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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of Expression of galectin-3, skp2, p27 and cyclin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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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The overexpression of cyclin D1 and galectin-3 and the loss of p27 in thyroid
cancers have recently been reported by many studies. The S-phase kinase associated pro-
tein 2 (skp2)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gradation of p27. We compared the correlation
of the expressions of galectin-3, p27, cyclin D1 and skp2 in thyroid lesions. Methods : Sixty
five case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and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galectin-3, skp2,
p27 and cyclin D1 was performed. Results : The expression of galectin-3 increased in the
order of nodular hyperplasia, follicular adenoma, follicular carcinoma and papillary carcinoma
(p<0.01). The expression rate of skp2 was 0% for nodular hyperplasia, 16.7% for follicular
adenoma, 33.3% for follicular carcinoma and 16.7% for papillary carcinoma. The loss of the
expression of p27 was more frequently detected in papillary carcinoma as compared with
nodular hyperplasia (p<0.01). The increased expression of cyclin D1 was noted in follicular
adenoma and carcinoma as compared with nodular hyperplasia (p=0.043). The expression
of galectin-3 was related with the loss of a p27 expression (p<0.01), and the expression of
skp2 was related with the expression of the cyclin D1 (p=0.022). Conclusions : Galectin-3
appears to be the most useful marker for making the diagnosis of thyroid lesions. The loss of
a p27 expression can help differentiate nodular hyperplasia and papillary carcinoma, and the
determining the expression of cyclin D1 may be helpful for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nodu-
lar hyperplasia and follicular neopla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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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및 악성 갑상샘 병변에서의 galectin-3, skp2, p27, cyclin D1 

발현의 연관성

지난 수십여 년간 갑상샘 암종의 예후 인자를 밝혀내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한 연구 결과 환자의 연령과

갑상샘 밖으로의 침윤 등이 독립적인 예후 인자로 확인되었고,

종양의 원격 전이와 원발 종양의 크기 그리고 원발 종양의 완전

한 수술적 제거 여부 역시 예후에 중요하다1-3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런 임상적인 예후 인자들 외에도 종양의 재발이나 전

이를 예측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화학적 또는 분자

생물학적 지표들은 아직 많이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다. 

갑상샘 결절에 있어서는 갑상샘의 양성 증식성 결절증이나 소

포샘종 또는 악성 종양인 소포암종이나 유두암종 등을 감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임상 소견이나 초음파 검사로는 이들 감별 진단

에 한계가 있어 흔히 갑상샘의 세침흡인 세포검사가 이용된다.4,5

그러나 이러한 세포학적 소견 또한 소포성 세포로 구성된 병변

의 증식성 결절과 소포샘종, 소포암종 등을 감별하는 데에는 적

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럴 때 시행하는 보조적인 검사가

면역조직화학염색이다.6 특히 최근에 양성 병변인 증식성 결절,

소포샘종과 악성 종양인 소포암종과 유두암종을 감별하는 데

galectin-3의 면역조직화학염색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7

Galectin-3는 β-galactoside에 부착하는 단백으로서 세포와

세포, 세포와 간질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pre-mRNA의 splicing

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포의 성장 조절, 암종으로의 변화와

전이, 세포 주기의 조절과 세포 자멸사, 세포의 손상과 수복 과

정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9

이들은 몇 가지 종양 유전자의 자극에 의해 조절되기 때문에

인체의 여러 암종 - 세포 림프종, 장 직장암, 유방암, 간암,

뇌종양, 흑색종-과 갑상샘 암에서 그 발현율이 증가된다.9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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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수질성 갑상샘 종양에서는 소포 기원의 악성 종양에서만

국한적으로 발현되고 있다.

또한 다른 종류의 galectin이 정상적인 여러 신체 조건에서

발견되는 것과 다르게 galectin-3는 정상 또는 태아의 갑상샘

세포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10 증식성 병변이나 양성 갑상샘 종

양에서도 발현되지 않으므로11,12 수술 전 갑상샘 병변의 진단 또

는 예후 인자로써 그 유용성이 중시되고 있다.11

한편 유방암 세포에서 galectin-3는 세포 주기 G1 시점에서

의 주요한 양성 조절자이며, 인체의 여러 암종에서 잠재적인 종

양 유전자로 작용하는 cyclin D1의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알려져 있다.12 특히 cyclin D1의 과발현은 유방암, 간암, 식

도암, 두경부 편평세포암종 그리고 갑상샘 암종 등에서 관찰되

는데,13-15 정상 또는 양성 갑상샘 종양에서는 거의 발현되지 않

는 반면, 악성 갑상샘 종양에서는 발현이 증가됨으로써 cyclin

D1의 발현이 갑상샘 종양의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

졌다.15 그러나 이러한 갑상샘 종양에서 galectin-3와 cyclin D1

과의 연관성에 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cyclin-dependent kinase 활동을 조절하는 세포 주기

조절 단백인 p27은 G1-S 세포 주기의 진행을 억제하여 세포의

증식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데,16,17 최근 여러 정상 내분비계 혹

은 그 외의 장기에서는 발현이 증가되고, 유방암, 장암 등에서

는 발현이 감소되는 등 이의 감소가 종양의 진행이나 나쁜 예후

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발표되고 있어 종양 억제 유전자로서

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18-21 특히 종양에서 p27의 비활성화

는 S-phase kinase associated protein 2 (skp2)에 의해 분해가

촉진되어 일어나거나 cyclin D3에 의해 분리되어 일어난다.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갑상샘 종양에서 유용한 예후 인자로 알

려져 있는 galectin-3와 여러 암종에서 중요한 세포 주기 조절

인자로 알려져 있는 cyclin D1 그리고 p27과 skp2의 발현을 갑

상샘의 양성 증식성 결절, 양성 갑상샘종, 갑상샘 암종 등 다양

한 병변에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해 상호 비교해보고, 각각

병변에서 이들 단백의 발현 여부와 이들 단백 발현 간의 연관성

을 살펴봄으로써, 갑상샘의 발암 과정에 있어 이들 단백의 역할

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재료와 방법

재료

2003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중앙 학교 부속 필동병원

과 용산병원 그리고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중앙 학교 병원

에서 갑상샘 종괴로 수술을 받았던 환자 중 병리적으로 갑상샘

의 결절성 증식증, 갑상샘종, 갑상샘 유두암 그리고 소포암으로

진단받은 예들을 상으로 조직 보관 상태가 양호한 65예를 선

별하 다. 이 중 결절성 증식증은 14예 으며, 유두암종이 30예,

소포샘종이 12예 그리고 소포암종이 9예 다. 한편 이 연구에는

포르말린에 고정된 파라핀 포매 조직을 이용하 다. 

방법

면역조직화학 염색

선택된 환자의 파라핀 포매 조직을 4-5 μm 두께로 박절하고,

자일렌으로 탈 파라핀 과정을 거친 후(5분간 3회) 무수 알코올

90%, 75% 그리고 50% 에탄올에 각각 2분씩 처리하여 함수시

켰다. 그 후 내인성 과산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기 위해 0.3%

hydrogen peroxide-methanol에 10분간 처리하고, 증류수로 세

척한 다음 50 mM Tris 완충 용액(TBS, pH 7.5)으로 수세한

후, 비 특이성 반응을 제거하기 위해 30분간 염소 혈청으로 처리

하 다. 그 후 여분의 용액을 제거하고 일차 항체인 galectin-3

(Novocastra, Newcatle, UK), skp2 (Zymed Co., South San

Francisco, CA, USA), p27 (Dako, Capinteria, CA, USA),

cyclin D1 (Dako)을 실온에서 2시간 작용시켰다.

일차 항체 반응 후 TBS로 5분간 3회 수세한 다음 biotin이

부착된 이차 항체(1:300, Zymed Co.)에 20분간 작용시키고,

통상적인 avidin-biotin complex법으로 염색하 다. 발색제는

AEC를 사용하고 Mayer's hematoxylin으로 조 염색하 다. 

결과 판정

Galectin-3는 전체 종양 세포 중 세포질에서 과립상으로 진하

게 갈색으로 염색된 세포의 수를 세어 백분율로 표시한 뒤, 5%

미만인 경우를 음성, 5% 이상인 경우를 양성으로 판정하 으며,

cyclin D1과 skp2는 전체 종양 세포 중 핵에서 진하게 갈색으로

염색된 세포의 수를 세어 백분율로 표시한 뒤, 5% 미만인 경우

를 음성, 5% 이상인 경우를 양성으로 판정하 다. 한편 p27은

전체 종양 세포의 10% 미만에서 관찰된 경우 발현이 저하된 것

으로 판정하 다. 

통계학적 분석

Window용 SPSS 12.0 (SPSS, Chicago, IL, USA) 통계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카이제곱 검정과 상관분석법을 실시, p값이

0.05 이하일 때를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하 다.

결 과

결절성 증식증과 유두암종의 비교

Galectin-3는 결절성 증식증의 7.1% (1예) 그리고 유두암종

의 96.7% (29예)에서 발현되어, 결절성 증식증에 비해 유두암종

에서 더 많이 발현되었음(p<0.01)을 알 수 있었다. 또한 skp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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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절성 증식증 모두에서 발현되지 않은 반면, 유두암종에서는

20% (6예) 발현되어 두 군 간 통계학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84). 한편 p27단백의 발현 감소는 결절성 증식증 21.4%

(3예), 유두암종 96.5% (29예)의 예에 나타남으로써 결절성 증

Fig. 1.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of galectin-3 (A, B), skp2 (C, D), p27 (E, F) and cyclin D1 (G, H) in nodular hyperplasia and papil-
lary carcinoma; the positve stains of galectin-3 (B), skp2 (D), cyclin D1 (H) are noted in papillary carcinoma. Galectin-3 (A), skp2 (C),
cyclin D1 (G) show negative stains in nodular hyperplasia. Loss of p27 (F) in the papillary carcinoma and strong expression of p27 (E) in
the nodular hyperplasia are shown, respectively.

A B C D

E F G H

Galectin-3

(%) (n)

- +

skp2

(%) (n)

- +

Loss of p27

(%) (n)

- +

Cyclin D1  

(%) (n)

- +

Nodular hyperplasia (n=14) 92.9 (13) 7.1 (1) 100 (14) 0 (0) 78.6 (11) 21.4 (3) 92.9 (13) 7.1 (1)
Papillary carcinoma (n=30) 3.3 (1) 96.7 (29) 80 (24) 20 (6) 3.3 (1) 96.7 (29) 66.6 (20) 33.3 (10)
p value 0.0001 0.084 0.0001 0.062

Table 1. Expression of galectin-3, skp2 and cyclin D, and loss of p27 between nodular hyperplasia and papillary carcinoma 

Fig. 2. Immunohistocheimical staining of galectin-3 (A, B), skp2 (C, D), p27 (E, F) and cyclin D1 (G, H) in follicular adenoma and follicular
carcinoma; increased expression of galectin-3 in the follicular carcinoma (B) is compared with the expression of galectin-3 in the nodular
hyperplasia (A). Increased expression of skp2 in the folliulcar adenoma (C) and follicular carcinoma (D) is noted. Loss of p27 in the follic-
ular adenoma (E) and follicular carcinoma (F) is present. The strong expression of cyclin D1 in follicular carcinoma (H) is noted. Decreased
expression of cyclin D1 is seen in follicular adenoma (G). 

A B C D

E 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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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증에 비해 유두암종에서 더 많은 예의 발현 감소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으며(p<0.01), Cyclin D1은 결절성 증식증의 7.1%

(1예), 유두암종의 33.3% (10예)에서 발현이 증가되어 있었으나,

두 군 간의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다(p=0.062) (Table 1, Fig. 1).

결절성 증식증과 소포샘종 그리고 소포암종의 비교

Galectin-3는 결절성 증식증의 7.1% (1예), 소포샘종의 16.7%

(2예) 그리고 소포암종의 55.6% (5예)에서 발현됨으로써 양성

병변인 결절성 증식증과 소포샘종에 비해 소포암종에서의 발현이

더 많았으며(p=0.022), skp2는 결절성 증식증에서 0% (0예),

소포샘종에서 16.7% (2예) 그리고 소포암종에서 33.3% (3예)

발현되는 등 각 군 간의 통계학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0.080). 한편 p27는 결절성 증식증 21.4% (3예), 소포샘종 91.7%

(11예) 그리고 소포암종 100% (9예)에서 발현이 감소됨으로써

결절성 증식증과 소포샘종에 비해 소포암종에서 발현의 감소가

더 빈번하게 나타남(p<0.01)을 알 수 있었다. 또한 Cyclin D1

단백은 결절성 증식증의 7.1%(1예), 소포샘종의 58.3% (7예),

그리고 소포암종의 44.4% (4예)에서 발현되어 결절성 증식증에

비해 소포샘종과 소포암종에서 발현이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p=0.018) (Table 2, Fig. 2). 

각 단백 발현의 연관성

Galectin-3가 발현된 37예 중, 94.6%(35예)에서 p27가 발현

감소를 보임으로써 Galectin-3와 p27사이에는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0.01) (Table 3) skp2와 cyclin D1

은 21.6%(8예), 32.4%(12예)에서만 발현되어 이들 단백 발현

간의 관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206과 p=0.494). 또한

skp2가 발현된 11예 중 100%인 11예에서 p27가 발현 감소를

보 으며, skp2가 발현되지 않은 54예에서도 76.0%인 41예에서

발현이 감소됨으로써 skp2의 발현 증가와 p27의 발현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67).
그리고 skp2가 발현된 11예 중 cyclin D1이 발현된 것은 63.6%

(7예)로 두 단백의 발현은 서로 연관성이 있었으나(p=0.028)

(Table 4), p27의 발현이 감소된 52예 중 단지 38.5% (20예)

에서 cyclin D1이 발현되어 이 두 단백의 발현 간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104). 

고 찰

Galectin-3는 최근 갑상샘 결절의 수술 전 진단에 있어 유용

한 생물학적 표지자로 사용되고 있다.10 즉 galectin-3가 정상

갑상샘 조직이나 양성 결절성 증식증 혹은 양성 소포샘종 등에

서는 거의 발현되지 않고, 악성 종양에서만 과발현되므로 이들

을 감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 림프절 전이 병터를 찾는 경

우에도 galectin-3의 면역 염색이 도움이 되므로 이의 치료 및

예후 판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7 특히 많은 연구에서 정

상 갑상샘 조직 또는 양성 소포샘종에서 galectin-3가 발현되지

않았던 반면, 악성 종양 특히 유두암종에서는 발현의 증가가 관

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11 본 연구에서도 결절성 증식증의

7.1%, 소포샘종의 16.7%, 소포암종의 55.6% 그리고 유두암종

의 96.7%에서 galectin-3가 발현되는 등 양성 병변인 결절성 증

식증과 소포샘종에서보다 악성인 유두암종과 소포암종에서 발현

이 증가됨으로써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함을 보 다(p<0.01). 

Galectin-3

(%) (n)

- +

skp2

(%) (n)

- +

Loss of p27

(%) (n)

- +

Cyclin D1  

(%) (n)

- +

Nodular hyperplasia (n=14) 92.9 (13) 7.1 (1) 100 (14) 0 (0) 78.6 (11) 21.4 (3) 92.9 (13) 7.1 (1)
Follicular adenoma (n=12) 83.3 (10) 16.7 (2) 83.3 (10) 16.7 (2) 8.3 (1) 91.7 (11) 41.7 (5) 58.3 (7)
Follicular carcinoma (n=9) 44.4 (4) 55.6 (5) 66.7 (6) 33.3 (3) 0 (0) 100.0 (9) 55.6 (5) 44.4 (4)
p value 0.0022 0.080 0.0001 0.018

Table 2. Expression of galectin-3, skp2 and cyclin D1, and loss of p27 in nodular hyperplasia, follicular adenoma and follicular carci-
noma

Loss of p27

(-) (%) (n) (+) (%) (n)

Galectin-3
(-) (n=28) 39.3 (11) 60.7 (17)
(+) (n=28) 5.4 (2) 94.6 (35)

p value 0.001

Table 3. Comparison of loss of p27 expression and expression
of galectin-3 in benign to malignant thyroid lesion

Cyclin D1

(-) (%) (n) (+) (%) (n)

skp2
(-) (n=54) 72.2 (39) 27.8 (15)
(+) (n=11) 36.4 (4) 63.6 (7)

p value 0.022

Table 4. Comparison of expression of cyclin D1 and skp2 in
benign to malignant thyroid l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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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phase kinae 2-cdk2/cyclin A와 연관된 단백질인

skp2는 세포 주기가 S기에서 G1기로 갈 때 발현되는데, 이때

악성으로 변화된 세포에서 skp2의 발현이 증가되었다. 

또한 상피 세포의 암종, 림프종과 같은 많은 악성 종양에서

발현 감소되는 p27은23 악성 종양 세포의 조절되지 않는 증식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p27이 세포 주기에서 S기에 관여하는 cdk2/

cyclin E와 cdk2/cyclin A에 해 억제성 조절을 하기 때문이

다.24 이러한 p27의 감소는 단백 분해를 포함한 세포 기능에 참

여하는 아미노산 화합물(ubiquitination)의 가수 분해 과정이 증

가함으로써 발생하는데, 이때 p27의 분해가 항진될 수 있는 첫

번째 기전이 skp2의 과발현이다.22 skp2는 최근에 악성 종양성

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구강 편평 상피 세포 암종과 림프

종 등에서 발현이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있어25 skp2의 과발현이

구강 편평 상피 세포 암종과 위암종 그리고 폐암종에서 좋지 않

은 예후를 시사하는 인자라고 추측되고 있다.22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양성 결절성 증식증에서 0%, 소포샘종에서 16.7%, 유두

암종에서 20% 그리고 소포암종에서 33.3%의 skp2발현이 관찰

됨으로써 각 군 간 유의한 발현의 차이는 없었다. 

또한 p27은 결절성 증식증의 21.4%, 소포샘종의 91.7%, 유두

암종의 96.7%, 그리고 소포암종의 80%에서 발현이 감소되어 결

절성 증식증에 비해 유두암종에서 발현이 더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01). 한편 악성 세포에서 skp2의 과발현에 한

기전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기전에 한 여러 연구

에서 skp2와 세포 자멸사와의 관계가 논의되고 있다. 특히 skp2

발현이 감소된 쥐의 섬유모세포에서는 자발적인 세포 자멸사가

잘 일어난 반면, skp2가 과발현된 위종양 세포에서는 actino-

mycin에 의한 세포 자멸사에 저항성을 보인다24,25고 밝혀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skp2의 발현은 악성 종양인 유두암종 30

예 중 6예(20%) 그리고 소포암종 9예 중 3예(33.3%)에서 관찰

되는 등 소수에서만 발현되었기 때문에 갑상샘 종양의 발생 과

정에 skp2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다. 

현재까지 인체 갑상샘 조직의 skp2발현에 한 연구는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갑상샘에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인

Hashimoto씨 병에서 p27의 발현 감소와 skp2의 발현 증가가

관찰되고, Hashimoto씨 병에서 발생하는 유두암종에서 이 두

단백의 관련성에 한 가능성을 제시한 Troncone 등26의 연구

결과가 나옴으로써 앞으로 갑상샘 암종의 발생과 skp2의 관련

성에 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한편 p27의

경우에는 갑상샘 암종에서 발현의 감소가 관찰되었다는 Erick-

son 등27의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가 일치하 다. 

또한 Kim 등이 유방암 세포인 BT549를 이용한 연구에서

galectin-3 발현이 p27의 발현을 상향 조절시킨다고 보고함으로

써, galectin-3와 세포 주기 조절 관련 단백들이 세포 자멸사와

발암 과정에 있어 서로 연관되어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

었다.12 이것은 galectin-3의 발현과 p27의 발현 감소가 서로 연

관되어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와는 상반되지만, 인체 유방암 세

포를 통한 실험에서 낮은 농도의 p27이 주어질 때에는 활성화된

kinase 복합체의 활동이 촉진되는 반면, 높은 농도에서는 억제

된다는 Labaer 등28의 결과를고려한다면, p27이 세포 주기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

한 갑상샘 세포에서 p27의 인산화와 세포 내 제자리화의 과정이

PI3K/AKT 경로에 의해 조절되는데, 이 AKT 경로의 신호가

활성화될 경우 p27이 세포질 내에 잘못 위치하게 되어 갑상샘

암의 발생이 촉진된다는 Motti 등29의 보고를 고려한다면, 갑상

샘의 발암 과정에 p27이 여러 기전에 의해 작용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최근 galectin-3 유전자 전달 감염을 일으킨 T 림프종

세포주를 통한 실험에서, 정상 조군의 세포보다 세포 자멸사

에 저항성을 보이며 galectin-3를 과발현시킨 인체 유방암종 세

포주인 BT549 역시 정상 조군에 비해 cisplatin, 산화질소 또

는 방사선 조사에 의해 유발되는 세포 자멸사에 저항성을 보

다는 보고가 있어 galectin-3의 세포 자멸사 억제 기능이 제시

되고 있다.12 또 Paron 등의 보고에 의하면 갑상샘 세포 내에서

galectin-3는 thyroid-specific transcription factor-1 (TTF-1)

과 결합하여 복합체를 형성하며, TTF-1의 전사능을 자극시켜

갑상샘 세포의 증식에 기여한다.30 또한 핵 내에서 cyclin D1의

촉진자 SP1과 CAMP-Responsive Element (CRE) 위치에서

결합하여 핵 단백과 DNA의 복합체를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하는

등 세포 주기 조절 인자로 작용한다는 보고도 있으며, galecin-3

에 의해 cyclin D1과 cyclin D1-연관 kinase (CDK) 작용이 유

도되면 세포는 초기 G1기의 세포 자멸사 감지점을 통과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12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cyclin D1의 발현은 결절성 증식증

의 7.1%, 소포샘종의 58.3%, 유두암종의 33.3% 그리고 소포암

종의 44.4%에서 발현되어 각 군 간 발현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으며, galectin-3가 발현된 경우 중 32.4%에서만 cyciln

D1이 발현되어 두 단백 발현 간의 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상반되는 결과를 보 다. 그러나 이것은 단백 발현만을 관찰하

는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의 방법적인 한계일 수도 있으므로 유

전자 수준의 검사를 시행하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갑상샘의 양성과 악성 병변의 수술 전 진단 그리고 조직학적

또는 세포학적 감별 진단에 있어 현재까지 자주 이용되는 ga-

lectin-3뿐 아니라 다른 생물학적 표지자에 한 유용성에 연구

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p27과

cyclin D1 등을 galectin-3와 함께 이용하면 좀 더 진단에 도움

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갑상샘의 발암 과정에 있

어 이들 단백, galecin-3, skp2, p27 그리고 cyclin D1의 작용

기전에 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각각의 단백

이 세포 주기와 다른 인체 암종의 발암 과정에 관련되는 것으로

미루어 추측할 때, 이들 단백이 가진 역할과 각 단백의 연관성

에 해서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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