을 때 농도의존적으로 세포의 성장속도가 유의하게 감

소하였고 (p < 0.05), 활성도가 낮은 군은 효과가 없었다. 이는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가 세포의 이동 및 침윤뿐만 아니라 세포의 성장에도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세포주기와 그 

조절 기작에 대한 추후 실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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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ADAM-9의 단백분해효소의 활성도가 높을 때 이를 저해시켜 

줌으로써 암 세포의 이동 및 침윤을 저해하고, 세포의 성장속도도 억제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ADAM-9의 단백분해효소의 활성도가 암 침

윤 및 전이에 대한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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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가 높은 세포

주에 그 활성도를 억제시키면 세포의 침윤 및 성장속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를 억제시킴에 따라 EGFR의 인신화 및 

Erk의 인산화가 감소를 하였고, 세포의 침윤 또한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여, 

ADAM-9의 단백분해효소 활성도에 관련된 위암 세포의 침윤능에 EGFR/Erk 

경로가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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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ADAM-9 protease activity 

on invasiveness of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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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 (A Disintegrin and Metalloproteinase)-9 is a cell-surface membrane 

glycoprotein, which enables diverse roles in a wide range of cellular process. Over-

expression of ADAM-9 has been reported in several cancers but its biological role 

remained to be clarified in gastric cancer. Herein, we investigated the possible 

involvement of ADAM-9 related to invasion and metastasis in gastric cancer. We also 

evaluated its possibility as a therapeutic target for anti-metastasis treatment. 

 We examined transcription and expression pattern of ADAM-9 in 24 gastric cancer 

cell lines. ADAM-9 protease activity was measured using fluoregenic ADAM-9 substrate 



56 

 

(R&D systems). We conducted trans-well assay coated with matrigel to associate 

ADAM-9 protease activity with invasion activity. A specific anti-ADAM-9 monoclonal 

antibody (ADAM-9 inhibitor, RAV-18, Raven Biotechnologies, Inc.) was used to 

evaluate its anti-invasion property. 

  The protein expression and protease activity of ADAM-9 was various by each cell line. 

The protease activities were moderately correlated with the protein expressions (mature 

form) (R
2
 = 0.49). ADAM-9 protease activity was decreased dose-dependently on 

ADAM-9 inhibitor treatment, being remarkable in the cells of high ADAM-9 protease 

activity (SNU-638, YCC-1, MKN-74 and MKN-28) compared with low activity cells 

(YCC-6, YCC-7 and HS-746T). Baseline level of invasiveness was poorly correlated with 

ADAM-9 protease activity, but in high ADAM-9 activity cells, the administration of 

ADAM-9 inhibitor significantly suppressed invasiveness, while not in low ADAM-9 

activity cells. Exposure to hypoxia (1% O2, 5% CO2, 37℃) up-regulated protease activity 

and invasiveness in low ADAM-9 activity cells, and these were suppressed dose-

dependently by the treatment of ADAM-9 inhibitor. The inhibitor inhibited EGFR and 

ERK phosphorylation in high ADAM-9 activity cells, which suggests that that ADAM-9-

related invasiveness depends on its protease activity and it is, at least partially, via 

EGFR/Erk pathway. 

 This study shows that ADAM-9 is upregulated in gastric cancer, and that ADAM-9 

might be a plausible target for therapeutic inhibition of invasion/metastatic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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