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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lincopathologic pattern including the
incidence, favor site, and histopathologic type between cutaneous malignant melanomas
arising from whites, asians and blacks. These differences might suggest that there is a racial
difference in the molecular tumorigenesis mechanism of malignant melanoma. Methods :
To determine the ethnic differences in tumorigenesis of malignant melanoma, we performed
loss of heterozygosity (LOH) and sequencing analyses of the p53 gene in cutaneous malig-
nant melanomas arising from 22 white American, 30 Korean and 15 black African patients.
Results : The frequency of LOH of the p53 gene is only 12.5% in white American patients,
but the frequency is significantly higher in Korean (42.1%) and black African (61.5%)
patients. We also detected 17 mutations (nonsense: 1, missense: 16) of the p53 gene in the
cutaneous malignant melanomas of Koreans and black Africans, but none in those of white
Americans: among the 16 missense mutations, 10 mutations were C:G to T:A transitional
mutations. Of these, we also detected one GG (CC) to AA (TT) tandem mutation at the
pyrimidine sequence. Conclusions : These results strongly suggest that there might be a
racial difference in molecular carcinogenesis mechanisms among the cutaneous malignant
melanomas occurring in white American, Korean and black African patients. But the role of
the p53 genetic alteration in the genesis of melanomas in Korean and black African patients
is subject to further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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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악성 흑색종에서 p53 유전자 돌연변이의 인종간의 차이

피부 악성 흑색종은 백인종에게는 전체 암의 2-3%로 비교적

흔한 악성 종양이나, 황인종이나 특히 흑인종인 경우는 매우 빈

도가 낮은 암이다. 그러나 최근 생활양식 및 환경적 변화로 동

서양을 막론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악성

흑색종의 부분은 산발성으로 발생되나 약 5% 정도는 가족성

으로 온다.1 1978년 Clark 등2과 Lynch 등3이 동시에 이형성 모

반과 악성 흑색종을 동반하는 유전성 질환을 B-K mole syn-

drome, 또는 발육부전모반 증후군(dysplastic nevus syn-

drome)이라고 명명하면서 처음 기술하 다.4 이 질환에 이환된

환자는 상체 및 상하지 피부에 이형성 혹은 발육부전 모반이 다

발성으로 발생하며 일생을 통하여 악성 흑색종이 발생할 확률이

100%에 달한다고 하 다.5-8 그 후 발육부전 모반 증후군을 가

진 가계에서 연관 분석을 통해 악성 흑색종 관련 유전자가 9p21

부위에 있음이 밝혀졌다.9 최근에는 Kamb 등10에 의해 이것이

p16 암억제 유전자와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진 이래로 많은 가

계에서 이 유전자의 배선 돌연변이(germ line mutation)가 관

찰됨으로써 p16 유전자가 악성 흑색종의 발생에 접한 관련이

있는 유전자로 밝혀졌다.11

p53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모든 악성 종양의 50% 이상에서

나타난다.12 피부에 생기는 다른 암에서도 p53 유전자의 돌연변

이가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13,14 같은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 흑색종에서도 p53 유전자의 이상이 예상된다. 또한 p53

배선돌연변이가 있는 Li-Fraumeni 증후군 환자에게서 여러 가

지 연부 조직 종양과 함께 악성 흑색종도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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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미루어 p53 유전자 이상이 악성 흑색종 발생에도 관련

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백인

에게서 발생한 악성 흑색종에서 p53 유전자 이상이 관찰된 경

우는 극소수여서 p53 유전자 이상과 악성 흑색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본 교실에서 악성 흑색종의

전구단계라고 여겨지는 한국인에게서 발생한 산발성 발육부전

모반에서, p16 유전자뿐만 아니라 p53 유전자의 돌연변이도 상

당수 관찰할 수 있었다.15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인에게서 발

생한 악성 흑색종이 서양인에게서 발생한 악성 흑색종과는 달리

p53 유전자의 변이 빈도가 높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또

한 임상적으로도 악성 흑색종은 발생 빈도, 호발 부위 및 조직

형 등에서 백인, 흑인 및 동양인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어, 악성 흑색종의 분자 생물학적 발생 기전이

인종별로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백인 악성 흑색종 22예, 한국인 악성 흑색종 30예,

흑인 악성 흑색종 15예에 해 p53 유전자의 이형접합성 소실

및 돌연변이 유무를 조사 비교하여 인종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차이가 있다면 p53 유전자의 변이가 악성 흑색종의

발생, 진행, 또는 조직학적 차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

고자 하 다.

재료와 방법

재료

한국인 악성 흑색종 30예와 미국 국립 암연구소 및 New

York Downstate 학에서 구한 백인 악성 흑색종 22예, 아프

리카 탄자니아의 Kilimanjaro Christian Medical Center에서

구한 흑인 악성 흑색종 15예의 파라핀 포매 조직을 실험 상으

로 하 다.

방법

조직학적 검색

악성 흑색종의 증식 양상(수평 혹은 수직증식), 흑색종 세포

들의 형태, 태양 변성(solar degeneration) 유무, 상피세포의 과

증식 등에 따라 표재 확장성 흑색종(superficial spreading

melanoma), 흑자 흑색종(lentigo maligna melanoma), 선단

흑자성 흑색종(acral lentiginous melanoma), 결절성 흑색종

(nodular melanoma)으로 분류하 다.

미세절제

종양 조직과 정상 조직의 DNA를 순수하게 분리하기 위하여

본 교실에서 개발한 미세절제장비 SPEM II (Simple Precise

and Economical Micordissection device; BM Korea Co.

Seoul, Korea)를 이용하여 미세절제를 하 다(www.microdis-

section.com).16 이를 간단히 기술하면 HE로 염색된 슬라이드를

2% glycerol buffer에 약 2분간 담가 놓은 다음 100배 광학 현

미경 하에서 30G1/2 주사 바늘이 부착된 SPEM II를 이용하여

주사 바늘을 표적 세포에 닿게 한다. 그 후 주사 바늘은 이 위치

에 고정시켜 두고 현미경의 초점 및 stage 조절 나사를 조절하

여 현미경의 stage를 이동시켜 표적 세포를 미세 절제하 다. 세

포수는 1 L의 digestion solution [0.05M Tris-HCl (pH 8.0),

0.001M EDTA (pH 8.0), 0.5% Tween 20, 0.1 mg/mL pro-

teinase K]에 50개 정도의 세포를 어모았다. 정상 DNA는 주

위의 피부부속기관에서 같은 방법으로 어모았다.

DNA 추출

20 L의 digestion solution에 담긴 DNA는 50℃에서 하루

동안 항온 보관하여 단백질을 파괴한 후, proteinase K를 불활

성화시키기 위하여 100℃에서 10분간 처리하고 이를 template

DNA로 사용하 다.

이형접합성 소실

p53이 위치한다고 알려진 17p13.1에 한 표지자로는 TP53

을 사용하 다. 중합효소연쇄 반응액은 1 L의 template

DNA, 각 primer 0.4 M, 0.2 mM dNTP, 1.5 mM MgCl2,

0.4 U Taq polymerase, 0.05 L [ 32P]dCTP (10

mCi/mL), 그리고 10×buffer 1 L로 총 양이 10 L가 되게

하 다. 반응액을 95℃에서 50초 동안 변성시키고 annealing은

62℃, 신장반응(extension)은 72℃에서 90초간 시행하며 마지

막에 10분간 72℃에 두었다. 정상 및 종양 DNA의 반응산물 2

L를 8.3 M urea를 함유한 6% polyacrylamide sequencing

gel에서 80 W로 3시간 동안 전기 동을 실시하 다. 전기 동

후 3 MM chromatography paper (Whatman, Maidstone,

England)에 옮겨 건조시킨 후, X-OMAT 필름(Eastman

Kodak, Rochester, U.S.A.)에 노출시켜 정상 DNA와 조하여

종양 DNA의 한쪽 립 유전자가 완전히 또는 거의 보이지 않을

때를 이형접합성 소실이라고 판단하 다.

Single strand conformation polymorphism and sequencing

analysis

p53은 hot spot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exon 5-8에 하여

SSCP (single strand conformation polymorphism)를 시행하

고 위와 똑같은 조건으로 중합효소연쇄 반응을 시행하 지만,

annealing 온도는 모두 65℃에서 하 다(Table 1). 2 L의 반

응 산물을 같은 양의 formamide loading dye (95% for-

mamide, 20 mM EDTA, 0.05% bromophenol blue와 0.05%

xylene cyanol)와 섞은 다음 95℃에서 5분간 변성시켰다. 그

다음 10% glycerol을 함유한 MDE gel (AT Biochem,

Malvern, U.S.A.)에 loading하여 8 W로 실온에서 16-1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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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monstration of loss of heterozygosity at chromosome 17p13
loci with TP53 microsatellite marker in malignant melanoma. Arrow
indicates an allele exhibiting loss of heterozygosity. RH; retention of
heterozygosity, HO; homozygosity case.

동안 전기 동을 시행하 고, 자가방사기록후 필름에서 비정상

band 유무를 조사하 다. 건조된 젤에서 비정상적 전기 동

bands 들을 분리해 내고, 100 L 증류수를 이용하여 DNA를

유출하 다. 이를 다시 똑같은 시발체로 중합효소연쇄반응을 한

뒤 low melting agarose gel (Seakem GTG agarose, FMC

Bioproducts, U.S.A.)에 전기 동하여 자외선 하에서 band를

다시 잘라 내었다. 분리한 DNA에 해서는 amplicycle

sequencing kit (Perkin Elmer, Branchburg, U.S.A.)를 이용

하여 제조사의 안내서에 따라 염기서열을 분석하 다.

결 과

조직형 및 호발 부위에 따른 인종간의 악성 흑색종의 차이

전체적으로 많은 수의 악성 흑색종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어서

통계 분석을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백인, 한국인, 흑인간에 조직

학적 유형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백인인 경우는 표

재 확장성 흑색종이 조직형을 알 수 있었던 19예 중 10예

(52.6%)로 가장 많았으나, 한국인인 경우 결절성 흑색종이

61.9% (13/21)로 가장 많았고 흑인인 경우에는 선단 흑자성 흑

색종이 61.5% (8/13)로 가장 많았다(Table 2, 3, 4). 호발 장

소별로 비교해 보면 백인인 경우는 정보를 받지 못해 알 수 없

었지만, 한국인인 경우 장소를 알 수 있는 27예 중 11예

(40.7%)가 손(4예)이나 발(7예)에 생겼으며 흑인인 경우에는

유방에서 생긴 1예를 제외하고는 모두 발(11/12; 91.7%)에 생

겼다. 

이형접합성 소실 분석

TP53에 한 이형접합성 소실은 백인의 악성 흑색종인 경우

분석 가능한 16예 중 2예(12.5%)에서만 보 다(Fig. 1). 그러

나 한국인인 경우 19예 중 8예(42.1%)에서 이형접합성 소실을

보 으며, 흑인인 경우 13예 중 8예(61.5%)에서 이형접합성 소

실을 보 다. 조직형이나 호발 장소에 따른 차이는 분석이 불가

능하 다.

돌연변이 분석

총 67예의 악성 흑색종 중 17예의 돌연변이를 관찰하 으며,

이 중 1예는 codon 224의 GAG가 TAG로 바뀌면서 stop

codon을 형성하는 truncation mutation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다른 아미노산으로 치환되는 missense mutation이었다(Fig.

2). 이 중 10예가 C 또는 G가 T 또는 A로 바뀌는 transitional

Exon     Primer  Sequences

Exon 5  PU5 5' CTC TTC CTG CAG TAC TCC CCT GC Sense
PD5 5' GCC CCA GCT GCT CAC CAT CGC TA Antisense

Exon 6 PU6 5' GAT TGC  TCT TAG GTC TGG CCC CTC Sense 
PD6 5' GGC CAC TGA CAA CCA CCC TTA ACC Antisense

Exon 7 PU7 5' GTG TTA TCT CCT AGG TTG GCT CTG Sense
PD7 5' CAA GTG GCT CCT GAC CTG GAG TC Antisense

Exon 8 PU8 5' ACC TGA TTT CCT TAC TGC CTC TGG Sense
PD8 5' GTC CTG CTT GCT TAC CTC GCT TAG T Antisense

Table 1. The primer sets of polymerase chain reaction for sin-
gle strand conformation polymorphism and sequencing analy-
sis of p53 gene

RH HO LOH

N     T N     T N     T
Fig. 2. (A) Single strand conformation polymorphism analysis of tumor
(T) and normal (N) DNA sample obtained from case No. K4. Arrows
indicate abnormal electrophoresis bands. (B) Cyclic sequencing
analysis is performed using DNA eluted from above abnormal band.
Left ordinate, normal sequence. Tumor has G to A transitional muta-
tion at codon 248 (R to Q) of p53 gene.

N                T

G  A  T  C  G  A  T  C

A

B
T
A
C
C
C
G
G
A
G
G
C
C
A
A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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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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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ation이었으며, 이 중 1예는 GG가 AA로 바뀌는 돌연변이

다(Fig. 3). 그러나 이러한 돌연변이들은 백인에서는 한 예도

관찰되지 않았고 모두 한국인과 흑인에서만 관찰되었다. 즉 한

국인인 경우 30예 중 11예(36.7%), 흑인에서는 15예 중 6예

(40%)로 비교적 높은 빈도의 돌연변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고 찰

피부 악성 흑색종은 백인인 경우 비교적 흔한 악성 종양으로

부분 태양에 노출되는 부위에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

므로 특히 두경부나 하지가 가장 흔한 호발 장소이다. 조직학적

유형도 표재 확장성 흑색종이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는 반면,

동양인이나 흑인의 경우는 빈도가 매우 낮은 암으로 알려져 있

으며 발생 장소도 백인과는 달리 손이나 발과 같은 수지 말단부

가 흔하다고 알려져 있다.17 본 연구에서 백인의 발병 장소에

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지만 문헌에 의하면 두경부나 하지에 가

Fig. 3. (A) Single strand conformation polymorphism analysis of
tumor (T) and normal (N) DNAs sample obtained from case No T11.
Arrow indicates abnormal electrophoresis bands. (B) Cyclic
sequencing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DNA eluted from above
abnormal band. Left ordinate, normal sequence. Tumor has GG to
AA transitional mutation at dipyrimidine site in codon 245 (G to N) of
p53 gene.

N T

N                T

G  A  T  C  G  A  T  C

A

B C
C
A
A
G
T
A
C
G
G
C
G
G
G

A
A

Korean            Histologic type               Age Sex Site p53 Mutation

K1 NM 66 M foot - AM
K2 PM 32 F foot + AM
K3 UnAd 33 F mandible - AM
K4 NM 31 M thumb + E7 C245 GGC(G) → AGC(S)
K5 NM 51 M scalp - E7 C248 CGG(R) → CAG(Q)
K6 UnAd 51 M neck + E5 C164 AAG(K) → AGG(R)
K7 NM 71 F heel nd E5 C164 AAG(K) → AGG(R)
K8 ALM 64 F toe nd E5 C139 AAG(K) → GAG(E)
K9 PM 35 F breast + AM
K10 NM 35 F vagina + E8 C290 CGC(R) → CAC(H)
K11 UnAd U U neck + AM
K12 UnAd U U forearm - AM
K13 UnAd 52 M finger nd AM
K14 NM 57 M finger nd E5 C176 TGC(C) → TAC(Y)
K15 NM 46 F anus + E8 C290 CGC(R) → CAC(H)
K16 PM U U back - AM
K17 NM U      U toe Ho AM
K18 NM U      U U Ho E5 C154 GGC(G) → GCC(A)
K19 PM U U forehead - AM
K20 ALM U U toe + E5 C180 GAG(E) → GTG(V)
K21 NM U U U - E5 C175 CGC(R) → CAC(H)
K22 UnAd U U U Ho AM
K23 NM 37 F axilla Ho AM
K24 ALM 52 M thumb Ho AM
K25 UnAd 62 F forearm - AM
K26 NM 65 M leg - AM
K27 NM 65 M leg - AM
K28 UnAd 63 M heel Ho AM
K29 UnAd 76 M axilla - AM
K30 PM 51 M forehead Ho AM

NM; nodular melanoma,  PM; pagetoid melanoma, UnAd; unclassified advanced melanoma, ALM; acral lentiginous melanoma, U; unknown, -; no
loss of heterozygosity, +; LOH; Loss of heterozygosity, nd; not determined, Ho; homozygosity, AM; absence of mutation.

Table 2. Summary of p53 mutation and loss of heterozygosity and histopathological subtype of malignant melanoma in Korea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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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흔한 장소로 알려져 있다.17 한국인인 경우 40.7%에서 손이

나 발에서 발생하 으며, 특히 흑인인 경우 발생 장소를 확인할

수 있었던 12예 중 11예(91.7%)가 손이나 발에서 생겼으며 이

중 7예가 발에서 발생하 다. 또한 백인은 표재 확장성 흑색종

이 52.6%로 가장 높았으나, 한국인인 경우에는 결절성 흑색종

(61.9%)이 가장 흔한 형이었고 흑인인 경우에는 선단 흑자성

흑색종(61.5%)이 가장 흔한 형이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는

인접 상피세포에서 상피내 병변(in situ region)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조직형의 분류가 불가능하 던‘unclassified advanced

melanoma'가 9예로, 악성 흑색종이 많이 진행된 뒤에 발견되는

예가 많았다(Table 3). 본 연구에 사용하 던 흑인 악성 흑색

종은 모두 Tanzania의 Kilomanjaro Christian Medical Center

의 Dr. Moshi로부터 얻은 아프리카 흑인 예들이었다. Moshi에

의하면 Tanzania인들은 악성 흑색종이 비교적 흔한 종양이며

선단 흑자성 흑색종이 부분이라고 하 다. 미국 흑인에게 발

생한 악성 흑색종을 여러 경로를 통해 구해 보려고 노력을 해

보았지만 극히 드물어 표본을 구할 수 없었다. 

이렇게 같은 흑인이라도 발생 빈도에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

는,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환경적인 요인에 있는 것 같다. 피부

악성 흑색종의 원인 역시 다른 피부암과 마찬가지로 자외선 조

사가 강력한 발암 인자로 여겨지고 있으며, 백인들의 경우 악성

흑색종의 호발 부위가 두경부와 하지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할 수 있겠다.18 그러나 한국인의 악성 흑색종의 40.7%가 손이

나 발에서 발생하 고 아프리카 흑인인 경우 91.7%가 손이나

발에서 생겼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단순히 자외선이 발암원인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특히 아프리카 흑인인 경우

발가락이나 발바닥에 높은 빈도로 발생하 다는 것은 맨발로 생

활하는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한 자극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했

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악성 흑색종의 분자생물학적 기전은 가족성 악성 흑색종 가계

에서 p16 유전자의 배선 돌연변이가 발견되고,10,18-22 많은 산발

성 악성 흑색종에서도 p16 유전자의 돌연변이 및 결손들이 발

견됨으로써 p16 유전자가 악성 흑색종의 발생에 중요한 유전자

Korean    Histologic type    Age     Sex Site p53 LOH     Mutation

C1 PM U U U - AM
C2 PM U U U Ho AM
C3 NM U U U - AM
C4 ALM U U U - AM
C5 U U U U - AM
C6 LM U U U Ho AM
C7 PM U U U - AM
C8 PM U U U + AM
C9 NM U U U + AM
C10 PM U U U - AM
C11 ALM U U U Ho AM
C12 PM U U U Ho AM
C13 PM U U U - AM
C14 LM U U U - AM
C15 PM U U U - AM
C16 LM U U U - AM
C17 NM U U U - AM
C18 LM U U U - AM
C19 no skin U U U - AM
C20 PM U U U - AM
C21 no skin U U U Ho AM
C22 PM U U U Ho AM

PM; pagetoid melanoma, NM; nodular melanoma, U; unknown, LM;
lentigo melanoma, ALM; acral lentiginous melanoma, -; no loss of het-
erozygosity, Ho; homozygosity, +; LOH; Loss of heterozygosity, AM;
absence of mutation.

Table 3. Summary of p53 mutation and loss of heterozygosity
and histopathological subtype of malignant melanoma in Cau-
casian

Korean            Histologic type               Age Sex Site p53 Mutation

T1 ALM 65 M heel + E7 C244 GGC(G) → AGC(S)
T2 NM 68 F U + AM
T3 ALM 50 F foot + AM
T4 NM 50 M foot Ho AM
T5 UnAd 60 M sole - AM
T6 UnAd U U U + E5 C152 CCG(P) → CTG(L)
T7 NM 43 F breast + E6 C224 GAG(E) →

TAG(stop)
T8 LM 55 M foot - AM
T9 LM 60 F U + AM
T10 NM 54 M foot - AM
T11 ALM 62 M toe + E7 C245 CGC(G) → ACC(N)
T12 ALM 65 F foot + AM
T13 ALM 73 F heel - AM
T14 ALM U F foot nd E7 C248 CGG(R) → CAG(Q)
T15 ALM 67 M foot - E5 C147 GTT(R) → TTT(F)

ALM; acral lentiginous melanoma, NM; nodular melanoma, UnAd; unclassified advanced melanoma, LM; lentigo melanoma, U; unknown, +; LOH;

Table 4. Summary of p53 mutation and loss of heterozygosity and histopathological subtype of malignant melanoma in Tanzan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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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 밝혀졌다.23 p16 유전자는 세포주기의 G1 check point를

조절하는 유전자로서, cyclin D와 길항적으로 cyclin dependent

kinase 4 (CDK4)에 결합하여 cyclin D-CDK4의 작용을 억제

하며 세포주기가 S pahse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p16의 유전자 결손이나 돌연변이가 있을 때 G1 check

point를 통한 세포주기 조절에 실패함으로써 암을 유발하게 된

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악성 흑색종 외에도 많은 종류의 암에서

p16 유전자 이상이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

다.10,24 또한 p53 유전자는 하위 조절 인자 Cip/Kip family인

p21, p27 및 p57의 발현을 증가시켜 이들 단백들이 cyclin D-

CDK4 복합체와 결합하여 세포주기를 간접적으로 조절하고 있

다.25 이러한 사실은 G1 check point를 조절하는 p16/cyclin

D/CDK4/Rb pathway가 하나의 기능적 단위로 악성 흑색종의

발생에 접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 줄뿐만

아니라,26 G1 check point 조절에 간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p53 유전자도 악성 흑색종 발생에 깊이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

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교실에서는 악성 흑

색종의 전구단계로 알려져 있는 한국인 발육부전 모반에서 p16

유전자뿐만 아니라 p53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조사하 고, 그 결

과 양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관찰할 수 있어서 악성 흑색종이

p53 유전자 이상과도 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얻

었다15.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악성 흑색종에 한 p53 유전

자 이상을 연구해 왔으나 지금까지 조사된 211예의 악성 흑색종

중 3예에서만 p53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관찰하 을 뿐이어서

p53 유전자 이상과 악성 흑색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기

고 있는 추세이다.27-29 이러한 차이는 악성 흑색종이 흑인에게는

드물어 외국에서 이루어진 부분의 연구가 부분 백인을 상

으로 하 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또한 악성 흑색종의 발생

빈도, 호발부위 및 호발하는 조직 유형들에 있어서, 인종 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처음부터 악성 흑색종의 분자 생물학적 발생

기전이 인종별로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는 의문을 가졌다. 

본 연구에서는 p53 유전자의 이형접합성 소실률이 백인인 경

우 12.5%인 반면 한국인이나 아프리카 흑인인 경우 각각

42.1%와 61.5%로 높은 빈도를 보여 주었다. 돌연변이도 백인은

22예 중 1예도 관찰되지 않은 반면 한국인은 36.7%, 그리고 흑

인은 40%로 높은 돌연 변이율을 보여 적어도 악성 흑색종에서

p53 유전자 이상에 관한 한 인종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p53 돌연변이 17예 중 10예가

C 또는 G가 T 또는 A로 바뀌는 transitional mutation이었는

데, 이는 악성 흑색종이 자외선에 의한 유전자 돌연변이와 관련

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 흑인 유방에서 발생한 1예는

GG가 AA로 바뀐, 자외선에 의한 전형적인 종열 돌연변이

(tandem mutation) 다.29 이로써 한국인이나 흑인에게 발생한

악성 흑색종이 발생 장소로 보아서는 자외선과 관련 짓기가 어

렵지만, 적어도 분자생물학적 수준에서는 피부 악성 흑색종 역

시 다른 피부암과 같이 자외선이 발암 인자임이 의심되었다. 이

들 돌연변이 중 특히 다른 피부암에서 흔히 발견되는 codon

248, 245, 175, 152에서의 돌연변이, 그 중에서도 248, 245는 돌

연변이가 각각 2번씩이나 발견되어 이를 더욱 뒷받침한다 하겠

다.13

그러나 한국인이나 아프리카 흑인에게 량 발견된 p53 유전

자 이상이 한국인 또는 흑인 악성 흑색종의 발생 및 진행에 구

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한 의문이 남는다. p53 유

전자의 돌연변이는 모든 악성 종양의 50% 이상에서 나타나며,

많은 경우 종양의 진행과정에서 후기에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

다. 발생 빈도가 비교적 흔하고 일반인 및 의료인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백인 악성 흑색종과는 달리, 동양인이나 흑인에

게서는 악성 흑색종이 매우 드문 종양이기 때문에 환자나 의사

들의 관심이 적어 늦은 시기에 발견되므로 p53 돌연변이가 백

인보다는 동양인과 흑인에게서 많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하겠

다. 본 연구의 조직학적 유형에서도 unclassified advanced

melanoma가 동양인과 흑인에게 많았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

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67예의 악성 흑색종을 분석하

지만, 각 인종 간, 조직형별로 충분한 예들를 확보하지 못하 기

때문에 p53 돌연변이와 조직형별 또는 호발 부위와의 관련 유

무를 밝혀 내지는 못하 다. 결론적으로 p53 유전자 이상의 빈

도가 백인과 동양인 또는 아프리카 흑인 사이에서 현격한 차이

를 나타내, 종양 발생 및 진행에 관련된 유전자의 변이가 인종

간에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것이 단순

히 임상적으로 늦게 발견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배제하지 못함으로써 이에 한 보다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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