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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cle-invasive bladder cancer (MIBC) is classified into a heterogeneous life-threatening epithelial tumor with a 
high rate of metastasis and a dismal survival rate. Dissimilarity in genetic or epigenetic environment of MIBC 
causes considerable uncertainty in cancer aggressiveness, progression, and response rates, representing this 
cancer especially tough to manage. Several definite cases consist of point mutations in genes encoding receptor 
tyrosine or cytosolic kinases and alterations in epigenetics machinery, including both methylated genes and 
respective effector enzymes. Considering the highly aggressive and invasive character of MIBC, various attempts 
have been made to accurately detect and treat the disease using radical cystectomy alone or in combination 
with adjuvant chemo- and/or radiotherapy including neo-adjuvant chemotherapy. Nowadays advances in the field 
of immunotherapy with the introduction of checkpoint inhibitors have led to paradigm shifts in the treatment of 
MIBC. In current review, several published biological markers were introduced from diverse experimental techniques 
including gene expression profiling, mutations,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and epigenetic alterations. 
Moreover, the clinical evidence of new therapeutic targets with focus on checkpoint inhibitor in MIBC was 
summarized. These markers may be the excellent tools to predict MIBC prognosis and drug-responsiveness in 
the near future. (Korean J Urol Oncol 2020;1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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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근육침윤방광암(T2–4)은 예후가 좋지 않으며, 근치적 수

술, 방사선 요법 및 화학 요법을 사용한 여러 경로의 치료 

방식을 요한다. 근치적 방광절제술은 1960년대 이후 영상학

적으로 전이의 징후가 없는 환자의 표준 치료법으로 정착되

었다.1 Cisplatin을 기반으로 한 신보조항암화학치료는 10년 

전체 생존율을 30%에서 36%로 상승된다고 보고된 후 근육

침윤방광암 환자의 치료로 사용되고 있다.2 육안적으로 완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2465/kjuo.2020.18.1.1&domain=pdf&date_stamp=2020-04-30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2465/kjuo.2020.18.1.1&domain=pdf&date_stamp=2020-04-30


2  대한비뇨기종양학술지：제 18 권 제 1 호 2020

Fig. 1. Representative biomarkers in muscle invasive bladder cancer. GSTM1: glutathione S-transferase mu 1, NOTCH: neurogenic
locus notch homolog protein, FBXW7: F-box and WD repeat domain containing 7, RB1: RB transcriptional corepressor 1, NFE2L2:
nuclear factor, erythroid 2 like 2, GSTT1: glutathione S-transferase theta 1, hOGG1: 8-oxoguanine DNA glycosylase, ERCC2: 
excision repair cross-complementing group 2, MLL2: mixed-lineage leukemia 2, KDM6A: lysine demethylase 6A, RUNX3: RUNX
family transcription factor 3, IL: interleukin, FAM70B: transmembrane protein 255B, EGFR: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C-MET: c-mesenchymal-epithelial transition factor, USP18: uiquitin-specific protease 18, DGCR2: DiGeorge syndrome critical 
region gene 2, NR1H3: nuclear receptor subfamily 1 group H member 3.

벽한 경요도방광종양 절제가 가능한 임상적 T2 근육침윤방

광암 환자의 경우, 항암방사선 요법을 병용하는 방광 보존 

치료는 일부 환자에서 근치적 방광절제술을 대체할 수 있

다.3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육침윤방광암 환자의 약 

절반에서 전이가 발생하며 3년 이내에 대부분 사망한다.4 

최근에, 신보조항암화학치료는 근육침윤방광암 환자의 전

체 생존율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cisplatin 기

반 치료 후 내성을 예측하는 바이오마커를 선별하고 기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종양의 병리학 

병기 또는 조직학 등급과 국소림프절 병기와 같은 기존의 

임상적 변수들은 예후를 예측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된다.5 또한 환자와 치료자가 항암방사선 요법을 동반한 경

요도방광종양절제술이나 부분 방광절제술과 같은 방광 보

존 치료를 선택하고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

커를 갖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현재 사용하는 병리학적 예후 인자들의 불완전성은 분자

생물학 기반 바이오마커의 임상 적용을 요하나,6 그러나 지

금까지 이 주제를 다루는 연구와 실제 임상 진료 영역에 도

입은 전무하다. 현재 근육침윤방광암의 치료법을 개선하고 

맞춤형 진료의 적용이 필요하지만, 이 질환의 예후를 예측

하거나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기 위해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또는 패널은 없다.7

비근육침윤방광암과 근육침윤성방광암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 중 하나는 TP53 유전자 비활성화의 상대적 빈도와 

게놈 불안정성(genomic instability)의 상대적인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TP53 돌연변이는 근육침윤방광암에서는 약 

50%에서 관찰되지만, 비근육침윤방광암에서는 20%의 낮

은 빈도를 보였다.8 최근 연구들은 근육침윤방광암을 basal 

type 과 luminal type 두 가지 주요 분자적 아형으로 분류한

다.9-11 항암화학요법에 잘 반응하는 basal 그룹은 육종양암

종(sarcomatoid)의 특징을 가지며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3 (EGFR3)가 과발현된다. 항암화학요법에 내성을 

나타내는 luminal 유형은 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3 (FGFR3) 및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s (ERBB2 

and ERBB3)이 과발현된다. 2014년, Cancer Genome Atlas 

(TCGA) 프로젝트는 131명의 근육침윤방광암 환자의 통합 

게놈 분석(integrated genomic analysis)에 대해 보고했으며, 

방광암의 상당 부분에서 이전에 보고되지 않은 유전자 돌연

변이를 밝혔다.12 프로파일링 연구는 예후를 예측하고 적극

적인 치료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환자를 식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검증된 바이오마커 패널을 제시하였다.13

이 연구에서는 돌연변이, 단일유전자변이(single nucleo-

tide polymorphism, SNP), 후성학적 변화(epigenetic alter-

ation), 유전자발현 프로파일링(gene expression profiling) 

결과 및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에서 도출된 다양한 바이오마커과 새로운 치료 타겟

에 대하여 정리하였다(Figs.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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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ovel treatment target of muscle invasive cancer 
(MIBC). CPT1A: carnitine palmitoyltransferase 1A, PTEN: 
phosphatase and tensin homolog, mTOR: mechanistic target of 
rapamycin kinase, TSC1: TSC complex subunit 1, AMPK: 
monophosphate-activated protein kinase, PD-1: programmed 
cell death protein 1, PD-L1: programmed cell death protein 1 
ligand.

유전자 이상(Genetic Abnormalities)

특정 개인에서 방광암이 발생하고 예후가 좋지 않은 근육

침윤방광암으로 진행하는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

만, 방광암 발생의 위험 인자로서 발암유전자(oncogene)와 

종양억제유전자(tumor suppressor gene)의 유전적 이상 및 

후성학적 변화, 특정 대립 유전자에 대한 이형 접합성 상실

(loss of heterozygosity for specific alleles, LOH), 유전자 다

형성(genetic polymorphism) 등이 있다.14 Glutathione S-trans-

ferase mu (GSTM1) 및 theta (GSTT1)에서의 유전자 다형성

이 여러 종양에 미치는 영향은 이들 단백질들이 암 발생과 

연관되는 물질들의 해독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15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GSTM1 SNP

이 없는 환자에서 근육침윤방광암 발생위험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16 또한 동형 접합 GSTT1 결실(homozygous 

GSTT1 deletion)이 질환의 진행 및 암특이사망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DNA 손상 복구 메커니즘은 유전자 돌연변이의 원천이며 

암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17 DNA 손

상복구 단백질이 암호화된 유전자 돌연변이가 비활성화되

는 것은 비교적 일반적으로 근침윤방광암에서 관찰된

다.12,18 ERCC2 돌연변이 유전자의 비활성화가 가장 흔하게 

관찰되며,19 이는 cisplatin 기반 신보조항암화학치료에 대한 

감수성과 관련이 있다.20 몇몇 다른 단백질에서 발생한 돌연

변이 또한 항암화학요법의 치료 반응과 관련이 있다.21

Human 8-oxoguanine DNA glycosylase 1 (hOGG1)은 

DNA 손상의 인식 및 복구에 관여한다.22 오늘날, 연구자들

은 peptide nucleic acid-mediated,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clamping을 이용한 새로운 접근법을 사용하

여 hOGG1 유전자형의 가치를 근육침윤방광암의 예후 지표

로서 확인하였다.23,24 hOGG1 유전자형이 근육침윤방광암

의 예후 판정에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하였고,23 구체적으로 

Cys326Cys 유전자형은 근육침윤방광암 환자에서 진행 및 

암특이생존율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다변량 Cox 회귀분

석에서 Cys326Cys 유형은 Ser326Ser을 가진 그룹보다 질환

의 진행과 생존에 이득이 있음이 밝혀졌다(hazard ratio 

[HR], 0.284 및 0.305). 또다른 연구에서는 혈액의 genomic 

DNA가 아닌 근육침윤방광암 조직을 사용하여 hOGG1 유

전자형을 조사하였다.24 Cys326Cys 유전자형을 가진 환자

에서 무진행생존율에 이점이 있음이 밝혀졌다. 우타르 프라

데시에서 시행된 연구에서 Cys326Cys 유형은 방광암 발생

과 종양 재발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된다.25 스웨덴 인

구 집단에서 시행된 연구는 hOGG1 변형 대립 유전자와 방

사선 치료 후 사망 위험 사이에 역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

사했다.26

Lipid phosphatase phosphatase and tensin homolog 

(PTEN)을 포함한 phosphatidylinositol-3-kinase (PI3K)/Akt 

and the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mTOR) 경로의 다

양한 음성 조절 인자에서 AKT의 증폭(amplication) 또는 비

활성화 돌연변이가 약 75%의 근육침윤방광암에서 관찰된

다.19,27 요로상피의 후반기 분화에 관련된 전사(transcription) 

인자의 돌연변이 또는 증폭이 근육침윤방광암에서 발견된

다.19 NOTCH 신호 경로는 증식, 분화 및 세포사멸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인접 세포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암 발

생과 연관이 있다. NOTCH1 및 NOTCH2의 비활성화 돌연

변이는 근육침윤방광암에서도 보고되며,28 마우스 모델에서

의 전임상 연구는 이들이 epithelial-to-mesenchymal tran-

sition를 촉진함으로써 종양 진행을 일으킨다고 제안했다.29 

NOTCH 경로의 비활성화가 방광암 발생의 원동력임을 보

여주는 연구이다. 마지막으로, ubiquitin ligase 및 NOTCH 

경로 조절에 관여하는 FBXW7의 돌연변이는 근육침윤방광

암에서 약 7% 발생하였다.19 Basal/SCC 유사 근육침윤방광

암은 종종 basal 유사 유방암과 특성을 공유하는 RB1 돌연

변이를 가진다.30 Basal/SCC 유사 근육침윤방광암에서는 또

한 폐 또는 두병부 편평암(squamous cancer)에서 확인된 

NFE2L2 돌연변이가 많이 관찰된다.31 

후성학적 마커(Epigenetic Markers)

DNA 메틸화(methylation), 히스톤 변형(histone mod-

ification) 및 microRNA를 포함한 후성학적 변화에 대한 최

근 동향은 암의 검출과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

임을 제공했다.32 새로 획득한 형질의 유전성은 암의 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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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clonal expansion)의 특징이다. 유전자 발현 수준에 기

초한 정보의 대물림은 유전자와는 반대로 후성유전학

(epigenetics)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유전자 서열에 기반

하여 유전된 정보를 말한다.33 CpG island에서 메틸화 사이

토신(cytosine) 잔기의 밀도와 국소 전사 불활성 사이의 직

접적인 관계는 이미 알려져 있다.34 메틸화된 DNA에 결합 

된 특정 단백질은 전사 보조억제인자(corepressor) 및 히스

톤 탈아세틸화 효소(histone deacetylase)를 함유하는 복합체

를 동원한다.35 SET familiy histone H3 lysine 4 (H3K4) 

methyltransferase MLL2에서 불활성화된 돌연변이는 근육

침윤방광암에서 더 흔하였고(19%), KDM6A 및 MLL2에서

의 돌연변이는 상호 배타적이었다.19

RUNX3는 여러 종양에서 그의 프로모터 영역에 있는 

CpG island의 과메틸화에 의해 발현이 감소되거나 없어지

는 종양억제유전자이다.36 주로 결실 및 돌연변이에 의해 불

활성화되는 p53과 같은 많은 종양억제유전자와는 달리, 

RUNX3는 주로 후성학적 침묵(epigenetic silencing)에 의해 

불활성화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37 RUNX3 비활성화는 방

광 종양 발생, 재발 및 진행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38,39 추가 

연구에서 근육침윤방광암 환자에서 RUNX3 메틸화와 예후 

사이의 상관 관계 또한 밝혀졌다.40 근육침윤방광암 환자에

서, 국소림프절 전이 및 전체 생존율은 RUNX3 메틸화와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 또한, RUNX3 메틸화는 전체 생존율

을 예측할 수 있는 예후인자로 밝혀졌다. 이러한 경향은 수

술 유형(근치적 방광절제술 유무)과 같은 다양한 치료 방식 

및 화학 요법의 수행 여부에 따른 하위 그룹 분석에서도 나

타난다. 근치적 방광절제술 또는 cisplatin 기반 항암화학치

료를 받은 환자에서, RUNX3 메틸화는 전체 생존율과 유의

한 상관 관계가 있었다. 종합하면, RUNX3 메틸화는 근육침

윤방광암의 예후를 결정하는 유망한 바이오마커이다.

마이크로 RNA (microRNA, miRNA)는 약 23개의 뉴클

레오타이드로 구성된 작은 비암호 RNA 분자로, 식물, 동물, 

바이러스 등에서 내인적으로 발견된다. miRNA는 RNA를 

분해하거나 번역(translation)을 억제함으로써 작용하며, 암

병인(cancer pathogen)에 관여한다. 현재, 암 환자에서 

miRNA를 기반으로 한 치료법이 연구되고 있다. 변화된 

miRNA 발현 패턴은 암에서 조기 검출 및 치료 반응 모니터

링을 위한 신규 바이오마커로서 사용될 수 있다.41 방광암의 

발생, 진행 및 전이에 miRNA의 역할은 광범위하게 연구되

고 있다. TCGA의 공개 된 데이터 세트를 사용한 최근 데이

터는 15개의 miRNA로 이루어진 signature가 이전에 확인된 

“cluster IV/immune undifferentiated/claudin-low” 및 “cluster 

II/luminal immune” subtypes 해당하는 stromally infiltrated 

basal 및 luminal 타입의 근육침윤방광암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보여 주었다.42 이 연구의 저자들은 근육침윤방광암을 

basal 및 luminal 타입으로 정확하게 분류하였고, 63개의 

miRNA로 이루어진 signature를 통해 basal 타입으로 분류

된 종양을 가진 환자가 전체 생존 기간이 짧다는 것을 확인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miRNA가 근육침윤성방광암의 하

위분류에서 관찰되는 유전자 발현 패턴을 조절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이와 관련된 miRNA는 바이오마커 및 치료 타겟

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miR-145을 측정함으로서 근육

침윤성방광암 환자와 대조군을 구별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

(민감도 84.1% 및 특이도 61.1%; area under the curve, 

0.790).43 3개의 miRNA signature (miR-9, miR-182 및 

miR-200b)는 근육침윤방광암의 공격적 임상특징과 관련이 

있으며 환자의 무재발생존기간과 전체 생존율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밝혀졌다.44 또 다른 3개의 miRNA (miR-200c, 

miR-141 및 miR-30b) 패널은 조직검사 시 병리학적 평가가 

잘못된 근육침범방광암을 식별할 수 있었다.45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링(Gene Expression Profiling)

이전의 연구는 근육침윤방광암에서 많은 유전자 변형을 

확인했지만, 최근의 게놈 전체 연구(genome-wide study)는 

보다 포괄적인 견해를 제공한다.19 더욱이, 최근의 몇몇 연

구는 고등급(high grade) 또는 근육침윤방광암의 포괄적인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링 분석을 수행하였고, unsupervised 

hierarchical clustering을 사용하여 발현 양상에 따른 서브타

입을 정의하였다.9,10,12,46,47 이러한 분석 결과는 완전히 일관

되지 않지만 여러 연구들 사이에는 상당한 유사점이 발견된

다. 초창기, 근육침윤방광암을 다음과 같이 5가지 아형으로 

분류하였다: Urobasal A와 B, genomically unstable, squ-

amous cell carcinoma-like (SCC-like) 및 infiltrated type. 이 

후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된 유형 중 “basal”로 명명 된 아형

은 다른 모든 연구에서도 확인되었으며, basal 또는 stem 

cell 표현형을 나타내는 HES2 및 MYC뿐만 아니라 KRT5, 

KRT14 및 KRT6A/B/C의 발현이 특징적이며, SCC-like 유

형과 유사하다.9 3개의 후속 연구는 유방암 luminal 서브타

입과 유사함으로 인해 명명된 “luminal” 발현 서브타입을 

제시하였으며, 이 그룹에서는 FGFR3, uroplakin 유전자, 

KRT20 및 전사 인자 PPARG, GATA3, FOXA1 및 RXRAd

의 과발현이 관찰된다. luminal 서브타입은 Urobasal A 유

형과 유사성을 보였다. p53-like 서브타입 또한 한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예후 정보가 이용 가능한 이러한 모든 분석은 

basal 아형이 더 나쁜 예후와 관련이 있고, luminal 아형이 

더 좋은 예후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 한국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발표한 근육침윤방광암 유전자 발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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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High-throughput microarray 기술은 수십만 개의 유전자

의 RNA 발현 수준을 조사할 수 있으며, 사람에게서 발생하

는 종양의 분자적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일조한

다.48 한 연구팀에 의해 근윤침윤방광암 환자에서 유전자 발

현 프로파일링을 조사하고, Gene Expression Omnibus 

(GEO) [http://www.ncbi.nlm.nih.gov/geo/(GSE13507)]에 전

체 마이크로어레이(microarray) 데이터 세트를 업로드 하였

다.49 첫 번째 연구에서,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 분석을 통

해 결정된 유전자 발현 패턴은 질병 진행과 관련된 1,320 

개의 유전자를 제시하였다. 이 1,320개의 유전자의 유전자 

네트워크 분석은 IL1B, S100A8, S100A9 및 EGFR이 근육

침윤방광암 진행의 중요한 매개자임을 시사하였다.49 이 4 

가지 유전자 signature는 근육침윤방광암 진행의 독립적 예

측 인자였다. 다음으로, 이 연구자들은 여러 개의 개별 유전

자를 검증했다. FAM70B의 발현 수준은 질병 진행 및 근육

침윤방광암 환자의 암특이 생존율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바

이오마커로 권장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50 또한, 항암화학

요법을 받은 그룹에서, FAM70B 발현은 무진행 생존율과 

관련이 있었다.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 세트로부터의 결과에 기초하여, 

면역-반응성 유전자 발현 패턴(immune-responsive gene ex-

pression)을 정상 및 근육침윤방광암 샘플 사이에서 비교한 

연구도 발표되었다.51 Interleukin (IL)-5, IL-20 및 IL-28A를 

포함한 전염증성 사이토카인(pro-inflammatory cytokines)

의 발현은 근육침윤방광암과 관련이 있었다. IL-5, IL-20 및 

IL-28A의 전령RNA (messenger RNA, mRNA) 발현 수준은 

건강한 개인보다 근육침윤방광암 환자에서 일반적으로 더 

높았으며, 이는 IL-5, IL-20 및 IL-28A의 발현이 근육침윤방

광암 발생에 유의하게 관련됨을 시사한다. 

항암화학치료의 반응성에 대하여, 2종의 유전자(S100A9 

및 EGFR)의 발현 signature는 전신 항암화학요법 후 국소 

재발 또는 전이가 발생한 근육침윤방광암환자에서 질환 진

행 및 암특이 생존율을 예측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52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분석에 기초하여, 질

병 진행에 대한 컷오프 값이 결정하였으며, 예후가 좋은 

signature 그룹의 환자는 예후가 좋지 않은 signature 그룹의 

환자보다 진행 및 암특이 생존 시간이 상당히 길었다(각각, 

p＜0.001, p=0.042). 다변량 Cox 회귀 분석에서 유전자 sig-

nature는 질병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 예후 인자였다

(HR, 4.726; 95% confidence interval [CI], 1.623–13.763, 

p=0.004). 면역 조직 화학 분석에서, S100A9 및 EGFR 양성

은 항암화학요법 후 질환 진행과 관련이 있었다. S100A9/ 

EGFR의 단백질 발현은 S100A9/EGFR의 유전자 발현과 완

만한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r=0.395, p=0.014 및 

r=0.453, p=0.004). 종합하면, S100A9 및 EGFR의 발현은 

함암화학치료에 대한 저항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S100A9 및 EGFR의 억제는 방광 종양 세포를 cisplatin 기

반 항암화학요법의 민감성을 높일 수 있다. 

같은 그룹의 또 다른 연구는 악성도 높은 유방암 환자를 

식별하는데 사용한 c-MET 네트워크 유전자(c-MET net-

work genes)의 발현을 조사하였다.53 이 연구에서, c-MET의 

과발현은 근육침윤방광암 환자에서 좋지 않은 생존율, 특히 

전체 생존율과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이것은 c-MET 발현을 

억제하는 것이 방광암의 진행을 예방하고 환자 생존을 개선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근육침윤

방광암 환자에서 예후 예측을 위한 새로운 바이오마커 조합 

또한 이 연구 그룹에서 발견하였다.54 근육침윤방광암 환자 

62 명을 최초 코호트로 선택하고 다른 118 근육침윤방광암 

환자를 검증 코호트로 선택하였다. USP18과 DGCR2의 유

전자 발현을 측정하고, 유전자 signature와 생존율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USP18 및 DGCR2는 암특이적 사망

율과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다(각각 p=0.020, p=0.007). 

다변량 Cox 회귀 분석에서, USP18 및 DGCR2 mRNA 발현

은 암특이적 사망에 대한 유의한 위험 인자였다(HR, 2.106; 

95% CI, 1.043–4.254, p=0.038). 따라서, USP18 및 DGCR2 

발현의 조합은 근육침윤방광암에서 암특이적 생존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예후 마커인 것으로 보인다.

핵 수용체(nuclear receptor, NR)는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유전자 발현 조작을 통해 많은 세포 기능을 조절하고 다양

한 종류의 암에서 종양 형성, 증식, 진행 및 예후에 중요한 

역할을하는 전사 인자의 한 종류로 알려져 있다. Wu 등55은 

근육침윤방광암에서 NR의 예후 예측 능력을 분석하고, 낮

은 NR1H3 발현 수준이 좋지 않은 전체 생존율의 독립적인 

예후 인자이며, 또한 근육침윤방광암 환자에서 짧은 무재발 

생존율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TCGA 코호트로부터 완전한 

임상 병리학적 및 RNASeq 데이터를 갖는 총 308 MIBC 

환자를 수집하였고, “TCGA filtrating and local database 

validating” 모델은 예후 예측을 위한 바이오마커를 선별하

고, 근육침윤방광암의 특정 유전자 기능을 이해하는 데 새

로운 시각을 제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치료 타겟(Therapeutic Targets)

근육침윤방광암에서, PTEN 손실은 증가된 mTOR활성과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PTEN이 방광암에서 

downstream signaling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

사한다.56,57 근육침윤방광암의 39%는 LOH 또는 PTEN 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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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의 동형 접합 결실(homozygous deletion)을 나타내고, 때

때로 PTEN 코딩 영역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한다.58 또한, 

p53 기능의 손실은 mTOR 신호 전달 경로의 활성화를 촉진

하기 위해 PTEN 손실과 상승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56 

마지막으로, TSC1의 LOH는 방광암의 약 50%에서 보고된

다.59 종합하면, mTOR 경로의 upstream 성분의 dereg-

ulation은 방광암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mTOR 신호

가 이러한 유형의 암에서 상승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전에 발표된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방

산 산화(fatty acid oxidation) 관련 효소의 유전자 발현 수준

을 분석하였을 때, 방광암 조직은 정상 방광 점막보다 carni-

tine palmitoyl transferase 1A (CPT1A)의 유의미한 과발현

을 나타냈다.14 CPT는 카르니틴을 사용하여 산화를 위해 지

방산을 미토콘드리아로 옮기는 주요 효소이다. 특히, CPT 

발현양은 비근육침윤방광암보다 근육침윤방광암에서 더 높

았다. 따라서, CPT1A는 방광암의 공격적인 성격과 관련될 

수 있다. 여러 연구자들이 항암제로 CPT 억제제를 개발하

려고 시도 중이다.60,61 

AMP-activated protein kinase (AMPK) 활성화는 암에서 

두 가지 상반되는 기능을 발휘한다.62 AMPK 활성화(결과적

으로 TORC1 억제)는 합리적인 항암치료 전략으로 간주되

지만,63 AMPK는 실제로 종양 세포에서 복잡한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 대사를 억제하는 항당뇨병 약물 

메트포르민(metformin)은 AMPK-의존적 및 AMPK-비의존

적 방식으로 mTORC1을 억제한다.64 선택적 AMPK 억제제

인 Compound C는 AMPK 서브 유닛에 결합하고 

ATP-competitive inhibitor로서 작용한다.65 그러나, 여러 연

구에서 compound C가 bone morphogenetic protein receptor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kinase를 억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무차별성으로 인해 AMPK 억제에 의해 그 효과가 매개되는

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66 진행된 clear-cell renal 

cell carcinoma에 대해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다중 tyrosine 

kinase inhibitor인 sunitinib은 AMPK 서브 유닛에 결합함

으로써 AMPK를 직접 억제할 수 있다.67 Yoon 등68은 사람 

방광암 세포주에 대한 sunitinib 의 항 종양 효과 및 관련된 

분자 메카니즘을 탐구하였다. 그들은 방광암 세포에서 suni-

tinib과 전통적인 항암 약물인 cisplatin과 gemcitabine 사이

의 상승적 항종양 효과를 보고했다. Sunitinib의 주요 항종

양 메카니즘은 암세포에 의해 발현된 tyrosine kinase를 억

제함으로써 혈관 형성의 억제 및 종양 apoptosis의 유도이

다. Yoon 등68의 연구에서 sunitinib는 다양한 분화 상태의 

사람 방광암 세포주에 대해 용량 및 시간 의존적 항종양 활

성을 나타냈다. Sunitinib의 감수성 프로파일은 cisplatin 및 

gemcitabine에서 확인된 프로파일과 상이하여 sunitinib과 

cisplatin/gemcitabine 사이에 교차 민감성 또는 저항이 존재

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sunitinib 및 gemcitabine을 사

용한 병용 치료는 항종양 활성을 위한 단일 제제를 사용한 

치료보다 우수한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sunitinib 

기반의 단일 표적 요법 또는 종래의 세포 독성 화학 요법 

약물과의 병용 요법의 임상 적용이 진행된 근육침윤방광암 

치료에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진행된 근육침윤방광암 

환자의 예후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sunitinib 기

반 신규 치료 요법의 개발은 임상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방광암 샘플의 유전자 분석 프로파일링은 종양 생물학

(tumor biology)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programmed death 

(PD-1) 및 그의 ligand인 programmed cell death ligand 1 

(PD-L1)과 같은 여러 치료 타겟를 제공하였다.69 PD-1 경로

는 T-세포 활성화를 음성적으로 조절하고 항종양 숙주 면역

(antitumor host immunity)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PD-1 또는 PD-L1에 대한 단일 클론 항체(monoclonal 

antibody)는 몇몇 종양 유형에서 생물학적 활성을 나타내며, 

예비 데이터는 PD-L1 발현과 항암 반응 사이의 관계를 제

시했다. PD-1-PD-L1 축(PD-1-PD-L1 axis)을 표적으로 하

는 면역 체크 포인트 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

는 전이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

서 지속성 있는 객관적인 반응을 달성하였다. PD-1 및 

PD-L1 체크 포인트 억제제는 근육침윤방광암이 진행된 환

자에서 활성을 갖지만, 강력하게 예후를 예측하는 바이오마

커로서의 기능으로서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예후 마커

로서, 종양 세포 PD-L1 양성은 근육침윤방광암의 경우보다 

고등급 T1 방광 종양에서 유의하게 낮았다(p＜0.001).70 

Anantharaman 등71은 근육침윤방광암 환자에서 면역 체크 

포인트 억제제 요법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circulating tu-

mor cell를 분석하였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되면 면역 요법

이 근육침윤방광암 치료의 환경을 변화시켜 질환을 가진 환

자의 생존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진행된 근육침윤방광암에서 cisplatin 항

암화학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항암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면역 

체크 포인트 억제제가 승인받아 사용되고 있다. Atezolizumab

은 PD-L1에 선택적으로 결합하고 PD-1 및 B7-1과의 상호 

작용을 방지하는 engineered humanized monoclonal im-

munoglobulin G1 항체이다.72 이 항체는 정맥 내로 투여되며 

종양 진행의 증거가 없는 한 3주마다 투여할 수 있다. 

Pembrolizumab은 PD-L1 및 PD-L2 ligand 두 개의 신호 전달

을 차단하는 humanized monoclonal IgG4 PD1 항체이다.73 

이 약제 또한 3주마다 투여되며, 다른 세포 독성 항암화학제

제와 병용 투여하는 임상 시험의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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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향후 전망

근육침윤방광암 환자에서 치료 반응과 예후를 예측하려

는 노력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 임상에서 사용

될 수 있는 바이오마커는 확립되지 않았다. 하지만, NGS 

테크닉을 사용한 molecular clustering 등이 소개되면서 전

통적인 진단 및 치료 전략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특히 

면역 체크 포인트 억제제가 진행성 근육침윤방광암 치료에 

도입되면서 생존율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최소한의 독성과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치료제 개발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특히 한국인 특

성에 맞는 바이오마커 발굴을 위해 국내 근육침윤방광암 조

직을 이용한 분자학적 대규모 연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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