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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testis and epididymis are important organs of the male reproductive system; the function

is to produce, mature, transport, and store sperm.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localization and expression

of specific proteins based for the studies of its physiological process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xpression and distribution of galectin-3, one of beta-galactoside-binding proteins, in the testis and

epididymis of mouse using western blot and immunohistochemistry. Western blot analysis revealed that the

expression of galectin-3, 29 kDa protein, was low in the testis. In the epididymis, high expression was

detected in the body and tail part, but moderate expression in the head part. By immunohistochemical

analysis, we found that positive localization of galectin-3 was detected in some myoid cells and Leydig

cells in the testis, but few in the seminiferous tubules. In the epididymis, galectin-3 was intensely expressed

in the epithelium of epididymis, especially in the epithelium of both body and tail of epididymis. Collective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galectin-3 is constitutively expressed in the testis and epididymis of mouse with

varying intensity, and the role of galectin-3 in the male reproductive organ may be involved in the specific

function of its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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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Galectin-3은 beta-galactoside-binding lectin의 한 종류

로서 다른 여러 조직 및 세포에 분포되어 있고 [5-7, 12,

13, 16, 17, 19], 세포의 성장, 이동 및 부착, 세포사멸,

세포분화 등에 관여하는 물질로서 세포내외에서 다양한

생물학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4, 10, 26,

29]. 특히 세포사멸, 분화와 이동 등의 현상은 염증반응

[15, 25], 면역세포의 활성화 [3]와 종양의 전이과정 [28]

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주로 종양과 염증조직에서

galectin-3의 관련연구가 많이 수행되어왔다. 최근,

Galectin-3은 정상 및 비정상 조직에서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 기능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세포

내에서는 세포사멸을 억제하는 다양한 인자들과 상호작

용에 의해 그 기능을 나타내지만 [2, 7, 15], 세포 외로

분비된 galectin-3은 세포사멸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 23]. 이 같은 현상은 정상조직에서도 관찰되

는 소견으로 비뇨기계 조직 [24], 발생중인 소 태아의 호

흡기계과 소화기계 조직 [14] 및 랫드 췌장 [8, 13]에서

galectin-3 발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세

포가 갖고 있는 생리적 기능을 이해하는데 기초적인 자

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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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실험동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정상

마우스의 고환과 부고환을 이용하여 galectin-3의 발현

을 조사하였다. 수컷 생식기관으로서 고환의 곱슬정세

관에서 생성된 정자는 부고환을 통해 정관으로 이동한

후 외부로 배출된다. 이 경로 중 다양한 분자들이 부

고환관 상피세포에서 분비되고, 정관으로 이동되기 전

에 분비된 분자들을 정자가 흡수하여 정자의 성숙 및

수정능력을 획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 18, 27].

지금까지 마우스의 정상 부고환의 경우에는, galectin-

3의 발현에 대해 아직 보고된 바 없으며, 본 연구의 결

과는 고환 및 부고환의 생리적 기능 및 동물 간 비교

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

된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8주령의 BALB/c 생쥐를 Orient(Korea)로 부터 분양받

아 사용하였다. 

조직 채취와 조직 검사 

조직 채취는 8주령 수컷 BALB/c 생쥐 10마리를 에테

르로 마취시킨 후 희생시켜 고환과 부고환머리, 몸통, 꼬

리를 각각 채취 하였다. 

파라핀 블록으로 제작할 조직은 10% 중성 포르말린

으로 고정하여 에탄올과 자일렌으로 탈수과정과 투명화

과정을 거쳐 파라핀에 포맷한 후 6 µm의 두께로 조직절

편을 만들어 H-E염색을 실시하였다. 

Western blotting

Galectin-3의 양적 분석을 위해 고환 및 부고환머리,

몸통 및 꼬리를 부위별로 분리하여 ice-cold lysis buffer

에서 균질화 한 후, 14,000 rpm으로 20분간 원심분리하

여 상층액을 회수하였다. 

상층액에서 단백질을 정량한 후에 각 샘플 당 40 µg

을 이용하였으며, 12.5% sodium dodecyl ulfate-polyacry-

lamide gel에서 100 V로 전기영동 하고, gel상의 단백질

밴드를 polyvinylidene difluoride membrane에 100 V에서

2시간 동안 이동시켰다. 

Galectin-3를 확인하기 위하여 M3/38 hybridoma 세포

배양 상층액을 1차 항체로 이용하였다 [19]. 2차 항체로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goat anti-rat IgG(Santa

Cruz, USA)를 이용하여 실온에서 60분간 반응시켰다.

또한 galectin-3 면역반응을 확인한 membrane을 mouse

anti-beta actin(Sigma, USA)으로 면역반응 시켜 모든 샘

플의 단백질이 동량으로 전기영동 되었는지 확인하였

다. 면역반응이 끝난 membrane은 Amersham ECL

reagents(Amersham Life Science, UK)로 1분간 반응시킨

후, X-ray 필름에 30초간 노출시키고, 현상하여 검토하

였다. 

Fig. 1. Histological findings of testis and epididymis of mouse. A: testis, B: head of epididymis, C: body of epididymis,

D: tail of epididymis. Hematoxylin-eosin stain. Scale bars represent 4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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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조직학적 염색 

슬라이드 상에 준비된 조직절편의 파라핀을 제거한

후, 내재성 peroxidase를 없애기 위해 0.3% H2O2가 함유

된 메탄올에 20분간 반응시켰으며, 각 조직의 비특이적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10% normal goat serum으로 1시

간 반응시켰다. 1차 항체로 galectin-3 단클론항체(M3/38

hybridoma)를 실온에서 1시간이상 반응시킨 후 biotiny-

lated goat anti-rat IgG(Vector, USA)(1 : 100)로 40분간 반

응시켰다. 이어서 avidin-biotin complex reagent(Vector,

USA)로 실온에서 40분간 반응시켰다. 각 단계가 끝날시

마다 PBS(pH 7.4)로 5분간 3회 충분히 세척했으며, 면

역반응이 끝난 조직절편은 3,3-diaminobenzidine tetrahy-

drochloride substrate kit(Vector, USA)를 활용하여 발색

시켰다. 그리고 hematoxylin 용액으로 대조염색을 실시

한 후, 에탄올과 자일렌으로 탈수과정과 투명화 과정을

거쳐 봉입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했다. 

결 과

고환 및 부고환의 조직학적 소견 

실험에 이용한 고환과 부고환은 H-E 염색결과 염증

세포가 관찰되지 않은 정상 소견이었다. 고환은 여러 발

달단계의 곱슬정세관과 사이질세포로 구성되어 있었다

(Fig. 1A). 

부고환은 부위에 따라 조직학적 특징을 보였다(Figs.

1B-D). 부고환머리(Fig. 1B)에서부터 상피세포의 높이가

높았으며 부고환몸통(Fig. 1C) 및 부고환꼬리(Fig. 1D)로

Table 1. Immunohistochemical pattern of galectin-3 in

mouse testis, epididymis

Cell type Galectin-3

Testis Spermatid −

Spermatocyte −

Sertoli cell −

Myoid cell ++

Interstitial Leydig cell ++

Connective tissue (cell, fiber) +

Epididymis head Columnar epithelium −

Goblet cell +++

Basal cell ++

Connective tissue (cell, fiber) +

Sperm −

Epididymis body Columnar epithelium ++

Basal cell ++

Connective tissue (cell, fiber) +

Sperm −

Epididymis tail Columnar epithelium +++

Basal cell ++

Connective tissue (cell, fiber) +

Sperm −

− : negative, + : weak, ++ : moderate, +++ : intense.

Fig. 2. Western blot analysis of galectin-3 in the testis, and

epididymis (head, body and tail parts) of mouse. Galectin-

3 was detectable in testis, and all parts of epididymis.

Galectine-3 was highly expressed in epididymis, especially

in the body and tail part, compared to the weak expression

in testis. 

Fig. 3. Immunohistochemical localization of galectin-3 in

the testis of mouse. Galectin-3 was immunostained in the

peritubular myoid cells (arrows) and Leydig cells

(arrowheads) in the testis (A, B), while the majority of cells

in the seminiferous tubules are devoid of galectin-3

immunoreactivity. In the testis, Galectin-3 was localized in

both nucleus and cytoplasm compartments. Scale bars

represent 4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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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상피세포의 높이가 낮아졌다. 이와 반대로 평활

근의 두께는 부고환머리에서 부고환꼬리로 갈수록 두꺼

워졌다. 

Galectin-3의 Western blot 결과

고환 및 부고환의 각 부위(머리, 몸통, 꼬리)에서

galectin-3가 모두 확인되었고 분자량은 약 29 kDa였다

(Fig. 2). 특히, 부고환에서는 부고환머리보다 부고환몸

통과 꼬리에서 강한 galectin-3의 반응이 확인되었다. 

Galectin-3의 면역조직화학 결과 

정상 마우스의 고환 및 부고환의 galectin-3에 대한 면

역조직학적 결과는 전체적으로 Table 1에 나타내었다. 

고환의 곱슬정세관에서 galectin-3의 양성반응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나, 곱슬 정세관 주위의 일부 근육성세

포(Figs. 3A and 3B, arrows)와 고환조직 전체적으로 사

이질세포(Figs. 3A and 3B, arrowheads)에서 galectin-3의

면역반응이 관찰되었다. 

부고환머리에서 galectin-3의 면역반응은 소수의 술잔

세포(Fig. 4A, asterisks)와 근섬유세포(Fig. 4A, arrows)에

서 강한 양성반응을 나타냈으나, 대부분의 점막 상피세

포에서는 거의 양성반응을 보이지 않았다(Fig. 4A,

arrowheads). 부고환몸통에서 galectin-3의 면역반응은 대

부분의 점막 상피세포에서 약한 양성반응을 나타냈다

(Fig. 4B, arrowheads). 부고환꼬리에서 galectin-3의 면역

반응은 대부분의 점막 상피세포에서 강한 양성반응을

나타냈으며(Fig. 4C, arrowheads), 부고환꼬리의 내강에

서 비특이적으로 일부 물질들이 galectin-3에 양성반응을

보였다(Fig. 4C, open arrows). 

면역염색 결과, 고환 및 부고환의 세포에서 Galectin-

3은 세포질에서 강하게 발현되었고, 핵내에서도 약한 양

성반응이 확인되었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생쥐의 고환 및 부고환에서 galectin-3

의 분포 및 발현정도를 비교하였고 조직학적으로 양성

인 세포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생쥐 고환에서는 곱슬정세관 주위의 근육성세포와 사

이질세포에서 galectin-3의 발현이 관찰되었으며, 곱슬정

Fig. 4. Immunohistochemical localization of galectin-3 in the epididymis of mouse. In the head of epididymis (A), galectin-

3 was immunostained in some goblet cells (asterisks) and basal cells (arrows). In the body of epididymis (B), galectin-

3 immunoactivity was weakly localized in the covering epithelium (arrow heads). In the tail of epididymis (C), galectin-

3 immunoactivity was intensely localized in the covering epithelium (arrow heads). Galectin-3 immmunoreacitvity was

also detected in the unidentified cells of epididymis tail (open arrows). In the epididymis, Galectin-3 was mainly existed

in the cytoplasm, and could be detected in cell nucleus and cell surface. A-C, counterstained with hematoxylin. Scale bars

represent 2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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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내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고환에

대한 연구는 사람, 돼지, 랫드, 마우스에서 보고된 바 있

다 [6, 7, 16, 24, 30]. 일반적으로 알려진 galectin-3에 대

한 연구결과는 생식호르몬 및 다양한 내인성 인자의 영

향을 받는 고환의 경우, 지지세포(Sertoli cell) 및 곱슬정

세관 주위의 근육성세포에서 발현이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결과와 같이 다른 종의 고환인 경우에도, 정상조직

의 고환의 곱슬정세관 내강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Galectin-3이 특징적 발현양상은 핵내, 세포질, 세포외

결합조직에서 모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어

떤 특정 조직의 세포외에서 강한 양성반응을 보이는것

은 세포막과 결합하거나 extracellular matrix와 관여하는

특정인자와의 신호전달에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10, 11, 20, 21]. 지금까지, galectin-3이 고환의

사이질세포에서의 기능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사람,

돼지, 랫드, 생쥐의 성숙고환의 사이질세포에서 공통적

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보아 남성호르몬 발현에도 관여

할 것으로 생각된다 [7, 16]. 본 연구의 결과, 정상 생쥐

의 곱슬정세관 내에서는 galectin-3이 거의 관찰되지 않

은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경우에도 태아 및 미성숙 고

환의 지지세포에서는 galectin-3이 발현이 확인되지 않았

다. 그러나 사람의 성숙고환의 지지세포에서는 발현되

었다는 보고가 있다 [7]. 최근 랫드 고환에 대한 연구결

과, 지지세포에 FSH, TNFα 등과 같은 호르몬 또는 싸

이토카인으로 자극하였을 때 농도의 증가에 따라

galectin-3의 발현 증가가 관찰되었다 [6]. 즉, 고환이 성

성숙에따라 FSH를 비롯한 여러 인자들의 영향을 받으

며, 그러한 인자들은 galectin-3 발현을 촉진시키는 것으

로 생각된다 [11]. 따라서 고환에서의 galectin-3의 발현

은 동물종간 및 성 성숙의 정도에따라 차이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정자형성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내인성 인자

에 의해서 그 발현이 변화되고 그 기능 또한 다양할 것

으로 예상된다. 

흰쥐 부고환관에서 galectin-3의 발현양상은 고환과 다

르게 나타났으며, 주로 부고환의 머리, 몸통, 꼬리부분

의 상피세포에서 강하게 발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galectin-3이 부고환의 고유기능인 정자의 성숙 및 저장

에 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정자의

부고환내 이동 중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정자의

glycosylation이며 [9], 그러한 변화에는 부고환관의 상피

세포에서 발현되는 carbohydrae-binding protein(CBP)의

일종인 HE5/CD52 등과 같은 인자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 Galectin-3 또한 CBP의 한 종류로서

[1, 11], 부고환내 고유기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피세포에서 발현되는 많은 인자들은 정자의 수정능력

및 성숙에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 결

과와 같이 galectin-3 또한 부고환관의 머리, 몸통, 꼬리

부분의 상피세포에서 강하게 발현되는 것으로 보아 부

고환관의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galectin-3가 knockout된 마우스에서

부고환관의 기능인 정자의 성숙 및 이동에 관한 연구는

보고 된 바 없으며, 향후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된다. 한편, 부고환관내에서 galectin-3의 발현을 동물간

비교해보면 Wistar 랫드 경우 부고환머리 점막상피세포

에서는 galectin-3의 발현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지만 부

고환관 주위의 섬유세포에서 발현이 관찰되었고 [31],

돼지 부고환관의 경우는 본 연구의 마우스 염색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16]. 이와 같은 동물종간의 염

색반응 차이는 향후 자세한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8주령의 BALB/c 생쥐의 정상 고환과 부고환에서

Galactin-3의 발현을 검사한 결과, 고환에서는 곱슬정세

관 주위의 근육성세포와 사이질세포에서 관찰된 반면,

곱슬정세관 내부에서는 발현되지 않았다. 부고환에서는

머리부위에는 소수의 술잔세포와 근섬유세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고, 부고환 몸통과 꼬리 부위에서는 점막상

피 세포에서 강한 발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면역조직학적 연구 결과는 수컷 생식기에서 galectin-3의

기능을 유추하는데 기초적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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