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한한국국국인인인의의의 피피피부부부 기기기저저저세세세포포포암암암과과과 편편편평평평
상상상피피피세세세포포포암암암의의의 XXXRRRCCCCCC111유유유전전전자자자 다다다형형형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강 상 윤



한한한국국국인인인의의의 피피피부부부 기기기저저저세세세포포포암암암과과과 편편편평평평
상상상피피피세세세포포포암암암의의의 XXXRRRCCCCCC111유유유전전전자자자 다다다형형형

지도 정 윤 규 교수

이 논문을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강 상 윤



강상윤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년 6월 일



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돌이켜 보면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지금까지 2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의
과대학 재학시절에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교수님들의 지식과 학문의 열정이 저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의사가 되어 인턴과 전공의 과정을 겪으면서 의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을 때,성형외과 입문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신 이혜경 교수님
과 제자로 받아주신 정윤규 교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공의 시절에,항상 진료와 연구에 몰두하시며 게으름과 무지를 질타하시던 신

극선 교수님,박병윤 교수님,탁관철 교수님,이훈범 교수님도 잊을 수 없으며 무
한한 감사를 드립니다.구순열 수술과 미세수술을 첫 집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정윤규 교수님은 성형외과 의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해 주셨을 뿐 아니라
수술 집도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복구유전자라는 접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어려울때 마다

격려를 해주시던 정윤규 교수님과 최선을 다해 연구를 도와준 임상의학 연구소
김남근 교수와 흔쾌히 연구 협조에 응해주신 원주의과대학 진단병리학 교실 이광
길 교수님께 감사를 전합니다.부족한 연구를 심사하여 주신 강성준 교수님,고창
만 교수님,박주영 교수님,정순희 교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옆에서 격려해준 사랑하는 아내 선혜와 행복을 주는 아들 규민에게 사랑

을 보냅니다.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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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한한한국국국인인인의의의 피피피부부부 기기기저저저세세세포포포암암암과과과 편편편평평평
상상상피피피세세세포포포암암암의의의 XXXRRRCCCCCC111유유유전전전자자자 다다다형형형

세포내에서 내부적 또는 외부적 돌연변이 유전자에 의해 복구되지 않은 손상된
염색체는 세포 사멸되거나 암으로 발전된다.이렇게 손상된 DNA를 처리하는 유
전자가 복구 유전자이며,복구 유전자의 돌연변이 역시 단백질 기능의 변화와
손상된 DNA 복구 능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유전적 불안정성 또는 암을 일으
킬 수 있다.
본 연구는 피부암과 관련된 돌연변이 유전자 XRCC1,XPD,XRCC3중에서 비

교적 일정하게 보고 되는 XRCC1에 대하여,한국인의 기저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
암에 대한 복구 유전자의 돌연변이와 암 발생 위험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과 포천중문의과대학 성형외과에서 피부암으로 수술을

받고 병리학적 진단을 받은 기저세포암 환자 100명,편평상피세포암 환자 100명과
포천중문의과대학 임상의학 연구소에 보관된 유전자 표본 중 암 또는 전암 병소
병력을 갖지 않은 표본 210명을 대상으로,XRCC1 Arg399Glu,Arg280His,
Arg194Trp를 PCR/RFLP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한국인에서 XRCC1Arg399Gln의 돌연변이는 기저세포암에서 Arg399Gln(GA)

(p-value=0.012,OR=2.0.16,95%CI;1.230-3.305)와 Arg399Gln(AA)(p-value=0.011,
OR=1.864,95%CI;1.149-3.026)로 암 발생 위험과 의미있는 상관 관계가 있었다.
XRCC1Arg194Trp는 편평상피세포암에서 Arg194Trp(CT+TT)(p-value=0.041,
OR=0.537,95%CI;0.301-0.960)으로 암 발생 위험과 의미있는 상관 관계가 있었다.
XRCC1Arg280His는 한국인에서 편평상피세포암과 기저세포암의 암 발생 위험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핵심되는 말:복구 유전자,XRCC1,피부 편평상피세포암,피부 기저세포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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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강강강 상상상 윤윤윤

III...서서서론론론

세포내에서 내부적 또는 외부적 돌연변이 유전자에 의해 복구되지 않은 손상된
염색체는 세포 사멸되거나 암으로 발전된다.이렇게 손상된 DNA를 처리하는 유
전자가 복구 유전자이며,주로 XRCC1을 포함하는 BER pathway(baseexcision
repair)(Lu 등,2001),XPC,XPD와 ERCC1 등을 포함하는 NER pathway
(nueloetideexcisionrepair)(Friedberg2001),BRCA1,BRCA2와 XRCC3등을 포함
하는 DSBR pathway(double-strand-brakerepair)(Khanna등,2001)와 MMR
pathway(mismatchrepair)(Aquilina등,2001)등의 네가지 경로를 통해 유전자를
복구한다.복구 유전자의 돌연변이 역시 단백질 기능의 변화와 손상된 DNA 복
구 능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유전적 불안정성 또는 carcinogenesis가 될 수
있다.복구 유전자와 관련된 암은 유방암,전립선암,폐암,두경부의 편평상피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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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이며,피부암은 XRCC1,XPD,XRCC3의 돌연변이가 관련되어 있다(Vispe
등,2000,Cairns,1982,Shields등,1991).XRCC1에 여러 가지의 단일 염기 돌연
변이들(SNPs,single nuclodtide polymorphism)이 있음이 확인되었고(Shen 등,
1998,Mohrenweiser등,2002),이들은 BER의 작용에 영향을 주어 피부암의 발생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한다.XRCC1은 invivo와 invitro에서 직접 SSB또
는 BER pathway를 통해 간접적으로 염색체 손상을 복구하며,XRCC1이 결핍된
세포들은 광범위한 genotoxin에 민감해지고 염색체 전좌, 결실을 일으킨다
(Thomson과 West,2000).
피부암은 고령화,환경오염,오존층의 파괴등과 함께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편

평세포암이나 기저세포암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본 연구는 한국인의 피부암에서
XRCC1의 돌연변이를 확인하여 암 발생 위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한국인의 피
부암의 특성을 연구한다.

IIIIII...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실험군은 1998년 1월 부터 2004년 8월 까지 포천 중문의과대학 성형외과와 연

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성형외과에서 피부암으로 수술을 받고 병리학적 진단을
받은 기저세포암 환자 110명과,편평상피세포암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대
조군은 포천 중문의과대학교 임상의학 연구소에 보관된 유전자 표본 중 암 또는
전암 병소 병력을 갖지 않은 표본 2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복구유전자는
XRCC1의 Arg399Glu,Arg280His,Arg194Trp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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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유유유전전전자자자분분분석석석

DNA 분리는 DNA추출 키트(extractioncolumn,QIAmpbloodkit,Qiagen)에
의해 제조자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paraffinblock에 봉입된 환자의 병리 조직 표본
중 비병변 피부 조직을 채취하여 분리하였다.XRCC1Arg399Gln은 XRCC1399
번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부분을 증폭시키기 위하여 primer set인 sense
primer(5'-CCAAGTACAGCCAGGTCCTA-3')와 antisense primer(5'-AGTCT-
GACTCCCCTCCGGAT-3')를 사용하여 GeneAmp PCRmachine(Perkin Elmer
9600)으로 증폭시켰다.상기와 같은 PCR증폭에 의해 생성된 171bp생성물을 증
폭시키기 위해 94도에서 30초간 변성을,62도에서 30초간 annealing한 다음,72도
에서 30초동안 연장 반응 시키는 과정을 35회 반복하였다.XRCC1Arg280His은
XRCC1의 280번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부분을 증폭시키기 위하여 primerset인
sense primer (5'-TGGGGCCTGATTGCTGGGTCTG-3')과 antisense primer
(5'-CAGCACCACTACCACACCCTGAAGG-3')를 사용하여 PCR증폭에 의해 생
성된 282bp생성물을 상기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였다.XRCC1Arg194Trp은
XRCC1의 194번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부분을 증폭시키기 위하여 primerset인
sense primer(5'-GCCCCGTCCCAGGTA-3')와 antisense primer(5'-AGCCC
CAAGACCCTTTCACT-3')를 사용하여 PCR증폭에 의해 생성된 491bp생성물
상기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였다.
증폭된 단편들을 Arg399Gln(G>A)변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제한 효소로 MspI

(BioLab,England)6U.Arg280His(G>C)변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제한 효소로
RsaI(BioLab,England)6U,Arg194Trp(C>T)변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제한 효소
로 MspI(BioLab,England)6U를 사용하여 37℃에서 overnight동안 분해하였고
반응양은 15㎕였다.
처리한 단편들은 2% agarosegel로 전기 영동 후 돌연변이 상태를 관찰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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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XRCC1Arg194Trp는 4% agarosegel을 사용하였다.
XRCC1 Arg399Gln(GG) 유전자형은 92bp,62bp와 16bp의 3개의 단편으로,
Arg399Gln(GA) 유전자형은 154bp, 92bp, 62bp와 16bp의 4개의 단편으로,
Arg399Gln(AA)유전자형은 154bp와 16bp의 2개의 단편으로 분해되었다.XRCC1
Arg280His(GG)유전자형은 141bp로,Arg280His(GA)유전자형은 282bp와 141bp
의 2개의 단편으로,Arg280His(AA)유전자형은 282bp로 분해되었다.XRCC1
Arg194Trp(CC) 유전자형은 293bp, 178bp와 20bp의 3개의 단편으로,
Arg194Trp(CT)유전자형은 313bp,293bp,178bp 과 20bp의 4개의 단편으로,
Arg194Trp(TT)유전자형은 313bp과 178bp의 2개의 단편으로 분해되었다.

222)))통통통계계계
대조군과 실험군의 돌연변이의 발생의 비교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odd

ratio(OR)와 95% 신뢰 구간(95% CI)을 구하였다.환자군과 대조군의 일반적인 특
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에는 Chi-squaretest와 연령에는 ANOVA test를 하였
다.다변량 분석을 위해서 logistic회기 분석을 사용하였는데 가능한 교란 변수
(confounder;연령,성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여 adjustedOR(AOR)을 계산하였
다.통계는 SASforwindow,version8.2(SASinc.,NorthCarolina,USA)를 사용
하였다.p값은 <0.05를 의미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5

IIIIIIIII결결결과과과

비악성흑색종성 피부암으로 수술을 받고 병리학적 진단을 받은 기저세포암 환
자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XRCC1 Arg399Glu, Arg280His,
Arg194Trp의 돌연변이형에 대한 빈도를 PCR/RFLP와 DNA 염기 서열 분석법을
통하여 조사하였다(Fig.1-3).

M PP GG AA GA

200bp
150bp
100bp

50bp

Fig.1.RFLPanalysisoftheXRCC1Arg399Gln(G>A)mutationusingenzyme
MspI.M:100bp markerDNA,PP:PCR product,GG:normalgenotype,GA:
heterozygousgenotype,AA:homozygousmutantgenotype



6

M PP GG GA AA

300bp
200bp

100bp

Fig.2.RFLPanalysisoftheXRCC1Arg280His(G>A)mutationusingenzyme
MspI. M: 100bpmarker DNA, GG: normal genotype, GA: heterozygous
genotype,AA:homozygousmutantgenotype

M PP CT CC TT

500bp
300bp
200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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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RFLPanalysisoftheXRCC1Arg194Trp(C>T)mutationusingenzyme
MspI.M:100bpmarkerDNA,CC:normalgenotype,CT:heterozygousgenotype,
TT:homozygousmutantgenotype

111...XXXRRRCCCCCC111AAAgggrrr333999999GGGlllnnn분분분석석석
XXXRRRCCCCCC111AAAgggrrr333999999GGGlllnnn의의의 편편편평평평상상상피피피세세세포포포암암암 비비비교교교:::대조군은 191예이고 평균 나

이는 46.4세였으며,성비는 1:1.76(남성:여성)이었다.대조군의 연령분포는 20-39세
가 46.1%,40-59세가 30.3%,60세이상이 23.6%였다.실험군은 98예 이었으며,평
균 나이는 71.2세였고 성비는 1:1.4(남성:여성)이었다.연령 분포는 20-40세가
0.0%,41-60세가 28.6%,60세 이상이 56.17%였다.대립 유전자 빈도는 G가 68.8%
이고 A가 31.2%였다.염기 형태는 GG가 51.31/48.98(대조군/실험군,%),GA가
42.41/39.80,AA가 6.28/11.22,GA+AA는 48.69/51.02였다.대조군과 통계학적 차
이 및 암 발생 위험의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Table1,p-value=0.712).

XXXRRRCCCCCC111AAAgggrrr333999999GGGlllnnn의의의 기기기저저저세세세포포포암암암 비비비교교교:::대조군은 191예,실험군은 108예였으
며 실험군의 평균 나이는 평균 67.9세 였으며 성비는 1:0.85(남성:여성)였다.연령
분포는 20-39세가 0.01%,40-59세가 18.8%,60세 이상이 80.1%였다.대립 유전자
빈도는 G가 66.2%이고 A가 33.8%였다.염기 형태는 GG가 51.31/36.11(대조군/실
험군, %), GA가 42.41/60.19, AA가 6.28/3.70, GA+AA는 48.69/63.89였다.
GA(p-value=0.012, OR=2.016, 95%CI; 1.230-3.305)와 GG (p-value=0.011,
OR=1.864,95%CI;1.149-3.026)로 모두 대조군과의 차이 및 암 발생 위험 증가의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Tabl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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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XRCC1Agr399Gln:GGvsGA vsAA inSquamouscellcancer

Table2.XRCC1Agr399Gln:GGvsGA vsAA inBasalcellcancer

    *: p < 0.05

222...XXXRRRCCCCCC111AAArrrggg222888000HHHiiisss분분분석석석

XXXRRRCCCCCC111AAAgggrrr222888000HHHiiisss의의의 편편편평평평상상상피피피세세세포포포암암암 비비비교교교:::대립 유전자 빈도는 G가 88.2%
이고 A가 11.8%였다..염기 형태는 GG가 82.04/78.72(대조군/실험군,%),GA가
16.99/19.15,AA가 0.97/2.13,GA+AA는 17.96/21.28였다.대조군 및 암 발생 위험
의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Table3,p-value=0.527).

XXXRRRCCCCCC111AAAgggrrr222888000HHHiiisss의의의 기기기저저저세세세포포포암암암 비비비교교교:::대립 유전자 빈도는 G가 89.0%이고
A가 11.0%였다.염기 형태는 GG가 82.04/78.90(대조군/실험군,%),GA가 16.99/

Controls =N,(%) Cases =N,(%) OR 95%CI 

GG 98, (51.3) 48,(49.0) 1.00 -

GA 81, (42.4) 39,(39.8) 0.98 0.59-1.65

AA 12, (6.3) 11,(11.2) 1.87 0.77-4.55

GA+GG    93,(48.7) 50,(51.0) 1.1 0.67-1.79

Total 191 (100) 98, (100)

Controls =N,(%) Cases =N,(%) OR 95%CI 

GG 98, (51.3) 39,(36.1) 1.00 -

GA 81, (42.4) 65,(60.2) 2.02 1.23-3.31*

AA 12, (6.3) 4,(3.7) 0.84 0.26-2.72

GA+GG    93, (48.7) 69,(63.9) 1.86 1.15-3.03*

Total 191 (100) 10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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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AA가 0.97/0.92,GA+AA는 37/23였다.대조군 및 암 발생 위험의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Table4,p-value=0.537).

Table3.XRCC1Agr280His:GGvsGA vsAA inSquamouscellcancer

Table4.XRCC1Agr280His:GGvsGA vsAA inBasalcellcancer

333...XXXRRRCCCCCC111AAArrrggg111999444TTTrrrppp분분분석석석

XXXRRRCCCCCC111AAAgggrrr111999444TTTrrrppp의의의 편편편평평평상상상피피피세세세포포포암암암비비비교교교:::대립 유전자 빈도는 C가 77.9%이
고 T가 22.1%였다.염기 형태는 CC가 43.63/59.02개 (대조군/실험군,%),CT가
47.06/37.70,TT가 9.31/3.28,CT+TT는 56.37/40.98였다.CT+TT(p-value=0.041,
OR=0.537,95%CI;0.301-0.960)으로 대조군과의 차이 및 암 발생 위험 증가의 의

Controls =N,(%) Cases =N,(%) OR 95%CI 

GG 169,(82.0) 74,(78.7) 1.00 -

GA 35, (17.0) 18,(19.1) 1.17 0.63-2.21

AA 2, (1.0) 2,(2.1) 2.28 0.32-16.52

GA+GG    37, (18.0) 20,(21.3) 1.23 0.67-2.27

Total 206, (100)     94,(100)

Controls =N,(%) Cases =N,(%) OR 95%CI 

GG 169,(82.0) 86,(78.9) 1.00 -

GA 35,(17.0) 22,(20.2) 1.24 0.68-2.24

AA 2,(1.0) 1,(0.9) 0.98 0.08-11.49

GA+GG    37,(18.0) 23,(21.1) 1.22 0.68-2.19

Total 206,(100) 10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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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있는 차이가 있었다(Table5).

XXXRRRCCCCCC111AAAgggrrr111999444TTTrrrppp의의의 기기기저저저세세세포포포암암암 비비비교교교:::대립유전자 빈도는 C가 69.6%이고 T
가 31.4%였다..염기 형태는 CC가 43.63/44.94 (대조군/실험군, %), CT가
47.06/47.19개,TT가 9.31/7.87,CT+TT는 56.37/55.06였다.대조군 및 암발생 위험
의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Table6,p-value=0.835).

Table5.XRCC1Agr194Trp:CCvsCT vsTT inSquamouscellcancer

 *: p < 0.05

Table6.XRCC1Agr194Trp:CCvsCT vsTT inBasalcellcancer

  

Controls =N,(%) Cases =N,(%) OR 95%CI 

CC 89,(43.63) 36,(59.02) 1.00 -

CT 96,(47.06) 23,(37.70) 0.59 0.32-1.07

TT 19,(9.31) 2,(3.28) 0.26 0.06-1.18

CT+TT 115,(56.37) 25,(40.98) 0.54 0.03- 0.96*

Total 204,(100) 61,(100)

Controls =N,(%) Cases =N,(%) OR 95%CI 

CC 89, (43.63) 40, (44.94) 1.00 -

CT 96, (47.06) 42, (47.19) 0.97 0.58-1.64

TT 19, (9.31)  7, (7.87) 0.82 0.32-2.11

CT+TT 115, (56.37) 49, (55.06) 0.95 0.58-1.57

Total 204, (100) 8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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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CCCooommmbbbiiinnnaaatttiiiooonnngggeeennnoootttyyypppeee분분분석석석
피부의 기저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을 통합하여 XRCC1복구 유전자의 조합을

비교했을때 XRCC1Agr399Glu(GG)와 XRCC1Agr194Trp(CT+TT)의 조합이 의
미있는 차이를 보였다(Table7-9,p-value=0.0497,OR=0.515,95% CI;0.269-
0.981).

Table7.CombinationgenotypeofXRCC1Arg280HisandArg399Gln

--to--00
XRCC1 280 (AA) 

/ XRCC1 399 (GA+AA)

0.668210.45to0.27351.69032
XRCC1 280 (AA) 

/ XRCC1 399 (GG)

0.1004 4.9477 to0.9267 2.1413 1910
XRCC1 280 (GA+AA) 
/ XRCC1 399 (GA+AA)

0.87242.051to0.57421.0852627
XRCC1 280 (GA+AA) 
/ XRCC1 399 (GG)

0.0616 2.3706 to0.9991 1.5390 12793
XRCC1 280 (GG+GA) 
/ XRCC1 399 (GA+AA)

1.00001.579to0.64561.0108696
XRCC1 280 (GG+GA) 
/ XRCC1 399 (GG)

0.0924 2.2856 to0.9409 1.4664 10883
XRCC1 280 (GG) 

/ XRCC1 399 (GA+AA)

--1.0000 6371
XRCC1 280 (GG) 
/ XRCC1 399 (GG)

p95%CIORCases (N)Controls (N)　

--to--00
XRCC1 280 (AA) 

/ XRCC1 399 (GA+AA)

0.668210.45to0.27351.69032
XRCC1 280 (AA) 

/ XRCC1 399 (GG)

0.1004 4.9477 to0.9267 2.1413 1910
XRCC1 280 (GA+AA) 
/ XRCC1 399 (GA+AA)

0.87242.051to0.57421.0852627
XRCC1 280 (GA+AA) 
/ XRCC1 399 (GG)

0.0616 2.3706 to0.9991 1.5390 12793
XRCC1 280 (GG+GA) 
/ XRCC1 399 (GA+AA)

1.00001.579to0.64561.0108696
XRCC1 280 (GG+GA) 
/ XRCC1 399 (GG)

0.0924 2.2856 to0.9409 1.4664 10883
XRCC1 280 (GG) 

/ XRCC1 399 (GA+AA)

--1.0000 6371
XRCC1 280 (GG) 
/ XRCC1 399 (GG)

p95%CIORCases (N)Controls (N)　



12

Table8.Combinationgenotypeof XRCC1Arg399GlnandArg194Trp

0.3570 40.0772 to0.4507 4.2500 41
XRCC1 399 (AA)

/ XRCC1 194 (CT+TT)

0.7950 2.1661 to0.2757 0.7727 811
XRCC1 399 (AA)
/ XRCC1 194 (CC)

0.7472 2.1823 to0.6156 1.1591 4844
XRCC1 399 (GA+AA) 
/ XRCC1 194 (CT+TT)

0.8746 1.9838 to0.5691 1.0625 4949
XRCC1 399 (GA+AA) 
/ XRCC1 194 (CC)

0.3141 1.3114 to0.4229 0.7447 75107
XRCC1 399 (GG+GA) 
/ XRCC1 194 (CT+TT)

0.8822 1.9284 to0.6018 1.0773 7372
XRCC1 399 (GG+GA)

/XRCC1 194 (CC)

0.0497 0.0497 0.0497 0.0497 0.9816 to0.2698 0.5146 3164
XRCC1 399 (GG)

/ XRCC1194(CT+TT)

--1.0000 3234
XRCC1 399 (GG) 
/ XRCC1 194 (CC)

p95%CIORCases (N)Controls (N)　

0.3570 40.0772 to0.4507 4.2500 41
XRCC1 399 (AA)

/ XRCC1 194 (CT+TT)

0.7950 2.1661 to0.2757 0.7727 811
XRCC1 399 (AA)
/ XRCC1 194 (CC)

0.7472 2.1823 to0.6156 1.1591 4844
XRCC1 399 (GA+AA) 
/ XRCC1 194 (CT+TT)

0.8746 1.9838 to0.5691 1.0625 4949
XRCC1 399 (GA+AA) 
/ XRCC1 194 (CC)

0.3141 1.3114 to0.4229 0.7447 75107
XRCC1 399 (GG+GA) 
/ XRCC1 194 (CT+TT)

0.8822 1.9284 to0.6018 1.0773 7372
XRCC1 399 (GG+GA)

/XRCC1 194 (CC)

0.0497 0.0497 0.0497 0.0497 0.9816 to0.2698 0.5146 3164
XRCC1 399 (GG)

/ XRCC1194(CT+TT)

--1.0000 3234
XRCC1 399 (GG) 
/ XRCC1 194 (CC)

p95%CIORCases (N)Control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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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9.Combinationgenotypeof XRCC1Arg280HisandArg194Trp

--to--10
XRCC1 280 (AA) 

/ XRCC1 194 (CT+TT)

1.0000 6.9717 to0.0544 0.6161 12
XRCC1 280 (AA) 

/ XRCC1 194 (CC)

0.8366 1.9723 to0.3835 0.8697 1217
XRCC1 280 (GA+AA) 
/ XRCC1 194 (CT+TT)

0.2282 3.0571 to0.7759 1.5402 2520
XRCC1 280 (GA+AA) 
/ XRCC1 194 (CC)

0.6449 1.3845 to0.5614 0.8816 83116
XRCC1 280 (GG+GA) 
/ XRCC1 194 (CT+TT)

0.6362 1.8042 to0.7115 1.1330 8087
XRCC1 280 (GG+GA) 
/ XRCC1 194 (CC)

0.7217 1.4269 to0.5627 0.8961 7299
XRCC1 280 (GG) 

/ XRCC1 194 (CT+TT)

--1.0000 5669
XRCC1 280 (GG) 
/ XRCC1 194 (CC)

p95%CIORCases (N)Controls (N)　

--to--10
XRCC1 280 (AA) 

/ XRCC1 194 (CT+TT)

1.0000 6.9717 to0.0544 0.6161 12
XRCC1 280 (AA) 

/ XRCC1 194 (CC)

0.8366 1.9723 to0.3835 0.8697 1217
XRCC1 280 (GA+AA) 
/ XRCC1 194 (CT+TT)

0.2282 3.0571 to0.7759 1.5402 2520
XRCC1 280 (GA+AA) 
/ XRCC1 194 (CC)

0.6449 1.3845 to0.5614 0.8816 83116
XRCC1 280 (GG+GA) 
/ XRCC1 194 (CT+TT)

0.6362 1.8042 to0.7115 1.1330 8087
XRCC1 280 (GG+GA) 
/ XRCC1 194 (CC)

0.7217 1.4269 to0.5627 0.8961 7299
XRCC1 280 (GG) 

/ XRCC1 194 (CT+TT)

--1.0000 5669
XRCC1 280 (GG) 
/ XRCC1 194 (CC)

p95%CIORCases (N)Controls (N)　

IIIVVV...고고고찰찰찰

여러 연구에서 유전자가 유전자의 변이로부터 DNA복구와 유전자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돌연변이의 생성은 DNA 복구 능력의 저하로 암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고 하였다.(Jiricny등,2000,Bohr,1995,Chu등,1996)적어
도 특이한 4가지의 DNA복구 경로가 있는데,XRCC1을 포함하는 BER pathway
(base excision repair),XPC,XPD와 ERCC1 등을 포함하는 NER pathway
(nueleotideexcision),BRCA1,BRCA2와 XRCC3등을 포함하는 DSBR pathway
(double-strand-breakrepair)와 MMRpath-way(mismatchrepair)들이 해당된다.
BER은 산화성 염색체 손상과 SSB (singlestrandbreaks)의 복구에 관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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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을 조절할 경우 UVA에 대한 세포 민감성에 변화를 가져온다(Kim 등,2002).
여러 가지 복구 유전자중 피부암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는 것은 XRCC1,

XPD,XRCC3,ERCC1등이며 이들 중 XRCC1이 악성 흑색종과 비흑색종성 피부
암 양측에서 관찰된다(Winsey등,2000,Nelson등,2002).XRCC1은 효소적 기능
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DNA 손상을 인지하는 poly adenosinediphosphate
(ADP)ribosepolymerase(PARP)(Kubota등,1996),glycosylase와 gapfilling을
담당하는 APE1,DNA polymerase-β,DNA ligaseIII(Zhang등,1998)을 coding하
는 일종의 nucleatingfactor로 작용한다. 결국 XRCC1(X-rayrepaircomplemen-
ting defective in Chinese hamster1)은 BER에서 손상된 염기가 제거된 후
endonuclease와 일종의 scaffold로 작용하여 손상된 부위를 복원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하며(Vidal등,2001),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세 가지의 돌연변이:R194W,
R399Q,R280H:가 자주 보고 되었다(Winsey등,2000,Nelson등,2002).
본 연구에서 Arg194Trp(C>T)는 편평상피세포암에서 이형접합 변이체와 동형접

합변이체인 CT와 TT를 조합하였을 경우 wild 형태인 CC와 차별화 되어
(CT+TT:OR=0.537,95%CI;0.301-0.960,p-value=0.041)로 의미있는 암 발생의
위험성 증가를 나타내었다.그러나 CT와 TT각각은 암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키
는 양상을 보였으나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CT:OR=0.592,95% CI;0.326-1.076,
p-value=0.066,TT:OR=0.260,95%CI;0.058-1.175).기저세포암에서는 상호간의
상관 관계를 찾을 수가 없었다.이것은 Caucasians에서 XRCC1Arg194Trp가 방
광,폐,유방,위에서 암 발생 위험률을 낮춘다는 보고(Goode등,2002)와 DNA 손
상의 biomarker로서 Arg194Trp가 상관성이 없다고 한 것(Luun등,1999)과는
상반되지만,평편편평상피세포암에서 암 발생의 위험을 의미있게 증가시킨다고 한
것(Han등,2004)과는 일치하는 결과였다.
XRCC1 Arg399Gln은 기저세포암에서 GA(OR= 2.016 95%CI;1.230-3.305,

p-value=0.012)와 GA+AA(OR=1.864,95%CI;1.149-3.026,p-value=0.011)가 모두
암 발생의 위험성과 정관계의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고,편평상피세포암에서는
상관 관계가 없었다.오히려 Arg399Gln이 평생 5번 이상의 일광 화상을 입은 적
이 있거나,지속적인 일광 노출이 있는 군에 한하여 편평상피포암 발생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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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이런 피부암 발생의 위험 요소가 없는 경우는
역관계가 형성되고,기저세포암과 악성 흑색종에서는 상관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Han등,2004).일광 화상이 3회 미만이었을 경우 Arg399Gln가 암 발생 억제 효
과가 있지만 3회 이상일 경우는 의미있게 평편상피암과 기저세포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Nelson등,2002).자외선에 의한 염색체 손상이 피부암의 발생에 중요
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지만 이 연구들은 일광 화상과 노출이 미치는 영향을 서로
엇갈리게 보고하고 있다.
XRCC1Arg280His는 편평상피세포암과 기저세포암에서 모두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XRCC1Arg280His는 방광암(Stern 등,2001),식도암(Lee등,
2001),한국인의 두경부 암(Tae등,2004)의 등에서 의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XRCC1Arg280His는 암과의 관련성 연구가 적고 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
고 되어 biomarker로서는 한계가 있다.
XRCC1의 돌연변이와 암 발생의 위험은 피부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두경부

의 편평상피세포암(Sturges등,1999),방광암,유방암,폐암등 다른 암과의 연관성
도 있어서,피부암과 관련된 XPD,XRCC3,XPF등 다른 복구 유전자에 대한 지
속적인 연구와,악성 흑색종에 대한 복구 유전자 다형도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IIIVVV...결결결론론론
한국인에서 XRCC1의 돌연변이들 중에서 XRCC1Arg399Gln이 기저세포암에서,

XRCC1Arg194Trp가 편평상피세포암에서 암발생 위험과 관련된 정관계의 통계학
적 의미있는 돌연변이 유전자로 확인되어 biomarker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피부암과 관련되어 보고된 XRCC1Arg280His는 한국인에서 피부 편평상피세포
암과 기저세포암의 암 발생 위험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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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PPPooolllyyymmmooorrrppphhhiiisssmmmsssiiinnnttthhheeeDDDNNNAAA rrreeepppaaaiiirrrgggeeennneeeXXXRRRCCCCCC111
aaassssssoooccciiiaaattteeedddwwwiiittthhh SSSqqquuuaaammmooouuusssCCCeeellllllCCCaaannnccceeerrr

aaannndddBBBaaasssaaalllCCCeeellllllCCCaaannnccceeerrrooofffttthhheeeSSSkkkiiinnniiinnnKKKooorrreeeaaannnPPPooopppuuulllaaatttiiiooonnn

Kang,SangYoon
Dept.ofMedicine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DNA in most cellis regularly damaged by endogenous and exogenous
mutagens.Unrepaireddamageresultedinapoptosisormayleadtounregulated
cellgrowth andcancer.Inheritanceofgeneticvariantsatoneormoreloci
resultsinanreducedDNA repaircapacity.Thesespolymorphismsarehighly
prevalentinthpopulation,andthereforetheattributableresksforcancercould
behigh.
Several studies have documented that polymorphisms of XRCC1, XPD and 

XRCC3 are associated with skin cancer, especially, XRCC1 among of them 

have been reported frequently. So, this study involves the relationship  

between mutation of XRCC1 of squamous cell and basal cell cancer of the 

skin  and  risk of cancer development in korean population.

 In case control study, study population(n=100, each cancer) are patients 

who have pathologic diagnosis as skin cancer(squamous cell cancer and 

basal cell cancer)in yonsei wonju christian hospital and bundang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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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hospital between 1998 and 2004. Control group (n=210) are 

samples of DNA from whom have no history of pre-malignant skin lesion 

and other malignant disease. Blood and tissue samples of both were 

analyzed for presence of XRCC1 Arg399Glu, Arg280His, Arg194Trp using 

PCR/RFLP method

 For Korean people,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XRCC1Arg399Gln gene mutation and risk of basal cell carcinoma 

development(Arg399Gln(GA), p-value=0.012, OR=2.0.16, 95% CI; 1.230 - 

3.305)/ Arg399Gln(AA), p-value=0.011, OR=1.864, 95%CI;1.149-3.026)).

 And, there was als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XRCC1 Arg194Trp 

and risk of skin squamous cell carcinoma development (Arg194Trp 

(CT+TT), p-value=0.041, OR=0.537, 95%CI;0.301-0.960))

 In contrast,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XRCC1Arg280His 

and risk of both of basal cell carcinoma and squamous cell carcinoma 

development.

 

------------------------------------------------------------

Key wards: DNA repair gene, XRCC1, skin, squamous cell cancer, basal    

             cell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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