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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ologic Features of Korean Prostate Adenocarcinoma
: Mapping Analysis of 8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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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Prostatic adenocarcinoma makes up about 2% of the total cancer incidence
and cancer death in Korean men, but the incidence of this malady is continuously increasing.
So far, there have been only a few studies describing the pathologic characteristics of the pro-
static adenocarcinoma in Korean patients. In this study, we analyzed 83 radical prostatecto-
my specimens by using mapping analysis to discover the clinico pathologic characteristics of
Korean prostatic adenocarcinoma. Methods : The resected prostates were serially sectioned
and embedded for histologic mapping. The clinico pathologic findings, including the Gleason
score, tumor size, prostate intraepithelial neoplasia (PIN) and tumor invasion to the surround-
ing tissues, were examined. Results : The mean values were as follows: age, 64.1±6.6 years;
serum prostate specific antigen (sPSA), 16.6±16.2 ng/mL; tumor volume, 22.3±22.4%;
tumor size, 2.2±1.2 cm; and Gleason score, 6.9±0.9. The rate of high grade PIN was 79.7%.
The Gleason score, tumor extent and T stage were statistically correlated (p<0.05). Conclu-
sions : Some prognostic factors such as sPSA and the Gleason scores showed significantly
lower levels compared with those of the previous studies on Korean prostate adenocarcino-
ma (16-36 ng/mL vs 16.6 ng/mL and 7.3-7.7 vs 6.9, respectively). Although these values are
still higher than those of the western studies, this study implies that the early detection of pro-
state adenocarcinoma is increas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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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전립선 선암종의 병리학적 분석: 

83예의 지도화 분석

전립선 선암종은 한국인 남성의 암 발생 원인 가운데 2.4%

(1999-2001년 암 발생 통계, 9위)를, 사망 원인 가운데 2.2%

(2004년 암 사망 통계, 7위)를 차지하는 비교적 드문 질환이다.1

그러나 1989년 1% 던 발생률 및 사망률 자료와 비교해 보면

최근 10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빈도가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2

전립선 암종은 세계적으로 남성에게서 세 번째로 흔하게 발생

하는 암이고,3 미국에서는 2004년 남성 암 가운데 발병률 30%로

1위, 사망률 2위4를 차지한 중요한 질환이다. 이 밖에 캐나다 등

북미 국가와 프랑스, 호주, 스칸디나비아 반도 등지에서 발병률

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 한국, 중국 등 동양권

국가에서는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나 발병률은

여전히 서구에 비해 10분의 1 이하로 낮고, 미국 내에서도 흑인

이 백인에 비해 70%가량 발병률이 높다. 이처럼 전립선 선암종

의 발생률이 지역 및 인종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데는 일차적

으로 유전적 요인 외에도 조기 선별 검사의 유무 및 환경적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검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임상적으로 전립선 암종의 증거

가 없었던 사람들의 경우 50 에 10%, 80 에는 무려 80%에서

침윤성 전립선 암종이 발견되었다.5 발병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모두 선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조기 선별 검사가 발병

률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동양인 이민자들의

경우 원주민보다는 발생률이 낮으나 모국의 같은 인종보다는 높

은 것으로 보아, 전립선 선암종의 발병에 환경적인 요소도 상당

부분 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된다.6

최근 같은 동양권인 일본인의 전립선 선암종 발생률이 미국

백인의 발생률에 근접하고 있고,6 한국인의 식생활이 점차 서구

 204 204

접 수 : 2006년 1월 3일

게재승인 : 2006년 4월 25일

책임저자 : 박 원 서
우 410-76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1동 809
국립암센터 병리과
전화: 031-920-1744
Fax: 031-920-1369
E-mail: thymus@ncc.re.kr

*본 연구는 2005년도 국립암센터 기관고유
연구사업(0510200)으로 이루어졌음.

1국림암센터 병리과, 2특수암센터
3서울 학교병원 병리과



한국인 전립선 선암종의 병리학적 분석  205

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인의 전립선 선암종 발생률 역

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에서는

전립선 선암종의 발병률이 낮아 관심도 역시 낮았다. 그리하여

한국인에게서 생기는 전립선 선암종의 특징, 종양 병기 및 이들

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논문 역시 많지 않은 실정이다. 

전립선 선암종의 확립된 예후 인자로는 수술 전 전립선 특이

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 수치, Gleason 점수,

TNM 병기 및 수술 절연면 침범 여부를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신경 침범, 신경 내분비 세포로의 분화, 미세 혈관의 도, 핵의

이형성 정도, 세포 증식 지수 등이 예후와 관계있다고 알려져

있으며7 이들 예후 수치는 서로 비례한다. 이전에 발표된 한국

인에서 발생한 전립선 선암종에 한 논문에 따르면, 한국인은

서구인에 비해 Gleason 점수가 높고, 고등급 상피내종양의 빈도

와 다소성 종양의 빈도가 낮아 서구에 비해 조기 진단율이 낮다

고 하 다.8-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립 암센터 비뇨기종양클리

닉에 내원한 전립선 선암종 환자들을 상으로 전립선 선암종의

예후 수치와 종양 병기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전에 국내외에

서 보고된 연구와 비교 분석하 다.

재료와 방법

연구 상

2001년 12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비뇨기종양클리닉에서 근치

적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 받은 83예를 상으로 시행하 다.

방법

임상 기록

환자의 임상 기록과 병리 보고서를 재검토하여 나이, 수술 전

혈중 total PSA/free PSA 수치 및 수술 전 호르몬 치료 여부

등을 조사하 다. 

지도화 분석에 의한 병리학적 검색

절제된 전립선 검체의 크기와 무게를 측정한 후 좌우를 인디

언 잉크로 구분하고, 10% 중성 포르말린에 24시간 고정하 다.

이것을 3-4 mm 간격으로 횡단편을 내고 지도화 분석을 위해

사진으로 촬 한 다음 모든 절편을 파라핀에 포매하 다. 이후

일반적인 조직 처리 과정을 거쳐서 헤마톡실린 에오신 염색한

유리 슬라이드를 제작하고 암종의 크기, 용적, Gleason 점수, 피

막, 첨단부, 기저부, 정낭 침범 여부, 림프관과 신경 침범 여부,

고등급 전립선 상피내종양(high grade prostate intraepithelial

neoplasia, HGPIN)의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하 다. Gleason 점

수는 3-6, 7, 8-10의 세 군으로 나누어 저등급, 중등급, 고등급

으로 분류하 고, 고등급 상피내종양의 유무는 Bostwick이 기술

한 진단 기준을 근거로 판정하 다.11

통계학적 검토

Window용 SPSS (version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earson’s 2,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등을 시

행하 고, 유의 수준은 p-value 0.05 미만을 기준으로 검정하 다.

결 과

임상소견

연령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연령은 46세에서 80세까

지로, 60세 이하가 19명, 60-70세가 48명, 70세 이상이 16명이었

으며, 평균 64.1±6.6세 다. 연령과 혈중 PSA수치, Gleason 점

수, 종양의 T 병기, HGPIN, 종양의 변연부 침범 여부 등과는

연관 관계가 없었다(Table 1, 2).

혈중 PSA 수치

수술 전 시행한 혈중 PSA수치는 1.7-99.4 ng/mL로 평균 16.6

±16.2 ng/mL 다. 이 중에서 10 ng/mL 미만이 41명, 10-19

ng/mL가 21명, 20-49 ng/mL가 16명, 50 ng/mL 이상이 5명

이었다. 수술 전 혈중 PSA 수치는 Gleason 점수(p=0.022) 및 T

병기(p=0.005)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Table 2).

호르몬 치료

전체 83예 중 14예는 수술 전에 호르몬 치료를 시행하 다. 호

르몬 치료는 수술 전 PSA수치가 높은 환자들에게 시행하 으

며, 이들 환자군에 해서는 WHO 지침에 따라 Gleason 점수

와 HGPIN의 유무 여부를 평가하지 않았다.

병리 소견

Gleason 점수, T 병기 및 HGPIN

전체 83예 중 14예는 수술 전에 호르몬 치료를 하 고, 그중

No. of case Mean SD

Age (yr) 83 64.1 6.6
sPSA (ng/mL) 83 16.6 16.2
fPSA (ng/mL) 26 1.6 1.1
Tumor volume (%) 79 22.3 22.4
Prostate size (cm) 76 4.3 0.6
Tumor size (cm) 72 2.1 1.1
Gleason score 69 6.9 0.9

SD, standard deviation; sPSA, serum PSA; fPSA, free PSA.

Table 1. General features of prostate adeno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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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에서 수술 후 잔여 종양이 보이지 않았다(vanishing cancer

syndrome). 82예 중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은 69예의 경우 Glea-

son 점수는 5-9점 범위에서 관찰되었으며, 평균 6.9±0.9점이었

다. 이 중 Gleason 점수 7의 중등급 암종이 33예(47.8%)로 가장

많았고, 2-6점의 저등급이 22예(31.9%), 8-9점의 고등급이 14

예(20.3%) 다. Gleason 점수는 수술 전 혈중 PSA 수치(p=

0.022) 및 종양의 T 병기(p=0.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

가 있었다. HGPIN은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은 69예 중 55예

(79%)에서 발견되었으며 Gleason 점수가 2-6일 때 86%, 7일

때 84%, 8-10일 때 57% 다. Gleason 점수가 낮을수록 HGPIN

빈도가 높았고(p=0.025), HGPIN이 있을 때 Gleason 절 점

수도 유의하게 높았다(p=0.024). Gleason 점수와 HGPIN의 존

No. of cases Age (yr) Preop. PSA (ng/mL) Gleason score T stage PIN+% (case) RM+% (case)

Age
<60 19 - 12.9±9.2 6.6±0.8 2.2±0.4 73.6 (14) 57.8 (11)
60-69 48 - 19.2±18.7 7.0±1.0 2.4±0.4 66.6 (32) 45.8 (22)
>70 16 - 13.2±13.4 7.2±0.8 2.4±0.6 56.2 (9) 43.7 (7)

83 - NS NS NS NS NS
PSA

<10 41 64.2±6.1 - 6.7±0.9 2.3±0.4 73.1 (30) 43.9 (18)
10-19 21 63.7±8.3 - 7.0±0.9 2.1±0.3 66.6 (14) 42.8 (9)
20-49 16 63.0±5.5 - 7.6±0.9 16±2.6 68.7 (11) 68.7 (11)
>50 5 68.4±4.6 - no case 2.8±0.8 0 (0) 40 (2)

83 NS - 0.02 0.002 NS NS
Gleason score

2-6 22 60.1±6.5 9.1±4.9 - 2.1±0.3 86.3 (19) 45.4 (10)
7 33 65.2±6.3 13.4±8.3 - 2.3±0.4 84.8 (28) 51.5 (17)
8-10 14 64.2±5.9 17.4±12.9 - 2.7±0.4 57.1 (8) 64.2 (9)

69 NS 0.022 - 0.001 NS (0.054) NS
T stage

2 52 63.4±7.2 13.8±14.9 6.6±0.8 - 71.1 (37) 40.3 (21)
3 29 65.1±5.1 20.3±16.3 7.5±1.0 - 62.0 (18) 63.3 (19)
4 1 75 60 - - 0 (0) 0 (0)

82 NS 0.005 <0.001 - NS NS
HGPIN

presence 55 63.6±6.6 12.9±8.9 6.8±0.8 2.3±0.4 - 49.0 (27)
absence 14 62.6±6.7 12.5±9.5 7.5±1.1 2.5±0.5 - 64.2 (9)

69 NS NS 0.024 NS - NS
RM

negative 54 64.7±6.4 15.8±17.3 6.8±0.8 2.3±0.5 84.8 (28) -
positive 29 63.0±6.9 18.1±13.9 7.1±0.9 2.5±0.5 75.0 (27) -

83 NS NS NS NS NS -
N stage

no meta 45 65.2±6.8 21±18 7.0±1.0 2.4±0.5 0 17 (48) 
meta 4 64.2±2.8 28±18 7.6±1.1 2.5±0.5 28 (80) 1 (33)

49 NS NS NS NS NS NS

Table 2. Correlation between clinicopathologic features of prostate adenocarcinoma and prognostic factors

HGPIN, high grade prostate intraepithelial neoplasia; RM, resection margin; NS, not significant.

T2% (n) T3-T4% (n) p-value

RM involvement (over all) 25.6 (21) 23.1 (19) NS
Apex margin 15.8 (13) 12.1 (10) NS
Base margin 4.8 (4) 14.6 (12) 0.001
Lateral margin 12.1 (10) 14.6 (12) NS

Periprostatic tissue invasion 0 32.9 (27) <0.001
Neural invasion 36.5 (30) 29.2 (24) 0.04
Lymphatic invasion 9.7 (8) 20.7 (17) <0.002

RM, resection margin; n, number of cases.

Table 3. Invasiveness and resection margin involvement of 82
cases of prostatic adenocarcinoma

U.S.
2005
NCC

2003
SMC10

2001
SMC9

1999
AMC8

No. of patients - 83 132 60 58
Preop. PSA (ng/mL) 10.012 16.6 16.4 24 38.6
Mean Gleason score 6.118 6.9 7.7 7.3 7.3
HGPIN (%) 85-10018,25,26 79 65 63.3 79.3

HGPIN, high grade prostate intraepithelial neoplasia; U.S., United States;
NCC, National cancer center; SMC, Samsung medical center; AMC,
Asan medical center.

Table 4. Comparison of prognostic factors among the previous
studies on Korean prostatic adenocarcinoma and studies in U.S.



한국인 전립선 선암종의 병리학적 분석  207

재 여부는 Gleason 점수를 고등급, 중등급, 저등급 세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Table 2, p=

0.054). 그러나 Gleason 점수를 5, 6, 7, 8, 9로 각각 나누어 보

았을 때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25). 그러나 HGPIN과

T 병기 및 PSA수치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Table 2).

수술 절연면, 연부 조직, 신경, 정낭, 림프관 침범 및 림프절 전이

잔여 종양이 남아 있지 않았던 한 예를 제외한 82예에서 절연

면 침범 및 주변 연부 조직과 림프관 침범 여부를 조사하고 이와

T 병기의 상관관계를 조사하 다(Table 3). 병기가 높을수록 정

낭, 신경 등 주변 연부 조직 및 림프관 침윤의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수술 절연면의 경우 병기와 기저부의 침윤

여부가 관계가 있었고(p=0.01) 첨단부와 측부 절연면을 모두

합쳐서 보았을 때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이는 병기가 높을수

록 주변 조직으로의 침범은 늘어나나, 절연면의 침범 여부는 병

기 자체보다 수술의 범위와 술기 등에 더 많은 향을 받기 때

문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림프절 박리를 시행한 것은 총 49예 고, 이 중에서 4예(8.2%)

에서 전이가 있었다(Table 2). 전이가 있는 경우 T 병기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고, Gleason 점수 및 PSA수치가 더 높았다. 그

러나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었는데, 이는 전이의 빈도가 낮아 통

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만한 표본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 찰

이 연구에서는 전립선의 근치적 절제술을 받은 83예에 하

여 병리학적 분석을 시행하 다. 이전 연구 보고들과8-10,12 비교

해 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한국인에게서 발생한 전립선

선암종의 병리학적 특징은, 수술 전 PSA수치와 수술 후 Glea-

son 점수가 높고 HGPIN의 빈도가 낮다는 것이다.

Gleason 점수는 1960년부터 1975년까지 4,000예 이상을 상

으로 한 veterans administration cooperative urological research

group의 연구를 토 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종양의 용적과

수술 전 혈중 PSA수치, 림프절 전이 및 종양의 재발과 연관성

이 있어서 임상적으로 가장 유용한 병리학적 예후 인자다.8 Glea-

son 점수는 1993년에 WHO의 consensus conference에서 공식

적으로 채택되어 전립선 종양의 표준 등급 체계가 되었다.13

Gleason 점수 2-4의 종양은 비슷한 임상 경과를 보이고, 8-10

인 종양도 예후가 비슷하여 각기 하나의 그룹으로 나뉜다.14 그

러나 Gleason 점수 중간 그룹의 종양이라 하더라도 점수가 7인

종양은 임파절 전이, 혈중 PSA수치 및 병기 등에서 점수 5-6의

종양과는 다른 예후를 보인다. 그러므로 과거 2-3-4, 5-6-7, 8-

9-10으로15 분류하는 것보다 2-6, 7, 8-10 세 그룹으로 나눌 때

병기에 따른 예후를 좀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보고가16,17 신

빙성을 얻어, 현재는 세 그룹을 각각 저등급, 중등급 및 고등급

으로 분류하며 이번 연구에서도 이 분류법을 따랐다.

이러한 소견을 토 로 한국인 전립선 암종의 표적 예후 인자

인 수술 전 PSA수치와 수술 후 Gleason 점수를 이전의 연구와
8-10 비교 분석해 보았다(Table 4). Gleason 점수는 이전에 한국

인을 상으로 한 1999년8과 2001년9 연구에서 모두 평균 7.3이

었고, 2003년 연구에서는 7.7로10 이번 연구의 평균치인 6.9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수술 전에 PSA수치가 높은 환

자에게 호르몬 치료를 시행하여 이들 환자에게서는 수술 후 Gle-

ason 점수를 평가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이전보다

Gleason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은 수술 후 선택적으로 Gleason 점

수가 높은 환자가 배제되었기 때문이거나 또는 조기 진단에 의

한 효과가 어느 정도 반 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Qian 등18이 보고한 미국인의 수술 후 평균

Gleason 점수 6.1보다는 여전히 높았다. 

수술 전 PSA수치는 수술 후 Gleason 점수와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19 이번 연구에서도 종양의 병기(p=0.005) 및 Glea-

son 점수(p=0.022)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립선 선암종이면서 수술 전 혈중 PSA

수치가 10 ng/mL 미만인 경우가 전체 83예 중 41예로 49%에

달하 고 평균 수치는 16.6 ng/mL 다(Table 1). 1999년 이

등의 연구에서 91%가 10 ng/mL 이상이었고 평균 수치가 38

ng/mL이었던 점을 감안하면,8 약 7년 동안 환자들의 수술 전

PSA수치 및 분포가 상당히 감소하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또

한 2001년 최 등9이 보고한 평균 24 ng/mL보다 낮고, 2003년

132예를 상으로 한 송 등10의 16.4 ng/mL와 비슷한 수치다.

그러나 1998년부터 2002년까지 1,582명의 환자를 토 로 보고한

미국의 10.02 ng/mL보다는 높은 수치다.12

이러한 소견을 종합해보면 한국인들이 수술 후 Gleason 점수

가 높은 원인은, 수술 전 PSA수치가 높은 원인과 마찬가지로

서구에 비하여 전립선 암종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연구와 이번 연구 결

과에서 한국인의 수술 전 PSA수치가 계속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러한 변화는 1999년 이후로 한국에서 전립선 선

암종의 조기 진단율이 상승하 음을 반 한다.

PIN은 Boswick 등20이 처음 보고한 것으로, 전립선의 관이나

샘꽈리의 상피세포에 국한해서 세포의 증식과 이형성이 나타나

는 것이 특징이다. PIN은 침윤성 전립선 선암종의 전암성 병변

으로 인정받고 있다.21 이것이 암의 전구 병변이라는 증거는 침

윤성 암종과 동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는 통계적인 유사성

외에도, c-myc의 증폭이 모양 PIN과 암종에서 공통적으로 발

견되는 등 분자 생물학적 근거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22

PIN은 세포의 증식 정도와 악성도에 따라 저등급과 고등급으

로 나누나, 저등급의 경우 진단 기준이 애매하고 임상적 의미도

분명하지 않아 진단에 포함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이전의 이 등8의 연구에서처럼 HGPIN만을 조

사하 다. 652예의 부검 사례를 살펴본 Sakr 등의 연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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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0, 50, 60, 70, 80 미국 흑인의 경우 각각 7, 26, 46, 72,

75, 91%에서 HGPIN이 관찰되었고, 백인의 경우 각각 8, 23,

29, 49, 53, 67%에서 HGPIN이 관찰되어 침윤성 전립선 암종

보다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23 실제 수술 조직에서 발견되는

비율은 생검 검체의 경우 4-6%,24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검체의

경우 2.3-2.8%22이며, 근치적 절제술을 받은 경우 선암종과 동

반율이 85-10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8,25,26

본 연구에서 HGPIN의 동반율은 79% 으며, Gleason 점수

가 낮을수록 유의하게 높았다(p=0.025). 이러한 수치는 1999년

이 등8의 결과와 유사하며, 2001년 최 등9과, 2003년의 송 등10의

63-65%보다는 높은 수치다. 이번 연구를 포함하여 이들 연구 모

두에서 종양 병기가 낮을수록 PIN의 빈도가 높았다. 이는 PIN의

용적은 Gleason 점수가 높을수록 증가한다는 Qian 등18의 연구

결과와 상반된 결과다. 이에 해 이 등8은 Gleason 점수가 높

을수록 HGPIN의 전체적인 용적은 증가하나 암종에서 2 mm

이내의 부위에서는 감소한다는 Qian의 의견을 근거로,18 PIN의

유무를 주로 암종 주위에서만 관찰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

생한 것으로 추정하 다. 반면 최 등9은 Gleason 점수가 높을수

록 PIN이 침윤성으로 변하거나 이에 병합되었기 때문이라고 추

정하 다. 참고로 이 등8의 연구에서는 암종 중심으로 제작된 표

본을 상으로 하 고 최 등9과 송 등10의 연구 및 이번 연구에

서는 전 절편을 포매한 지도화 분석을 이용하 다.

이상에서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시행한 83예의 근치적 전

립선 절제술 표본으로 한국인에게서 발생한 전립선 선암종의 병

리학적 분석을 시행하 다. 이를 통해 알아본 병리학적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인을 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12,18

비교해볼 때 수술 전 PSA수치와 수술 후 Gleason 점수가 높

고, HGPIN의 동반 정도가 낮으며, Qian 등의 연구 결과와 달

리 HGPIN과 Gleason 점수가 반비례한다. 그 원인으로는 한국

에서 종양의 조기 진단율이 낮기 때문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그

러나 1999년 이후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수술 전 혈중 PSA수치

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여서(Table 4), 향후 연구를 통하여

한국인에게서 발생하는 전립선 선암종의 특성 변화를 추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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