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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Article

방광암의 요 생물지표에 대한 고찰

국립암센터, 비뇨암센터, 비뇨의학과

김성한ㆍ이형호ㆍ서호경

Urinary Biomarker in Bladder Cancer at Present Time

Sung Han Kim, Hyung Ho Lee, Ho Kyung Seo

Department of Urology, Urological Cancer Center, Research Institute and Hospital of National Cancer Center, 
Goyang, Korea

Current standard diagnostic modality of bladder cancer is cystoscopy with/without urine cytology from patient’s 
voided urine. Considering several cystoscopic disadvantages such as symptomatic invasiveness and operator- 
dependency, urinary cytology is an asymptomatic, noninvasive tool to detect exfoliated tumor cell in the urine 
samples. Various targeting molecules have been suggested to detect cancer cells in the urine beside the present 
urine cytology which has a limited diagnostic power of detection cancer cells. To augment the accuracy of 
diagnostic power, various supplementary urine biomarkers have been approved and under investigation in these 
days with different mechanisms and different targets. In this review article, we are going to discuss some urinary 
biomarkers approved by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and other non-FDA approved potential 
urinary markers in bladder cancer. (Korean J Urol Oncol 2020;18:18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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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방광암은 국제 방광암 통계에 따르면 남녀를 통틀어 표준 

연령발생률에서 6위(백만 명당 남성은 9.6, 여성은 2.4의 발

생률)를 차지하고 있는 암으로,1 한국은 2012년 전체 남성

암 발생률에서는 9위(2.5%), 2016년에는 8위(2.9%)로 증가

하고 있는 암이다(“통계로 본 암 현황”, 보건복지부 국립암

센터, 2015년과 2019년 발행). 방광암은 요가 모여 배출되

는 방광이라는 장기에 생긴 암으로 혈뇨나 방광자극 증상 

등의 방광암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요 검체를 진단에 이용

한다. 나아가 암 치료 후 재발의 위험이 높은 방광암 환자들

의 치료 후 추적검사 목적에도 요 검체를 이용하는 암이다. 

방광암의 진단 및 추적검사에 표준검사법인 방광경은 민

감도와 특이도에서 각각 62%–84%와 43%–98%을 보이는 

검사법이다.2 하지만 방광경의 시술자 의존성과 검사의 침

습성으로 인한 검사 후 혈뇨, 통증, 요로 감염 발생 등의 합

병증 발생은 방광암 진단법의 보완해야 할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작은 크기의 방광암이나 상피내암(carcinoma in 

situ, CIS) 같은 경우와 종양의 위치에 따라 방광경의 위음

성률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방광경검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방광암의 요 내 종양 세포 탈락을 관찰하는 

요 세포검사(urine cytology)와 방광암항원 검사(NMP22)법

이 방광경과 함께 방광암 감별진단법으로 국내 보험급여 기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2465/kjuo.2020.18.3.183&domain=pdf&date_stamp=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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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Urinary markers for bladder cancer approved by the Korean Insurance and its applicable criteria

원내수가코드 수가명 급여기준

L65013 액상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

**고시 제2018-39호(행위)
나562나(2)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의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흉강삼출액, 복강삼출액, 뇌척수액 검사의 모든 경우나. 뇨 및 객담검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 

1) 일반 요검사 또는 객담검사에서 비정형세포가 관찰되어 추가적인 검사 또는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2) 다른 임상검사(흉부 X선, 기관지 내시경, 방광경 검사)에서 폐암 또는 방광암이 
의심되어 검사하는 경우 

3) 현미경적 혈뇨 이상의 요검사 이상이 있는 경우 
4) 방광암 또는 폐암 치료 후 재발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5) 기타 장기로 암의 전이가 의심되어 평가하는 경우(2018.3.7. 시행)

L3931 방광암항원 검사 
[NMP22]

**고시 제2019-255호(행위)
누372, 누421, 누422, 누428–누432, 누434–누441, 누447 및 누448을 종양검사로 
시행하는 경우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 있는 경우: 최대 2종 인정. 다만, 간내에서 발생한 
원발성 암종의 감별이 임상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4종 인정 

나.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에 있거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원발장기 2종을 포함하여 최대 3종 인정

다. 원발장기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까지 인정. 다만,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치료 전 
검사 1회에 한하여 최대 5종까지 인정함

라. 종양검사 중 ‘누437 인간부고환 단백4 [정밀면역검사]’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시행일: 2020.1.1. 
시행)

준으로 인정되고 있다(Table 1).

요 세포검사의 장점은 비침습적이고 쉽게 언제 어디서라

도 검체 확보가 가능하여 저렴한 경제적 비용을 꼽을 수 있

다. 단점은 요에 존재하는 정상 탈락 세포 및 여러 효소 등

의 물질의 영향으로 인한 변성이 있다. 무엇보다 암세포의 

탈락이 일어나야만 진단이 가능하므로 암세포의 탈락이 많

이 동반되지 않는 저위험도의 방광암에서는 검사의 민감도

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요 세포검사의 진단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요 검체를 이용한 검사법을 

개발하고 임상에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방광경 및 요 

세포검사를 대체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현존하는 방광암의 진단 및 추적 관찰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개발된 다양한 요를 이용한 요 생물지표를 알아보고, 그 중

에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광암의 여러 요검체 검사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최근 연구가 되

고 있는 여러 기전의 요검체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시

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다.

현재 FDA에서 허가된 방광암 요 검사법들(Table 2)

1. 요 세포(urine cytology)검사

요 세포검사법은 현재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진단 및 추적 관찰 검사법으로 환자의 요 검체에서 방광암 

탈락 세포들을 찾아내어 염색하여 눈으로 확인하는 검사법

이다.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최대 48%와 86% 정도로 알

려져 있으며,3-7 검사의 용도는 일차 방광암 진단 목적과 방

광암 치료 후 추적 관찰 동안 방광 내 재발 유무를 판단하는 

선별검사 목적이다. 특히 high-grade 방광암이나 상피내암

(CIS)에 대해 방광 내 주입치료 이후에는 민감도와 특이도

는 각각 38%–90%와 98%–100%로 유지된다.4,6,7 하지만 

low grade 방광암의 경우는 검사 민감도가 4%–31%로 낮으

며, 염증성방광질환이나 비특이적 방광암 세포가 나온 경

우, 그리고 다른 암에 대해 항암치료력이 있는 환자들의 요 

검체의 경우에는 위양성률이 12%까지 상승하는 단점을 가

지고 있다.4,5



김성한 외：방광암 요 생물지표  185

Table 2. FDA approved urinary marker for the bladder cancer

Test name Assay
Detecting 

target 
methods

Targets Materials Objective Sensitivity Specificity Reference Company

Urine 
cytology

Morphologic 
Giemsa H&E 
staining

Microscopic 
confirmatio
n

Atypical 
Tumor 
cells

Exfoliated 
tumor 
cells

Diagnostic 
and 
surveillance

Overall 
48%; 

38%–90% 
(HG);

4%–31% 
(LG)

Overall 
86%;

83%–100%

3–5

BTA stat Sandwich 
ELISA

Complement 
and its 
related 
protein

complement 
factor H 
and its 
protein

Exfoliated 
tumor 
cells

Diagnostic 
and 
surveillance

Overall 
70%;

57%–83% 

Overall 
75%,

60%–92%

2, 3 8, 
9, 16 

Polymedco 
Inc., 
Cortlandt, 
NY, USA

BTA 
TRACK

Sandwich 
immunoassay 

Complement 
and its 
related 
protein

complement 
factor H 
and its 
protein

Exfoliated 
tumor 
cells

Diagnostic 
and 
surveillance

Overall 
70%;

54%–75%

Overall 
75%; 
64%–82%

3, 8, 16 Polymedco 
Inc., 
Cortlandt, 
NY, USA

NMP22 ELISA Nuclear 
mitosis

NMP22 
protein

Exfoliated 
tumor 
cells

Surveillance Overall 40%
47%–100%

Overall 
99%;

70%–83%

3, 16, 30 Matritech, 
Inc., Alere 
Germany

NMP22 
Bladder
Chek

Point of care 
ELISA

Nuclear 
mitosis

NMP22 
protein

Exfoliated 
tumor 
cells

Diagnostic 
and 
Surveillance

Overall 
40%;

62%–75%

Overall 
99%;

70%–83%

3, 16, 30 Matritech, 
Inc., Alere 
Germany

ImmunoCyt/
uCyt

Immunochrom
atography 

Monoclonal 
Ab. directed 
immunoflor
escent 
cytology

LDQ10 and 
M344 
mucins 
from CEA

Exfoliated 
tumor 
cells

Surveillance Overall 
85%; 
78%–100%

Overall 
83%;

69%–87%

3, 16, 27 Scimedx 
Inc., 
Dover, NJ 
USA

UroVysion Fluorescent 
in situ 
hybridization 

Aneuploidy 
of 
Chr.3,7,17,
9p21 and 
loss of 
p16 

Exfoliated 
tumor 
cells

Diagnostic 
and 
surveillance

Overall 
72%;

65%–84%

Overall 
83%;

78%–92%

3, 30, 37 Vysis, 
Abott 
Molecular 
Inc., 
Chicago, 
IL, USA

FDA: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HG: high grade, LG: low grade, ELISA: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Ab.: 
antibody, BTA: bladder tumor antigen, CEA: carcinoembryonic antigen.

2. BTA stat 검사법과 BTA TRAK 검사법

Bladder Tumor Antigen (BTA) 검사법은 면역크로마토그

래피 (immunochromatographic)방법을 이용하여 방광암 성

장과 면역 회피에 관여하는 보체(complement factor) H와 

그 연관 단백질을 측정하여,8 방광암 환자들의 추적 관찰 목

적에 사용되는 검사법이다.2 BTA stat 검사의 민감도와 특

이도는 각각 57%–83%와 60%–92% 정도로 보고되며, BTA 

TRAK 검사법(Polymedco Inc., Cortlandt, NY, USA)의 경

우는 각각 73%–77%와 45%–81%로 보고되고 있다.3,9,10 

BTA stat 검사법은 요 세포검사법보다 민감도에 있어서

는 월등하지만, 특이도에서는 요 세포검사법이 더 우수하

다.11 BTA TRAK 검사법의 경우도 민감도 면에서는 high- 

grade과 low-grade (Ta 와 T1병기) 방광암에서 요 세포검사

법보다는 우월하다고 보고되지만, 특이도면에서는 요 세포

검사법보다 떨어지며 양성 방광질환에 대한 높은 위양성률

을 보고하여, 이 검사법들이 요 세포검사법을 대처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고된다.10,12-16 

3. NMP22 kit와 NMP22 BladderChek 검사법 

NMP22 kit와 NMP22 BladderChek 검사법(Matritech, 

Inc., Alere, Germany)은 요 상피세포가 사멸할 때 요로 분

비하는 NMP22 단백질이 방광암세포에서 월등히 높다는 점

을 착안하여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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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vailable commercial kits performance and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Technology Type of biomarker Purpose
Sensitivity (%)/
specificity (%)

Reference

CxBladder RT-qPCR mRNA Diagnostic 82/85 59
XpertDetection RT-qPCR mRNA Diagnostic 76/85 62
Uromonitor Real-time PCR Tumor cell DNA Surveillance 74/93 54
Epicheck Real-time PCR methyDNA Surveillance 68/88 63
UroSEEK Massive parallel 

sequencing-based assay
Tumor cell DNA Diagnostic/

surveillance
95/93 55

UBC rapid and 
UBC ELISA

Sandwich ELISA CK8 and 18 Diagnostic 50–59/82–86 53

CYFRA 21-1 Electrochemiluminescent 
immunoassay

CK19 Diagnostic 70–90/73–86 72

BLCA 4 Sandwich ELISA NMP Diagnostic 93/97 73
Survivin ELISA Bio-dot assay Inhibitor of apoptosis 

genes
Diagnostic 64/93 75

AssureMDx Mutation analysis Mutation: 
FGFR3/TERT/HRAS, 
Methylation: 
OTX1/ONECUT2/TWIST

Diagnostic 93–97/83–86 66

TaqMan Arrays PCR 12+2 gene-set panel Diagnostic 98/99 69–71

RT-qPCR: real time quantitative polymerase chain reaction, ELISA: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방법을 이용하여 NMP22 단백질을 측정하는 검사법이

다.17-19 민감도와 특이도는 NMP22 kit 검사법이 추적 관찰 

시 52%–59%와 87%–89%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며, NMP22 

BladderChek 검사법은 진단 목적으로 민감도 62%–75%와 

특이도 70%–83%를 보고하고 있다.19-22 이 검사들의 장점은 

미세혈뇨에서 요 세포검사법보다 진단 민감도는 더 높

고,17,18,23 low-grade와 high-grade, 낮은 병기의 방광암에서 

진단률이 높다는 점이다.24 하지만 요세포법보다 낮은 특이

도와17 양성 방광질환에서의 높은 위양성률은 단점으로 꼽

힌다.15,25

4. ImmunoCyt/uCyt+ assay 검사법 

uCyt+ assay 검사법(Scimedx Inc., Denville, NJ, USA)은 

단일클론 항체(monoclonal antibodies)에 형광물질을 붙이

는 면역염색방법을 이용하여 carcinoembryonic antigen 두 

개의 방광암 관련 LDQ10 과 M344 mucins을 측정하는 검

사법이다.26-35 치료 후 추적 관찰에 적합한 이 검사법은 민

감도 67%–100%, 특이도 62%–84%를 가진다. 장점으로는 

요 세포검사법과 함께 사용되면 향상된 진단 정확도를 보여 

치료 후 불필요한 방광경검사를 줄일 수 있는 검사법으로 

알려져 있다.22,28,36 또한 방광암 grade가 높아질수록 민감도

가 동반 상승한다는 점이다.29-33 단점으로는 요 세포검사법

보다는 특이도가 낮으며, 양성 방광질환에 높은 위양성률을 

보이고, 혈뇨 환자들에게는 더욱 위양성률이(-67%) 높다는 

점이다.34 나아가 이 검사법은 독립된 검사 공간과 판독자의 

판독 경험이 진단 정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

다.27,35,36 

5. UroVysion 검사법 

UroVysion 검사법(Vysis, Abott Molecular Inc., Chicago, 

IL, USA)은 형광동소보합법(fluorescence in situ hybrid-

ization, FISH assay)을 이용하여 여러 개여 암 관련 염색체 

복제수 변이(copy numbers)를 찾아내는 검사법이다. 복제수 

변이로는 염색체 3번, 7번, 17번, 9p21번의 이수성(aneuploidy)

을 표적으로 하며 P16 종양억제유전자(loss of tumor-suppress-

or gene) 단백의 손실도 측정한다.35-37 민감도는 57.1%–84%

와 특이도는 78%–92%로 요 세포검사법보다 좋으며, 방광

암 low-grade에서도 정확도가 좋다.28,35,36,38,39 또한 불확실한 

방광경 소견 방광암이나 비정형세포가 요 세포검사법에 보

이는 고위험 방광암에서 진단율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28,36,40 

특히, 방광 내 Bacillus Calmette-Guerin (BCG) 주입 치료 

후 추적 관찰 목적에서 치료 실패 환자들의 재발 유무를 판

단하고,41-44 비근육침범방광암(nonmuscle invasive bladder 

cancer, NMIBC)에서 방광경이 음성 소견이나 요 세포검사

에서 의심 소견을 보일 때, UroVysion은 재발 진단에 유리

한 장점을 가진다.45 단점으로는 독립된 검사 시설 공간과 

오랜 검체 준비 시간 그리고 판독 경험이 진단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35,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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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허가 준비 중이나 상업적으로 유통 중인 요검사법(Table 3) 

1. ADXBLADDER 검사법 

ADXBLADDER검사법(Arquer Diagnostics LTD, Souther-

lands, UK)은 ELISA 방식을 사용하여 혈뇨 환자에서 암세포 

DNA 복제가 활발히 일어날 때 나오는 mini-chromosome 

maintenance protein 5 단백질을 측정하는 검사법이다.38,39,47,48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약 76%와 69%로 보고되며, 고위

험 방광암이나 근침윤방광암(muscle invasive bladder can-

cer)에서는 그 민감도는 95%–97%까지 상승한다. 음성예측

률(negative predictive value, NPV)은 전체적으로는 97.1%

이고 고위험 방광암에서는 99.7%까지 보고한다.49 나아가 

이 검사법은 양성 방광질환에 영향을 받지 않아 요 세포검

사법의 방광암 일차 진단의 대체 검사법으로 주목받고 있

다. 

2. UBC Rapid test and UBC ELISA kit 검사법

UBC Rapid 검사법은 point-of-care ELISA의 면역크로마

토그래피(immunochromatographic) 방법으로 방광암 세포

의 침윤 시 분비되는 방광암 항원인 cytokeratin 8과 18의 

용해성 부분 물질을 측정한다. 그러므로 high-grade NMIBC

의 진단과 추적 관찰에 좋고, 민감도 50%–75%와 특이도 

82%–93.8%를 가진다.46,50-52 방광경검사가 어려운 high- 

grade 방광암에 매우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이며, 검사 

방법이나 판독 방법이 어렵지 않다는 장점을 가진다.53

3. Uromonitor와 Uromonitor-V2 검사법

Uromonitor 검사법(U-Monitor, Porto, Portugal)은 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로 탈락 방광암 세포

의 DNA 중 TERTp과 FGFR3 변이를 측정한다. Uromonitor 

검사법은 전반적인 민감도와 특이도는 73.5%와 73.2%를 가

지며 방광경과 함께 사용 시, 민감도 100%, 특이도 88.6%로 

방광경과 요 세포검사법 조합의 민감도 86.7%보다 우수하

다.54 Uromonitor-V2 검사법은 NMIBC의 추적검사 목적으

로 사용되며, 민감도 100%, 특이도 83.3%, 양성 예측률 66.7% 

(positive predictive value), 음성 예측률 100% (NPV)를 가

진다.54 이 검사법들은 양성 방광질환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

며, 치료 후 재발에 대한 추적 관찰에서 방광경과 비교하면 

병기나 grade별로 검사 정확도가 비슷하여, 치료 후 방광경

이 힘든 환자들의 대체 검사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4. UroSEEK 검사법

UroSEEK검사법은 TERT, FGFR3, PIK3CA, TP53, 

HRAS, KRAS, ERBB2, CDKN2A, MET, MLL, VHL의 변

이를 측정하는 검사법으로 요 세포검사법보다 진단(95% 

vs. 43%) 목적과 추적 관찰(71% vs. 25%) 목적에서 더 민감

하다.55,56 특히, 신규 방광암 환자의 진단에 있어 비정상 요 

세포검사 결과나 고위험 환자들에 진단 목적으로 사용되며, 

추적관찰 목적에서는 민감도 74%–96%, 특이도 72%–88%, 

음성 예측률(NPV) 53%–99%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56 이 

검사법의 단점은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ext-generation se-

quencing, NGS) 기술의 한계인 낮은 민감도로 그 전에 방광

암으로 진단받았거나 상부요로 암의 병력이 있는 경우는 진

단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24

5. CxBladder assay와 CxBladderTriage 검사법 

CxBladder assay 검사법(Pacific Edge Ltd., Dunedin, 

New Zealand)은 5개의 IGFBP5, HOXA13, MDK, CDK1, 

CXCR2 mRNA의 panel을 만들어 사용하는 검사실 기반의 

전사체 패널검사법(transcriptomic panel assay)으로 방광암 

대비 정상 대조군을 비교하여, 위양성률을 낮추고 민감도를 

82%로 끌어올린 검사법이다.57 CxBladderTriage 검사법은 

임상데이터를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개인 맞춤형 

검사법으로 불리며, 육안적 혈뇨 환자 같은 고위험 방광암 

환자의 암 진단율은 100%로 알려져 있는 검사법이다.58 요 

세포검사법과 비교하면 low-grade 방광암에서도 민감도는 

93%로 병기(68%, pTa)와 grade에 민감도가 영향을 받지 않

으며, 특이도가 85%로 보고되었다. Low-grade 암의 민감도

는 86%, high-grade 방광암에서는 민감도는 95%, 음성예측

률(NPV) 97%, 위음성예측률 1.5%를 가진다고 보고하였

다.57,59 그러므로 NMIBC 환자의 방광경 대체 검사법으로 

주목받고 있고,60 현존하는 U.S. Food and Drug Administra-

tion (FDA) 승인된 검사들과 비교할 때 민감도와 위양성률

은 Cxbladder Monitor (91%, 96%)검사법이 요 세포검사법

(22%, 87%), NMP22 BC 검사법(26%, 87%), NMP22 

BladderChek 검사법(11%, 86%)들보다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40 

6. The XPERT BC Monitor 검사법 

XPERT BC Monitor 검사법(Cephaid, Sunnyvale, CA, 

USA)은 ABL1, CRH, IGF2, UPK1B, ANXA10의 5개 

mRNA를 이용한 전사체 패널검사법(transcriptomic panel 

assay)으로 전반적인 민감도는 73%로 요 세포검사법보다 

우수하지만 특이도는 90%–91%로 요 세포검사법과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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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61,62 이 검사법의 장점은 요 세

포검사법보다 더 높은 민감도(84% vs. 33%)와 음성예측률

(93% vs. 76%)을 가지며, low-grade (77%)와 pTa 병기

(82%)에서 민감도는 더 높아진다(요 세포검사법, 13% low 

grade, 21% pTa).61 

7. Bladder EpiCheck 검사법 

Bladder EpiCheck 검사법(Palex Medical SA, Barcelona, 

Spain)은 후성유전 DNA 메틸화(an epigenetic DNA methyl-

ation assay)방법으로 15개의 변이 DNA 메틸화(methylation)

들을 표적으로 NMIBC의 재발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62 

이 검사법은 EpiScore라는 알고리즘 방식의 판독법을 이용

하여, 민감도 68.2%, 특이도 88.0%, 음성예측률 95.1%를 보

고하고 있다. 요 세포검사법과 비교하면 EpiCheck 검사법은 

높은 민감도(62.3%–68.2% vs. 33.3%)와 낮은 특이도(86.3%–
88% vs. 98.6%)를 보이며, high-grade 방광암에서 특히 민

감도가 높고, 음성예측률도 82.9%를 보인다는 점이다.63 나

아가 염증이나 상부요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검

사 진행에 있어 높은 비용과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62,63

8. BC UroMark 검사법 

BC UroMark 검사법(UCL Cancer Institute, London, UK)

은 염기서열을 고속으로 분석(high throughput sequencing)

하는 NGS 기법의 150 CpG loci 생물지표 패널을 통한 bi-

sulfite 표적의 후성유전학 DNA 메틸화(epigenetic DNA 

methylation) 측정법이다. 진단 목적에서 98%의 민감도와, 

97% 특이도, 97% 음성예측률을 보고하고 있다.64,65

9. AssureMDx 검사법

AssureMDX 검사법(MDx Health, Irvine, CA, USA)은 차

세대 PCR 서열분석법을 이용한 체성 DNA메틸화(somatic 

DNA methylation) 측정법이다. OTX1, ONECUT2, TWIST1 

패널이나 FGFR3, TERT, HRAS패널의 변이량을 이용하여, 

혈뇨 고위험 환자에서 93%–97%의 민감도와, 83%–86%의 

특이도, 99%의 음성예측률을 보고하고 있다.66,67 진단 목적

의 low-grade 방광암의 경우는 민감도 81%를 보고하며, 추

적 관찰에서는 민감도 57%–59%를 보고한다. High-grade 

방광암의 경우는 진단에서 94%의 민감도, 추적 관찰에서는 

72%–77%를 보고한다.64 이 검사를 이용하면 77%의 불필요

한 진단 목적의 방광경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66,68

10. TaqManⓇArrays 검사법 

TaqManⓇArrays 검사법(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은 real time quantitative PCR를 이용하여 요에서 

12+2 유전자 패널을 이용하여 일반 대조군 대비 방광암 진

단 목적의 민감도 98%와 특이도 99%를 가지는 검사법이

다. 전반적인 민감도는 81.5%, 특이도는 91.3%로 요 세포검

사법과 비슷하다.69-71

연구중인 요 생물지표

방광암의 다양한 암 생성과 진행기전과 관련한 여러 표적

들을 가지고 요검체를 이용한 표적 생물지표들을 연구하고 

있다.

Cytokeratin-19 (CYFRA 21-1)의 proteolytic region은 혈

액뿐만 아니라 인간의 체액에서 발견되는 용해성 물질로 몇

몇 암 종에서 비특이적 종양 표지자로 주목받고 있으며, 방

광암에서는 진단, 예후, 추적관찰, 재발과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72 

NMP 조절인자들(transcription factor family)의 하나인 

BLCA-4는 아직 임상 연구로는 확인(validation)된 것은 아

니지만, 방광암의 초기 병기에 발견되는 물질로 방광 양성

질환에서는 높은 양으로는 관측이 안 되는 특징을 가진다.52 

민감도 93%에 특이도 97%를 보였다.73

항사멸(anti-apoptic) 단백질인 sFAS는 암세포를 보호하

는 역할을 하며, 요 검체 연구에서 방광암의 grade, T1이상

의 병기, 높은 NMP22 수치, 요 세포검사 양성에서 방광암 

진단에 있어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74 또 다른 암세포 염

색체의 보호작용을 하는 생물지표로는 telomerase가 있다. 

요의 telomerase 양은 NMIBC 재발과 연관이 되어있으며 

grade와 병기와 상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anti-

apoptic inhibitor의 단백질 한종류인 surviving 측정 assay방

버도 민감도 64%, 특이도 93%를 요검체에서 찾을 수 있는 

표지자이다.75

세포 부착과 증식에 관여하는 hyaluronic acid (HA)는 암 

전이 시 hyaluronidase enzyme (HAase) 효소를 통해 분해되

어 세포 이동과 증식을 용이하게 하는 특징을 보여 NMIBC 

진단의 생물지표로 고려되고 있다.76 

이 외에 cytokines과 chemokines 중 방광암 관련 생물지

표들로는 GM-CSF, IFN-alpha, IL-2, IL-6, IL-8, IL-10, 

IL-18, survivin, TNK-alpha, TRAIL들도 알려져 있다. 이들

은 요에서 관찰되며 방광 내 BCG 주입술의 치료 반응지표

로 주목을 받고 있다.34,39 PDL-1과 CTLA-4도 면역치료의 

치료반응 표적 생물지표로 방광암 환자들의 요에서 측정된

다.

방광암의 기전인 PI3K-AKT 기전과 관련 있는 IGF2는 세

포막에 존재하는 당단백수용체(glycoprotein receptor)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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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과 자궁 및 방광암에서 발견되는 melanoma-associated 

antigen 3의 조합이 방광암진단 생물지표로 연구되고 있

다.71,77-80 

서열 분석 방법의 기술 발전으로 분자 유전체 발달을 이

용한 요 내 여러 생물지표들도 연구되고 있다.14,24 대표적으

로 방광암의 유전변이와 유합(fusion)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

는 FGFR3–TACC3 fusion protein,6,81 mitogen-activated pro-

tein kinase (MAPK) 기전 관련 BRAF, MAP2K1, MAP2K2

들, the phosphoinositide 3-kinase (PI3K) pathway 기전의 

PIK3CA 표적들,2,28,82 the receptor tyrosine kinase–RAS 

pathway (39% of metastatic tumors)의 FGFR3 (14%)과 

ERBB3 (13%) 등이 있다. 

요 내 DNA-메틸화 유전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유전자들

의 조합 형태의 요 생물지표들도 연구되고 있으며,83 그 중

에 SOX1, TIP2, MYOID, HOXA9_1, HOXA9_2, VAMP8, 

CASP8, SPP1, IFNG, CAPG, HLADPA1, RIPK3 유전자들

의 조합을 이용한 요검체 연구는 방광암 진단의 민감도와 

특이도에서 100%를 보여주었다.84

cfDNA, long-noncoding RNA (lncRNA), miRNA도 요검

체에서 측정할 수 있는 표적 생물지표들이다.85,86 세포바깥

소포체(extracellular vesicles)도 요의 주요 표적 생물지표로 

단백질, DNA, mRNA 분야와 함께 연구되고 있다.87 국내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들 보며, 요검체 내 cell-free microRNA

를 이용한 방광암 감별 진단 연구에서는 326개의 방광암의 

요 검체와 혈뇨를 보인 217개의 비방광암 요 검체를 비교했

을 때 miR-6124와 miR-4511를 표적으로 이들의 비율(miR- 

6124/miR4511 ratio)이 민감도 90% 이상의 방광암 감별 진

단율을 보여 침습적인 방광경을 대체할 비침습적 요검체 방

광암 감별법을 제시하였다.88 이외에도 단백체(proteomics)

연구와 대사체(metabolomics)연구를 이용한 요검체 내 방광

암 표지자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89 대사체 연구로는 

tricarboxylic acid cycle의 방광암의 당분해 대사체들

(glycolysis-related metabolites)과 fructose의 감소, lactate 증

가를 바탕으로 요 내 증가된 acylcarnitines, decanoylcar-

nitine, decenoylcarnitine, hydroxynonanoylcarnitine, hydro-

xybutyrylcarnitine를 측정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90 

결론 및 향후 전망

이번 시간에 다룬 요 검체를 이용한 검사법들은 FDA에

서 허용한 것들과 아직 허용되지는 않고 있지만 상용화 가

용성이 큰 검사법들을 소개하였다. 나아가 연구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는 요 검체 내 물질들도 알아보았다. 아직까지 

방광암 가이드라인에서는 방광경을 대체하는 요검사법을 

추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이렇게 다양한 기전과 표적

을 가진 여러 요 검체들에 대해 전향적인 대규모 비교 연구

가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 보았듯

이 많은 검사법들이 진단 및 추적 관찰 목적에서 긍정적인 

방광암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는 방광

경을 대체하거나 추가적인 보조적인 검사법들을 통한 불필

요한 방광경을 줄이는 방향으로 방광암 가이드라인들이 바

뀔 것으로 본다. 분자, 유전체 등의 최신 떠오르고 있는 다

양한 요검사법들은 미래의 개개인의 맞춤형 의학에 맞는 요

검사법으로 자리 매김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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