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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pression of Galectin-3 and Galectin-7 in Epithel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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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Galectin-3 and galectin-7 may play roles in human carcinogenesi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xpressions of galectin-3 and galectin-7 in gastric dyspla-
sia and adenocarcinoma. Methods : We examined the expressions of galectin-3, galectin-7,
and P53 in nonneoplastic gastric mucosa, gastric epithelial dysplasia (GED), and adenocar-
cinoma by immunohistochemistry. Twenty cases of nonneoplastic gastric mucosa, 20 cases
of low grade GED, 20 cases of high grade GED, 40 cases of early gastric cancer (EGC), and
60 cases of advanced gastric cancer (AGC) are included for study. Results : In the nonneo-
plastic tissue, only galectin-3 was expressed in the intestinal metaplasia. Galectin-7 was not
stained in the nonneoplastic gastric mucosa. Galectin-3 was expressed in 3 cases of low
grade GED (15%), 13 cases of high grade GED (65%), 2 cases of EGC (5%), and 5 cases of
AGC (8%), respectively. Galectin-7 was expressed in 2 cases of low grade GED (10%), 3
cases of high grade GED (15%), and 4 cases of EGC (10%), respectively. However, it was
not expressed in AGC. Conclusions : Based on our results, the expressions of galectin-3 and
galectin-7 ma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gastric epithelial dysplasia and early gastric
cancer, rather than contributing to the progression of gastric adeno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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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상피형성이상과샘암종에서 Galectin-3와 Galectin-7의 발현

Galectin은 갈락토스를 가진 리간드와 결합하는 단백질로서

현재까지 총 15종이 발견되었는데,1,2 주로 배아발생, 세포부착,

세포증식, 세포자멸사, mRNA 짜깁기 등의 생물학적 기능에 관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Galectin 단백 중 galectin-3는 정상적으로 식세포, 호산구,

중성구, 비만세포에서 발현되고 이외에도 소화기, 호흡기 및 신

장의 상피세포에서도 발현된다.5 최근에는 인체 종양들의 발암

과정이나 진행과정에서의 역할이 새롭게 규명되면서 점차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Galectin-3는 세포결합, 증식, 분화 및 세포

자멸사 등 다양한 생물학적 기능을 가지며 주로 세포질에 존재

한다. 종양에서 galectin-3 단백의 발현은 종양의 유형이나 연구

자들에 따라 다양해서 췌장암, 갑상샘암, 장암 등에는 과발현

되고,6-10 유방암이나 피부의 기저세포암, 난소암에서는 발현이

감소된다는 보고가 있다.11,12

Galectin-7은 각막이나 표피층 손상 시 상피세포의 이동에 관

여하여 재상피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근에는 galectin-7 단백이 세포자멸사를 조절하는 p53-induced

gene 1 (PIG1)의 산물로서 종양 발생의 조절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13 그러나 galectin-7에 해서

는 후두 및 하인두의 편평상피암종에서 과발현될수록 예후가 나

쁘다는 연구가 있을 뿐14,15 위암을 상으로 한 연구 및 p53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아직 없다. 저자들은 위의 비종양성 상

피 및 형성이상과 샘암종에서 galectin-3와 galectin-7의 발현을

조사하여 두 단백이 위암의 발생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해서 알

아보고, 샘암종의 예후 인자들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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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상피조직에서 galectin-3과 galectin-7의 발현을 조사하기

위해 최근에 인제 학교 일산백병원에서 내시경을 통해 얻어진

비종양성 위 점막 중 장형화생이 동반되지 않은 10예, 장형화생

이 동반된 10예를 포함하 다. 

임상소견 및 병리조직학적 검색

환자들의 병록지를 중심으로 환자의 연령, 성별을 검토하 고,

모든 유리슬라이드 표본을 재검토하여 비종양성 점막의 장형화

생 유무를 비롯하여 형성이상과 샘암종의 크기, 형성이상의 등

급 및 샘암종의 침윤정도, 조직학적 유형, 림프절 전이 등을 조

사하 다. 샘암종의 조직학적 유형은 WHO 분류와 Lauren 분

류에 따라 나누었고 임상소견과 병리소견을 종합하여 미국연합

암위원회 분류(The classification of the American Joint Com-

mittee on Cancer)에 따라 병기를 결정하 다.

조직 미세배열 블록(Tissue Microarray Block) 제작

비종양성 점막은 파라핀에 포매된 조직을 3 μm 두께로 잘라

조직절편을 만들었다. 형성이상 및 샘암종은 조직 미세배열 블

록 제작 기구를 이용하여, 형성이상은 병소의 표 부위를, 샘암

종은 병소의 심층 부위를 한 블록당 2곳을 선정하여 2 mm 크기

로 구멍을 뚫었다. 미리 준비한 recipient 블록에 구멍을 6열 7행

으로 42개 뚫었다. 각 증례 블록에서 펀치한 조직 조각을 recip-

ient 블록의 구멍에 심었다. 그리고, 단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

서 조직 미세배열 블록을 50℃ 보온기에서 20분간 방치하 다. 

면역조직화학 염색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위하여 비종양성 조직 각각의 블록과 형

성이상 및 샘암종의 조직 미세배열 블록에서 3 μm 두께의 절편

을 박절하여 59℃ 보온기에 20분간 처리한 후 자일렌으로 파라

핀을 제거하 다. 그런 후 100%, 95%, 75% 알코올에 각각 5

분간 순서 로 처리하고 증류수로 씻어냈다. 5분간 미리 가온한

10 mM citrate (pH 6.0) 완충용액으로 15분을 끓인 다음 20분

간 냉각한 후, 이차 증류수로 씻어냈다. 내인성 페록시다아제의

활성을 억제하기 위해 3%의 과산화수소로 처리한 후, 다시 인

산완충용액에 10분간 수세하 다. 일차 항체는 galectin-3 (R&

D system, MN, USA, dilution 1:200)과 Galectin-7 (R&D

system, MN, USA, dilution 1:200), p53 (Neomarker, Fre-

mont, CA, USA, dilution 1:100)을 사용하 다. 비종양성 조

직은 galectin-3와 galectin-7, 형성이상과 샘암종은 galectin-3,

galectin-7, p53 면역염색을 자동 염색기(Ventana Medical

Systems, Inc., AZ, USA, NEXES IHC)로 염색하 다. 이차

항체로는 iView DAB Detection kit (Ventana Medical Sys-

tems, Inc., AZ, USA, 760-091)를 사용하 고 Hematoxylin II

(Ventana Medical Systems, Inc., AZ, USA, 790-2208)와

Bluing Reagent (Ventana Medical Systems, Inc., AZ, USA,

760-2037)로 조염색 후 봉입하 다.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판정

Galectin-3와 galectin-7은 비종양성 점막의 상피와 종양세포

의 10% 이상에서 발현이 있는 경우를 양성으로 판정하 다. p53

은 종양세포의 10% 이상에서 핵이 적갈색으로 염색되면 양성

으로 판정하 다. 

통계방법

통계처리는 Window용 SPSS 10.1.3 (Chicago, IL, USA)를

사용하여, 2 test 및 Fisher’s Exact test로 검정하 고 p값이

0.05 이하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 다. 

결 과

임상 및 병리 소견

비종양성 위 점막 20예, 형성이상 40예, 조기위암 40예 및 진

행위암 60예의 임상소견은 Table 1과 같다. 비종양성 위 상피조

직 20예는 모두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을 동반하지 않았고, 경도

및 중등도의 염증소견이 관찰되었다. 샘암종의 경우 Lauren 분

류, 종양의 침습정도. 림프절 전이유무 및 병리학적 병기를 조사

하 고, 각각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NN
without IM

(N=10)

NN
with IM
(N=10)

LG
(N=20)

HG
(N=20)

EGC
(N=40)

AGC
(N=60)

Total
(N=160)

Age (mean±SD, year) 51±13 53±13 62±8 66±10 61±13 65±13 62±13
Sex (male:female) 5:5 3:7 11:9 11:9 30:10 48:12 108:52
Size (mean±SD, cm) NS NS 2.3±3.1 1.6±1.1 3.6±2.5 4.6±3.0 3.6±2.9

Table 1. Clinicopathologic features of nonneoplastic gastric mucosa, gastric epithelial dysplasia and adenocarcinoma 

NN without IM, nonneoplastic gastric mucosa without intestinal metaplasia; NN with IM; nonneoplastic gastric mucosa with intestinal metaplasia; LG, low
grade gastric epithelial dysplasia; HG, high grade gastric epithelial dysplasia; EGC, early gastric cancer; AGC, advanced gastric cancer; NS, not significant.



Galectin-3와 galectin-7의 면역조직화학염색 소견

비종양성 위 상피조직의 염색소견을 보면 galectin-3는 비종

양성 위 상피조직 20예에서 장형화생을 동반하지 않은 10예 중 2

예(20%)에서 10% 이하로 세포질 염색이 관찰되었고, 1예는

세포막을 따라 염색되어 모두 음성으로 판독하 다. 장형 화생

을 보이는 10예(100%)는 모두 세포질에 발현하 고(Fig. 1A),

이 중 1예(10%)는 핵에 약한 발현을 동반하 다. Galectin-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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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presentative photographs of galectin-3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Intestinal metaplasia shows diffuse cytoplasmic expres-
sion compared to normal mucosa (A). In gastric epithelial dysplasia (GED) and adenocarcinoma, galectin-3 is expressed in the cyto-
plasm of tumor cells without nuclear staining (B, low grade GED; C, high grade GED; D, early gastric cancer).

C D

A B

EGC (N=40) AGC (N=60) Total (N=100) EGC (N=40) AGC (N=60) Total (N=100)

Lauren classification
Intesinal 28 (70%) 32 (53%) 60 (60%)
Diffuse 8 (20%) 23 (38%) 31 (31%)
Mixed 4 (10%) 5 (9%) 9 (9%)

Tumor stage
pT1 40 (100%) 0 (0%) 40 (40%)
pT2 0 (0%) 40 (67%) 40 (40%)
pT3 0 (0%) 18 (30%) 18 (18%)
pT4 0 (0%) 2 (3%)* 2 (2%)

Lymph node status 
N0 35 (88%) 16 (27%) 51 (51%)
N1 4 (10%) 24 (40%) 28 (28%)
N2 1 (2%) 14 (23%) 15 (15%)
N3 0 (0%) 6 (10%) 6 (6%)

Stage 
I 39 (98%) 14 (23%) 53 (53%)
II 1 (2%) 22 (37%) 23 (23%)
III 0 (0%) 17 (28%) 17 (17%)
IV 0 (0%) 7 (12%) 7 (7%)

*, Liver and pancreas metastasis.
EGC, early gastric cancer; AGC, advanced gastric cancer.

Table 2. Pathologic parameters of gastric adenocarcinoma 



장형화생을 동반하지 않은 10예 중 3예(30%)가 세포질 발현을

하 으나 모두 10% 이하에서만 발현하여 음성으로 판독하 다.

장형화생을 동반한 10예 중 2예(20%)에서 세포질 발현을 보

지만 역시 10% 이하의 세포에만 발현하 고, 발현의 강도도 미

약하 다(Fig. 2A). 결론적으로 galectin-3와 galectin-7 모두

비종양성 위 상피조직에서는 의미 있는 발현을 보이지 않았다.

형성이상 및 샘암종에서 galectin-3의 발현을 알아보기 위해

증례를 저등급 및 고등급 형성이상, 조기위암, 진행위암의 4군

으로 나누어 조사하 다. 4군 모두 세포질 발현이 있었고 핵발

현은 없었다. 이때 저등급 형성이상은 3예(15%), 고등급 형성

이상은 13예(65%), 조기위암은 2예(5%), 진행위암은 5예

(8%)가 세포질에 발현하 다(Fig. 1B-D)(Table 3). 통계적으

로 고등급 형성이상의 발현이 다른 군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

다(Fig. 3). 형성이상과 샘암종 사이에 galectin-3 발현의 차이

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형성이상과 샘암종의 두 군으로 나

누어 비교한 결과 형성이상은 16예(40%), 샘암종은 7예(7%)

발현하 고, 형성이상의 galectin-3 발현이 샘암종보다 높았다

(Fig. 3). 형성이상에서 저등급과 고등급 사이와 조기위암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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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
without IM

(N=10)

NN
with IM
(N=10)

LG
(N=20)

HG
(N=20)

EGC
(N=40)

AGC
(N=60)

Galectin-3 0 (0%) 10 (100%) 3 (15%) 13 (65%) 2 (5%) 5 (8%)
Galectin-7 0 (0%) 0 (0%) 2 (10%) 3 (15%) 4 (10%) 0 (0%)

Table 3. Expressions of galectin-3 and galectin-7 in gastric epithelial dysplasia and adenocarcinoma 

LG, low grade gastric epithelial dysplasia; HG, high grade gastric epithelial dysplasia; EGC, early gastric cancer; AGC, advanced gastric cancer. 
NN without IM, nonneoplastic gastric mucosa without intestinal metaplasia; NN with IM; nonneoplastic gastric mucosa with intestinal metaplasia.

Fig. 2. Representative photographs of galectin-7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Nonneoplastic gastric mucosa is negative for galectin-7
regardless of presence of intestinal metaplasia (A). In gastric epithelial dysplasia (GED), galectin-7 is diffusely expressed in the cyto-
plasm of tumor cells (B, low grade GED; C, high grade GED; D, early gastric cancer). 

C D

A B



행위암 사이에 galectin-3 발현은 차이가 없었다(Fig. 3).

Galectin-7의 발현을 알아보기 위해 저등급 및 고등급 형성이

상, 조기위암, 진행위암의 4군으로 나누어 조사하 다. 저등급

형성이상은 2예(10%), 고등급 형성이상은 3예(15%), 조기위

암은 4예(10%)가 발현하 고 진행위암은 발현하지 않았다(Fig.

2B-D)(Table 3). 발현된 증례 모두 세포질에 발현하 고, 핵

에는 발현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진행위암의 galectin-7의 발

현이 다른 군들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 다(Fig. 4). 형성이상과

샘암종 사이에는 발현의 차이가 없었고, 조기위암과 진행위암

사이에 galectin-7의 발현은 차이가 있었다(Fig. 4).

Galectin-3 및 galectin-7와 p53의 상관관계

p53은 저등급 형성이상에는 발현하지 않았고, 고등급 형성이

상은 8예(40%), 조기위암은 16예(40%), 진행위암은 23예(38

%) 발현하 다. p53 발현과 galectin-3 및 galectin-7 발현과

는 상관성이 없었다. 또한 저등급 및 고등급 형성이상, 조기위

암, 진행위암으로 세분하여 각각의 군과 p53 발현이 상관성이

있는지를 비교하 으나 어느 군도 p53 발현과는 유의한 상관관

계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샘암종에서 Lauren 분류와 galectin-3 및 galectin-7 
발현과의 상관관계

Lauren 분류에 따라 샘암종을 장형, 미만형, 혼합형으로 구분

하 다. Galectin-3는 장형에서 3예(5%), 미만형에서 4예(13%)

에서 발현했으나 혼합형에는 발현하지 않았다. Galectin-7은 장

형에서 3예(5%), 혼합형에서 1예(11%) 발현하 고 미만형에는

발현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galectin-3 및 galectin-7 발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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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pression of galectin-3 in low grade gastric epithelial
dysplasia, high grade gastric epithelial dysplasia, early gastric
cancer and advanced gastric cancer. Significant differences are
noted between high grade gastric epithelial dysplasia and the
other three groups (*, p=0.522; �, p=0.001; �, p<0.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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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pression of galectin-7 in low grade gastric epithelial
dysplasia, high grade gastric epithelial dysplasia, early gastric
cancer and advanced gastric cancer. Significant difference is
noted between early gastric cancer and advanced gastric can-
cer (*, p=0.012; �, p=0.633; �, p=0.570; �, p=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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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between pathologic parameters and expres-
sions of galectin-3 and galectin-7 in patient with gastric adeno-
carcinoma 

Galectin-3 positive

N (%) p-value

Galectin-7 positive

N (%) p-value

LG, low grade gastric epithelial dysplasia; HG, high grade gastric epithe-
lial dysplasia; EGC, early gastric cancer; AGC, advanced gastric can-
cer; NS, not significant.

Table 4. p53 positivity in association to expressions of galectin-
3 and galectin-7 

Lauren’s classification
Intestinal 60 3 (5%) 0.259 3 (5%) 0.268
Diffuse 31 4 (13%) 0 (0%)
Mixed 9 0 (0%) 1 (11%)

Lymph node metastasis
N0 51 3 (6%) 0.766 4 (8%) 0.261
N1 28 3 (11%) 0 (0%)
N2 15 1 (7%) 0 (0%)
N3 6 0 (0%) 0 (0%)

Stage
I 53 3 (6%) 0.573 4 (8%) 0.296
II 23 3 (13%) 0 (0%)
III 17 1 (6%) 0 (0%)
IV 7 0 (0%) 0 (0%)

p53 positive LG 0 (0%) NS 0 (0%) NS
HG 5 (25%) 0.848 2 (10%) 0.306

EGC 1 (3%) 0.767 2 (5%) 0.667
AGC 1 (2%) 0.379 0 (0%) NS



Lauren 분류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샘암종에서 림프절 전이와 galectin-3 및 galectin-7 
발현과의 상관관계

림프절 전이는 AJCC 분류에 따라 N0, N1, N2, N3로 구분

하 다. Galectin-3는 N0가 3예(6%), N1이 3예(11%), N2가

1예(11%) 발현하 고, N3는 모두 발현하지 않았다. Galectin-7

은 N0에서만 4예(8%) 발현하 고, N1, N2, N3은 모두 발현

하지 않았다. 림프절 전이와 galectin-3 및 galectin-7 발현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샘암종에서 종양의 병기와 galectin-3 및 galectin-7 
발현과의 상관관계

Galectin-3는 병기 I은 3예(6%), II는 3예(13%), III는 1예

(6%)발현하 고, IV는 모두 발현하지 않았다. Galectin-7은 병

기 I에만 4예(8%) 발현하 고, I, II, III에는 발현하지 않았다.

통계학적 분석에서 위암의 병기와 galectin-3 및 galectin-7 발

현과는 상관성이 없었다(Table 5). 

고 찰

Galectin family는 종양의 발생과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역

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galectin-3는 구조가 bcl-

2와 유사하기 때문에, bcl-2와 경쟁하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cytochrome C가 분비되는 것을 억제하여 세포자멸사를 억제할

수 있다.16,17 또한 cyclin과 cyclin inhibitor를 조절하여 세포분

열을 G1 후기에 멈추게 할 수 있고,18 종양세포를 제거하는데

관여하는 NK 세포와 T 림프구의 자연사를 유도하여 종양세포

의 생존을 돕기도 한다는 보고가 있다.19 Galectin-1, galectin-2,

galectin-7, galectin-9은 galectin-3와는 달리 세포자연사를 촉

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23 이 중 galectin-7은 p53에 의해

발현이 유도되며, 세포분화와 세포자멸사를 조절하여 종양의 발

생과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24 또한 Ueda

등은 인간 장암 세포를 가지고 만든 galectin-7-transfected

DLD-1 세포가 세포자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통제한 상황에서

도 조군에 비해 성장이 느려지고 혈관발달도 지연되므로 ga-

lectin-7이 종양의 혈관형성 억제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추측하

다.21,23

위 샘암종을 상으로 한 galectin-3 발현에 관한 연구는

Okada 등25과 Baldus 등7 및 Miyazaki 등26에 의한 것이 전부

다. Galectin-3의 발현양상은 Okada 등25에 의해 자세히 기술되

었는데 정상 위 상피세포에는 핵에서, 샘암종에는 세포질에서

발현한다고 하 다. Baldus 등7은 정상 위 상피세포와 샘암종

둘 다 세포질이나 핵발현을 보일 수 있는데 샘암종에서 발현 강

도가 훨씬 강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Miyazaki 등26의 연구를

보면 종양 주변의 정상 상피세포가 일부에서 약하게 핵발현을

보이기는 하나 세포질 발현은 없었고, 샘암종은 세포질과 핵 모

두 잘 발현하 다고 한다. 장, 전립선, 혀의 상피세포와 같은

다른 장기에서 galectin-3는 정상에서는 세포질과 핵에 발현하

나 암종에서는 세포질에 우세하게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9,10,27 본 연구에서는 장형화생을 동반하지 않은 비종양성 점

막 10예 중 3예에서 세포질발현이 약하게 있을 뿐 핵발현은 보

이지 않아 의미 있는 세포질이나 핵발현은 없었다. 장형화생 부

위는 모든 증례에서 세포질 발현을 보 고 핵발현은 10예 중 1예

만 관찰되었다. 형성이상과 샘암종은 핵발현 없이 세포질 발현

만 보 다. 이상의 결과들은 galectin-3의 세포질 발현이 종양발

생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비종양성 조직에서의 발

현 양상이나, 샘암종에서 핵 발현 유무는 관찰자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이것이 사용한 면역염색 시약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다

른 원인이 있는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galectin-3의

경우 장형화생에서 모두 세포질에 발현하여 galectin-3가 위점

막의 장형화생에 관련될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발

현이 샘종이나 암종으로 진행과 관련이 있는지 단순 발현인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Galectin-3 발현을 위의 상피 형성이상과 샘암종에서 함께 관

찰한 연구는 문헌검색에서 찾지 못하여 본 연구가 유일한 것으

로 생각된다. Galectin-3의 발현 정도는 종양성 병변 내에서도

차이가 있어 저등급 형성이상보다 고등급에서 의미 있게 높았으

며, 샘암종에서는 발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이는 galectin-

3가 위샘암종 발생의 초기 단계에 관여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

된다.

임상병리학적 인자들과 galectin-3의 상관관계에 한 기존

연구를 보면 Baldus 등은 세포질 발현과 핵발현을 나누어 비교

하고 있는데, 점액암종이 장형이나 유두암종 및 반지세포암종에

비해 세포질 발현이 감소했다고 한다.7 또한 Lauren 분류의 세

가지 조직학적 유형이 세포질 발현은 차이가 없었으나 핵발현은

미만형 샘암종이 유의하게 낮았고 병리학적 병기와는 상관성이

없었다고 한다. Miyazaki 등은 분화가 나쁜 샘암종이나 유두암

종에서 galectin-3의 발현이 증가하고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가 없는 경우보다 발현이 증가하여 galectin-3 발현이 유용한

예후예측인자가 될 수 있다고 하 다.26 그러나 Okada 등의 연

구에서는 galectin-3의 발현이 병기가 높고, 분화가 나쁘고, 림

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오히려 감소하여 galectin-3 발현 감소

를 나쁜 예후 인자라고 주장하 다.25 췌장의 관상피암종에서는

galectin-3의 발현 감소가 높은 병기, 나쁜 분화도, 림프절 전이

와 관계 있다는 보고가,28 장암과 난소암에서는 galectin-3 발

현 증가와 나쁜 예후 인자와 관계 있다는 보고가 있다.27,29 본 연

구에서는 샘암종의 분화도 Lauren 분류, 병기, 림프절 전이와

galectin-3 발현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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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ectin-3가 본 연구에서는 주로 고등급 형성이상에서 발현하

여 위 암종의 예후인자들과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처럼 galectin-3 발현과 임상병리

학적 예후인자와의 상관관계에 한 연구는 장기에 따라, 같은

장기에서도 연구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Galectin-3

발현을 위 샘암종에서 예후인자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Galectin-7은 정상적으로 후두 및 하인두의 편평상피세포층의

기저 또는 기저위 세포의 세포질에 발현한다는 보고가 있다.14 본

연구에서 위의 galectin-7의 발현 양상을 보면 20예의 비종양성

위 상피세포 중 3예에서 세포질에 발현이 있었으나, 발현 강도

가 약하고 전체 세포의 10% 이하만 염색되었다. 또한 galectin-

3와는 달리 장형화생을 보이는 역에도 발현의 차이는 없었다.

위 조직을 상으로 galectin-7의 발현을 본 기존 연구를 문헌

검색에서 찾을 수 없어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위 상피세포에서

galectin-7의 의미 있는 발현은 없다고 생각된다. 

Saussez 등은 후두 및 하인두의 편평상피세포암종에서 ga-

lectin-7의 강한 발현이 빠른 재발과 관계가 있어 galectin-7이

종양의 재발과 환자의 생존율을 가늠하는 새로운 예후 인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하 다.14,15 본 연구에서 galectin-7은 비종양

성 조직보다 형성이상과 조기위암에서 발현이 증가되었고, 진행

위암에서는 발현이 되지 않았다. 진행위암에서 galectin-7이 발

현되지 않는 것은 세포자멸사를 촉진하고 혈관형성을 억제하여

종양 성장을 방해하는 galectin-7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galectin-7의 경우 저등급 및 고등급 형

성 이상과 조기위암 사이에는 발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위암

종의 발생과정 중 비교적 초기단계에 넓게 관여하는 것으로 보

이지만 좀 더 많은 증례와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통한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Galectin-7의 발현은 Lauren 분

류, 분화도, 림프절 전이, 병기와 같은 위샘암종의 예후 인자와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 결과는 Saussez 등14,15이 후두 및 하인두

의 편평상피세포암종에서 galectin-7이 과발현될수록 예후가 나

쁘다는 결과와 차이가 있으나 연구 상이 위가 아닌 후두와 하

인두라는 점과 샘암종이 아닌 편평상피세포암종을 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비교가 어렵다. 또한 본 연구에서 galectin-7가 발현

된 증례 수가 적어 좀 더 많은 증례를 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Galectin-3와 galectin-7이 모두 세포자멸사에 관여하고 ga-

lectin-7 발현이 p53에 의해 유도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galectin-3 및 galectin-7의 발현과 p53 발현 사이

에는 상관관계는 없었다.

이상의 결론으로 galectin-3와 galectin-7이 위암의 발생 단계

중 형성이상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두 단백 모두 샘암

종에서는 발현이 적어 위암종과의 관련성은 적을 것으로 생각되

나, 그 정확한 기전을 밝히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비종양성

위 점막과 형성이상 및 샘암종에서 galectin-3와 galectin-7의

발현을 연구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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