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요로상피세포암(urothelial carcinoma, UC)은 전 세

계에서 5번째로 흔한 암이다. 2018년에는 전 세계에

서 549,393건이 발생하였고, 사망자 수는 199,922명

이었다.1 미국국가암센터에 의하면, 미국에서만 2017년

에 79,000명 이상의 환자가 새로이 진단되었으며, 이 중 

16,000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우리나라의 국가암등록통

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에 4,379건이 새로 

진단되었다.1,2

방광의 요로상피세포암은 병기에 따라 근육층 비침습성 

방광암(nonmuscle-invasive bladder cancer, NMIBC), 

근육층 침습성 방광암(muscle invasive bladder cancer, 

MIBC), 그리고 전이성 방광암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처

음 진단되는 경우의 75%는 NMIBC이고, 이 중에서 

50%–70%는 재발하고 대략 10%–20%에서는 MIBC로 진

행하며,3 방광암 환자 중 20%는 진단 당시 MIBC로 분

류되어 근치적 방광절제술(radical cystectomy)을 시

행한다.4,5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EAU), 

American Urological Association (AUA) 및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를 포함한 국제 진료

지침은 재발과 진행 위험도에 따라 NMIBC를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나누고 치료법을 이에 기반해 권

고한다(Table 1).6-8 현재 중간 위험군과 고위험군 NMI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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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표준치료는 경요도 방광암 절제술(transurethral 

resection of bladder tumor, TURBT) 후 방광 내 

bacillus Calmette-Guérin (BCG) 주입이다. BCG는 약

독화된 살아있는 Mycobacterium. bovis인데, 그 원리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방광 점막에서 비특이적 면역

항암작용을 유도한다.9 TURBT 후 방광 내 BCG 주입은 5

년 후 재발률을 약 20%에서 65% 사이 감소시키는 것으

로 보고되었으며, BCG는 또한 질병의 진행을 감소시킬 수

도 있다.10,11 메타분석과 대규모 연구들에 따르면, TURBT 

단독요법과 비교하였을 때 질병 진행 위험이 약 30%에서 

50% 사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10-12 방광의 보존, 그

리고 근치적 방광절제술까지 걸리는 시간도 BCG 병합요

법에서 더 개선되었다.13

상피내암(carcinoma in situ, CIS)은 NMIBC의 일종으

로서 고등급의 특징을 나타내고 재발과 진행의 위험을 증

가시키고, 일반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은 CIS 환자들의 약 

40%에서 60%에서 MIBC가 발생하며, 진단 후 5년이 지났

을 때 진행할 평균 확률은 54%이다.14,15 방광 내 BCG 주

입 후 4년의 추적 기간 동안의 완전관해율은 60%–70%, 

10년 완전관해율은 30%로 보고되어 있다.16

NMIBC 환자들의 약 20%에서 50%가 방광 내 BCG 주

입 요법에도 불구하고 재발 또는 MIBC로의 진행을 경험

하며, 이는 ‘BCG 실패’로 간주된다.17,18 BCG 실패가 근육

층을 침범하는 병변으로 진행할 위험의 증가, 그리고 대

단히 높은 사망 위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EAU와 AUA 모두 BCG 저항성 NMIBC 환자들에 대해 조

기 근치적 방광절제술을 표준치료로 권고해 왔다.6,7 그러

나 근치적 방광절제술은 약 28%와 94%의 이환율, 그리고 

각각 2%와 5%의 사망률과 연관되어 있으며 많은 환자들

은 수술을 가로막는 동반질환을 갖거나, 감소될 삶의 질을 

우려해 방광절제술을 거부한다.19 

이 논문에서는 BCG 저항성 NMIBC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BCG 실패 NMIBC에 사용될 수 있는 최신 구조

요법들을 요약하였다. 또한 BCG 저항성 NMIBC에서 면

역관문억제제, GC0070 또는 나도파라젠(nadofaragene)

와 같은 바이러스 유전자 요법, 그리고 오포르투주맙 모나

톡스(oportuzumab monatox)와 같은 항체-약물 결합 

제제를 포함한 새로 떠오르는 약물들에 대한 개요를 제공

한다.

BCG 저항성의 정의

최적의 BCG 요법을 받은 후에 방광암이 재발한 환자들

의 예후는 최적이 아니거나 부족한 BCG 요법을 받은 후에 

재발한 환자들과 다르다. 따라서, BCG 면역요법 후 환자

들에서 종양의 재발을 평가할 때는 BCG 실패의 엄밀한 정

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재발성 NMIBC 환자들을 다룰 

때는 몇 가지 원칙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번째로, BCG 유

Table 1. Risk group stratification by the international guidelines and risk-based treatment strategies in NMIBC

Risk group EAU AUA NCCN Treatment recommendation

Low-risk Primary, solitary, Ta, LG/G1, <3 cm, no CIS Small volume, LG Ta LG Ta TURBT+single immediate 
instillation of intravesical 
chemotherapy

Intermediate-
risk

All tumors not defined in the 2 adjacent 
categories (between the category of low 
and high risk)

Multifocal and/or large 
volume LG Ta (high risk 
of recurrence, low risk of 
progression)

HG Ta TURBT+single immediate 
instillation of intravesical 
chemotherapy±either 
intravesical 
chemotherapy for a 
maximum of 1 year or 
1-year full-dose BCG

High-risk Any of the following
- T1 tumor
- HG/G3 tumor
- CIS
- Multiple and recurrent and large (≥3 cm) Ta, 

G1, G2 tumors

HG Ta, all T1, CIS All T1 (CIS listed 
separately)

TURBT±restaging 
TURBT+intravesical 
full-dose BCG instillation 
for 1–3 years (induction 
and maintenance course) 
or cystectomy

NMIBC: nonmuscle invasive bladder cancer, EAU: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AUA: American Urological Association, NCCN: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LG: low grade, CIS: carcinoma in situ, TURBT: transurethral resection of bladder tumor, HG: high grade, BCG: 
bacillus Calmette–Gue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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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법 후 유지요법은, 특히 고위험군 NMIBC에서, 충분

한 BCG 면역요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연구 결과들에 따

르면, 6주간의 BCG 유도 요법 후 BCG를 정기적으로 주입

하는 유지 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종양의 재발과 진행을 막

는 데 중요하다.20-23 일반적인 방광 내 BCG 요법은 1주일 

간격으로 6회 시행되는 유도요법과, 3, 6, 12, 18, 24, 30, 

36개월 시점에 1주일 간격으로 3회 시행되는 유지요법으

로 이루어지는 Southwest Oncology Group (SWOG) 

6+3 요법이다.20-24 현 진료지침은 종양의 재발과 진행 위

험도에 따라 1주일 간격으로 3회 주입하는 유지요법을 1

년에서 3년간 유지하는 것을 권고한다.4-6

둘째로, BCG 실패를 정의하기 위해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었다(Table 2). “BCG 불내성(intolerant)”은 심각

한 부작용(adverse events) 또는 증상적인 불내성으로 인

해 환자가 BCG를 주입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5,6 

“BCG 저항성(refractory)”은 유도요법 개시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고위험군 NMIBC가 잔류하는 경우, 또는 종양

의 등급이나 병기가 유도 요법 개시 3개월 후에 높아지는 

경우를 의미한다.5,6 “BCG 재발성(relapsing)”은 적절한 

BCG 요법 시행 후, 요법 시작 6개월 후 시점에서 종양이 

사라졌지만 그 후 다시 재발하는 상황을 의미한다.5,6 BCG 

재발을 경험하는 환자들 중에서, 마지막 BCG 주입 후 6

개월 내에 고위험군 NMIBC가 재발하거나, 12개월 내에 

CIS가 재발하는 경우에 예후가 나쁘며, 이는 BCG 저항성 

환자들과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BCG 저항성과 BCG 재

발성 환자들 모두, 마지막 BCG 주입 후 6개월 이내에 재

발하거나 12개월 이내에 CIS가 재발하는 경우를 묶어서 

“BCG 무반응성(unresponsive)”으로 분류할 수 있다.13 

“BCG 무반응성”이라는 용어는 종양의 재발과 진행의 위

험성이 높은 환자들, 방광 내 BCG 요법이 실패한 환자들, 

그리고 추가적인 BCG 요법으로부터 더 이상의 도움을 받

지 못할 환자들을 의미한다.

BCG 실패 NMIBC를 위한 구조요법

EAU, AUA 등의 전문가 위원회와 다양한 진료지침에서

는 BCG 무반응성 NMIBC의 표준치료로 근치적 방광절

제술을 권고한다.6,7 한 후향적 연구에서는, BCG 요법 후 

종양의 재발이나 진행을 경험하는 환자들에서 조기 근치

적 방광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 지연된 근치적 방광절제

술을 시행한 경우보다 질병 특이 생존율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25 BCG 요법 후 T1 재발이 발생한 환자들을 대

상으로 한 다른 후향적 연구에서는, 근치적 방광절제술을 

시행한 환자들이 TURBT와 방광 내 BCG 요법을 반복적

으로 시행한 환자들보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하였

다(31% 대 48%).26 또한, 처음에 NMIBC로 진단된 후 근

육층을 침범하는 병변으로 종양이 진행한 환자들이 처음

부터 T2로 진단된 환자들보다 예후가 나빴다.27,28 그러나, 

근치적 방광절제술의 이환율과 사망률이 각각 20%에서 

94%와 2%에서 5%에 이른다는 사실과 이 수술이 환자의 

삶의 질에 끼치는 악영향을 감안하였을 때, 근치적 방광절

제술 시행 여부는 주의 깊게 결정되어야 한다.19,29,30 더구

나,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많은 수의 환자들이 동반질병

과 약함으로 인해 근치적인 치료에 부적합하다. 이러한 요

인들로 인해, 임상의사들은 BCG 무반응성 NMIBC에 대

해 덜 침습적이고 방광을 보존할 수 있는 치료법들을 찾게 

된다.

1. 방광 내 항암화학요법

몇몇 방광 내 항암제들이 단독 또는 복합요법으로, BCG 

실패 NMIBC를 대상으로 하여 평가되었다. 발루비신은 

BCG가 실패한 환자들에서 근치적 방광절제술이 불가

Table 2. Types of BCG failure in NMIBC

Type Definition

BCG intolerance Tumor recurs after less than an adequate 
course of therapy due to a BCG related 
adverse event

BCG refractory (1) Increase in tumor stage, grade, or 
disease extent at 3 months after iBCG

(2) Persistent high-risk disease at 6 months 
(failure to achieve a disease-free status 
by 6 months) despite adequate BCG 
(iBCG+mBCG) treatment

BCG relapsing Recurrence of high-risk disease after achie-
ving a disease-free status by 6 months 
after adequate BCG (iBCG+mBCG) 
treatment (early <12 months, immediate 
12–24 months, and late <24 months)

BCG unresponsive BCG refractory or BCG relapse with high-
risk tumor within 6 months or CIS 
development within 12 months from 
last BCG exposure

BCG: bacillus Calmette-Guerin, NMIBC: nonmuscle invasive bladder 
cancer, iBCG: induction BCG, mBCG: maintenance BCG, CIS: carcinoma 
in si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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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할 때 방광 내 요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미국식품의약

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이 허가

한 유일한 약제이다. 90명의 BCG 실패 환자들을 대상으

로 방광 내 발루비신 요법(800 mg을 70 mL 식염수와 혼

합해 1주일 간격으로 6회 또는 9회 주입)을 수행한 한 단

일군 연구에서는, 6개월 시점의 완전관해율이 23%인 것

으로 보고되었다.31 대부분의 부작용은 국소 방광 증상으

로 분류되었고, 81명(90%)의 환자들이 치료 중 최소한 1

회의 부작용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빈뇨(66%), 급박뇨

(63%), 배뇨통(60%) 등이었다. 80명의 BCG 저항성/재발

성 CIS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A9303 연구)

에서는, 6개월 시점의 완전관해율이 18%로 보고되었다.32 

BCG와 항암화학요법 등의 방광 내 치료가 실패한 113명

의 NMIBC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에서는, 12개월 시점의 완전관해율이 16.4%로 이전

의 연구보다 낮게 보고되었으며, 치료와 연관된 국소 방광 

증상과 심각한 부작용은 각각 56명(49.6%)과 7명(6.2%)에

서 관찰되었다.33 이 자료들은 방광 내 발루비신 주입 요법

이 BCG 무반응성 환자들에서 구조요법으로서 효과적이지 

못함을 시사한다.

전통적으로, MIBC의 신보조요법 또는 보조요법으로, 그

리고 국소적으로 진행되었거나 전이요로상피암을 대상으

로 한 항암요법으로 전신 젬시타빈(gemcitabine)이 사용

되어왔으며, BCG 실패 NMIBC 환자들을 대상으로 구조

요법으로 사용할 방광 내 약제로 연구되었다. BCG 실패 

후 방광 내 젬시타빈 요법을 시행한 30명의 환자들로 이

루어진 한 2상 임상시험에서, 중위 추적 관찰 기간은 19개

월에 12개월 시점의 완전관해율은 21%였다.34 다기관 2

상 임상시험(SWOG S0353 연구)에서는 58명의 환자들

에게 최소 2회 이상의 BCG 요법 후 방광 내 젬시타빈 요

법(2,000 mg/100 mL 식염수를 1주일마다 6회 주입 후 

12개월 동안 매월 주입)을 시행했는데, 여기서는 12개월 

시점과 24개월 시점의 완전관해율이 각각 28%와 21%

였다.35 총 34명(64%)의 환자들이 주로 배뇨통과 빈뇨 등 

1–2 등급 부작용을 호소하였고, 3명이 3등급 부작용(배

뇨통, 빈뇨, 호중구 감소증)을 나타냈으나 4등급 또는 5등

급 부작용을 나타낸 환자는 없었다. 한 환자는 치료 개시 4

주 후 개인적인 이유로 치료를 중단했으며, 다른 한명은 2

등급 배뇨통으로 인해 5주 후 치료를 중단했다.35 몇몇 연

구들은 BCG 요법이 1회 실패한 NMIBC 환자들에게 방광 

내 젬시타빈 요법이 효능과 안전성 측면에서 BCG 반복요

법보다 우월하다고 보고했으며, BCG 요법 후 고등급의 재

발이 발생한 환자들은 미토마이신(mitomycin, MMC)보

다 젬시타빈으로 치료했을 때 무병 생존 기간이 향상되고, 

독성이 더 낮았던 것으로 보고하였다.36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BCG 무반응성 NMIBC에서 질병 진

행을 예방하기 위해 젬시타빈을 사용하는 것의 장기적인 

효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37

현재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저위험 또는 수술 후 방

광 내 잔존암이 있는 NMIBC 환자에서 젬시타빈 2,000 

mg을 TURBT 직후 24시간 이내에 방광 내 1회 주입, 

BCG 치료에 실패 또는 BCG 치료를 할 수 없고, 근치적 

방광절제술도 부적합한 중위험 또는 고위험 NMIBC 환자

에서 유도요법(젬시타빈 2,000 mg 주 1회 방광 내 주입을 

6주간 투여), 및 유지요법 (젬시타빈 2,000 mg 월 1회 방

광 내 주입)으로, 총 1년 동안 16회 투여에 대하여 허가초

과 항암요법 사용승인을 하였다.

택세인(Taxanes)도 BCG 실패 NMIBC에서 방광 내 요

법으로서 연구되었는데. BCG 요법을 최소 1회 받은 후 재

발을 경험한 18명의 NMIBC 환자들을 대상으로 방광 내 

도세탁셀(docetaxel) 요법을 시행한 한 1상 임상시험에

서는 1년 완전관해율이 약 50%였고, 4년 후에도 약 22%

의 환자들이 무병상태였던 것으로 보고되었다.38 코호트를 

확장하여 54명을 대상으로 한 갱신된 결과에 따르면, 방

광 내 도세탁셀 요법(최대 용량 75 mg/100 mL; 1주일마

다 6회 주입, 최대 9회 시행될 때까지 유지요법으로 매달 

주입)으로 치료받은 전체 코호트의 1년과 3년 무재발생존

율은 각각 40%와 25%였다.39 유사한 환자집단을 대상으

로 하여, 28명의 BCG 실패 NMIBC 환자들에게 나노 입자 

알부민에 결합된 파클리탁셀(paclitaxel)을 방광 내 화학

요법제로 구조요법으로서 사용한 결과, 1년 시점에서 무병

생존율이 36%였다.40 치료 관련 부작용은 9명(32.1%)에서 

관찰되었으며, 전부 1등급(4명, 14%)과 2등급(5명, 18%)

에 국한되었고, 3등급 이상의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40 

1등급과 2등급 부작용에는 피로, 빈뇨와 급박뇨, 혈뇨, 비

뇨기계 감염이 해당되었으며, 치료 관련 이상반응을 이유

로 치료를 중단한 경우는 없었다.40 

작용기전에 따라서, 방광 내 젬시타빈 요법 후 방광 내 

도세탁셀 또는 미토마이신(MMC) 요법을 순차적으로 시

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복합 항암화학요법이 발전하였다. 

한 후향적 연구에서, BCG 요법 후 NMIBC가 재발한 27

명의 환자들은 방광 내 젬시타빈(6–8주에 걸쳐 매주 9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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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1 g/50 mL) 요법 후 방광 내 MMC 요법(6–8주에 걸

쳐 매주 90분 동안 40 mg/20 mL)을 받았다.41 이들의 중

위 무병 생존 기간은 15.2개월(범위는 1.7–39.3개월)이었

으며, 10명(37%)에서는 재발하지 않았고, 중위 추적 관찰 

기간은 22개월이었다.41 8명(29.6%)의 환자에서 부작용이 

관찰되었으며, 그 중 가장 흔한 것은 6명(22%)에서 발생한 

배뇨 시 불편감과 방광 경련이었다.41 젬시타빈의 전신 흡

수에 의한 부작용으로 생각되는 빈혈은 2명(7%)에서 관찰

되었고, 1명(4%)은 치료 중 급성 신부전이 발생하였다.41 

최근에 수행된 다기관 후향적 연구에 따르면, BCG 요법 

후 방광암이 재발한 276명의 NMIBC 환자들에게 순차적 

방광 내 젬시타빈(6주에 걸쳐 매주 60분 동안 1 g/50 mL)

과 도세탁셀(6주에 걸쳐 매주 60분 동안 37.5 mg/50 mL) 

요법을 시행한 결과, 1년과 2년 무병생존율이 각각 60%

와 46%였으며 환자들은 이 요법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42 이러한 예비적인 결과들을 검증하

기 위해서는 앞으로 큰 규모의 전향적 연구들이 수행되어

야 한다.

2. 기기 보조 치료

기기 보조 치료는 화학요법제의 방광 벽 투과성을 증

가시킴으로써 방광 내 항암화학요법의 효능을 향상

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러한 접근 중에서 화학고

체온증(chemohyperthermia, CHT), 전동약물투여

(electromotive drug administration, EMDA), 그리고 

광역학치료(photodynamic therapy, PDT)가 광범위하

게 연구되었다.43

CHT 요법은 MMC 용액이 순환하는 동안, 20분씩 최

소 2회 이상 방광 벽의 온도를 41℃ 이상으로 올리는 방

법으로 MMC의 방광 안으로의 흡수를 높이는 효과를 보

인다. NMIBC 환자들을 대상으로 CHT와 방광 내 MMC 

병용요법이 광범위하게 연구되었는데, 111명의 BCG 실

패 NMIBC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한 후향적 연구에서 

CHT+MMC 요법을 시행한 결과 1년과 2년 무병생존율이 

각각 85%와 56%였으며, 전체 환자에서 진행률은 3%였

다.44 45%의 환자에서 부작용이 관찰되었으며, 이중 대부

분은 경증(1등급 또는 2등급)이고 일시적이었다. 가장 흔

한 부작용은 치료 중 발생하는 방광의 경련(30.6%)과 통증

(27.0%)이었고, 혈뇨(18.9%), 배뇨통(16.2%), 그리고 일시

적 요실금(9.9%)이 뒤를 이었다.44 190명의 중간위험군과 

고위험군 NMIBC 환자들을 대상으로 CHT+MMC 요법과 

BCG 요법을 비교한 한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에서, 24개월 

무병생존율은 CHT+MMC군에서 78.1%였고, BCG군에서 

64.8%였다.45 CHT+MMC군에서 치료 중 발생한 가장 흔

한 부작용은 방광 경련(14.4%)과 방광 통증(14.1%)이었으

며, 치료 후 발생한 가장 흔한 부작용은 배뇨통(11.7%), 야

간뇨(10.3%), 그리고 빈뇨(9.9%)였다.45 그러나 연구에 참

여한 환자들 중 높은 비율이 저등급(low grade)이었으며, 

95%의 환자들이 BCG 요법을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연구 

결과가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를 BCG 무반응성 환자들에

게 적용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45

EMDA 요법은 화학요법제가 방광의 요로상피와 결합

조직을 투과하는 것을 이온이동법을 이용해 향상시킨다.46 

T1 방광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BCG 단독요법과 순차적 

BCG+EDMA MMC 요법을 비교한 한 무작위 임상시험에 

따르면, 무재발기간은 순차적 BCG+EDMA MMC 요법을 

사용한 군(69개월)에서가 BCG 단독요법을 사용한 군(21

개월)에서보다 길었다. 재발률(41.9% vs 57.9%), 진행률

(9.3% vs 21.9%), 총 사망률(21.5% vs 32.4%), 질병특이사

망률(5.6% vs 16.2%)도 순차적 BCG+EDMA MMC 요법

을 사용한 군에서 더 효과적이었으며, 부작용의 발생 빈도

나 중증도는 두 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하나의 연구만이 

BCG 실패 환자들을 대상으로 EMDA의 효능을 평가하였

는데, 전향적 2상 임상시험으로 이전에 BCG 요법을 받은 

26명의 재발성 고등급 NMIBC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

다. 중위 추적 관찰 기간은 36개월에 고등급 무재발생존율

은 61.5%였으며, 10명의 환자들이 고등급 종양의 재발(6

명, 23.1%) 또는 MIBC로의 진행(4명, 15.4%)으로 근치적 

방광절제술을 받았다.47 3명(11.5%)의 환자들은 MMC에 

대해 수족 반응(hand foot reaction)을 동반한 심각한 전

신적 과민반응을 보여 치료를 중단하였으며, 6명(23.1%)

에게서 배뇨통(15.4%), 통증(11.5%), 방광 경련(11.5%), 

빈뇨/급박뇨(11.5%) 등의 국소적 부작용이 발생했다.47 이

러한 결과들은 EMDA가 NMIBC 치료에 유용할 수 있음

을 시사하지만, BCG 무반응의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잘 설계된 전향적 연구를 통해 명확

히 밝혀져야 한다.

PDT는 방광 내 특정 파장의 빛을 비추면 암세포에 선택

적으로 흡수되는 광민감화 약물(photosensitizer agent)

의 활성화를 통해 작용한다. 지금까지 몇몇 연구가 적은 

수의 NMIBC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PD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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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G 저항성 NMIBC에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독

성(배뇨근 흉터 형성, 피부의 과민반응, 방광 용적의 감소, 

그리고 빈뇨와 급박뇨 등의 저장성 하부 요로증상)으로 인

해 방광암을 대상으로 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48 

BCG 무반응성 NMIBC의 떠오르는 치료법들

BCG 무반응성 NIMBC 환자들에게 효과적이고 방광을 

보존하는 접근법들을 찾는 과정은 현재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비뇨기계 종양학에서 중요한 미해결과제들 중 하나

이다.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 

ICI), 종양 용해 아데노바이러스, 재조합 인터페론-α2b 

단백질, 그리고 항체-약물 결합 제제(antibody-drug 

conjugates, ADC) 등의 약물이 긍정적인 효과와 감내할 

수 있는 독성을 나타내며, 이들이 BCG 무반응성 NMIBC

를 대상으로 잠재적으로 구조요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으로 여겨지고, 이에 관한 임상시험이 수행되고 있다.49 

1. 면역관문억제제

면역관문억제제는 세포예정사 1 단백질(programmed 

cell death 1 protein, PD-1)과 세포예정사 1 단백질 리

간드(programmed cell death 1 protein ligand, PD-

L1)가 매개하는 경로들을 차단하며, 주로 전이성 요로상피

암에서 그 효과가 평가되었다. 현 시점까지, PD-1을 차단

(펨브롤리주맙 pembrolizumab, 니볼루맙 nivolumab)

하거나 PD-L1을 차단(아테졸리주맙 atezolizumab, 두르

발루맙 durvalumab, 아벨루맙 avelumab)하는 5가지의 

면역관문억제제가 전이성 요로상피암의 1차 또는 2차 치

료약제로서 FDA에 의해 승인되었다.50 NMIBC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한 소규모 연구에서, 적어도 30%의 환자

들에서 PD-1이 발현되었으며, PD-1의 발현은 과거 BCG 

요법을 받은 이력과 연관성이 있었다.51 다른 연구에 따르

면, PD-L1의 발현이 BCG 요법 후 요로상피세포암이 재

발한 환자들의 69%에서 뚜렷하게 발현된 반면, BCG 요

법을 받은 적이 없는 환자들의 19%에서만 발현되었다.52 

이들 연구의 결과는 PD-1/PD-L1 경로가 NMIBC에서 

BCG 요법에 대한 저항성의 주요 기전임을 시사한다.

최근 PD-1 억제제인 펨브롤리주맙을 CIS를 동반한 

BCG 무반응성 고위험군 NMIBC 환자들 중 근치적 방광

절제술을 거부하거나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사용하

는 것을 FDA가 승인하였다. 이 승인은 KEYNOTE-057 

(NCT02625961) 2상 임상시험의 예비적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CIS를 동반한 BCG 무반응성 고위험군 NMIBC 

환자 9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독

성 또는 고위험군 NMIBC가 발생하거나 종양이 진행될 때

까지 펨브롤리주맙 200 mg 정맥주사를 3주마다 투여했

다. 1차 목표는 고등급 NMIBC가 재발하지 않는 완전관해

율이었고, 2차 목표는 반응의 지속 기간이었다. 중위 추적

관찰기간이 28개월이었으며, 이때 완전관해율은 41.2%였

다. 완전관해에 도달한 39명 중에서, 반응이 지속된 기간

의 중위값은 16.2개월이었고, 39명 중 46%에서는 완전관

해가 12개월 이상 지속되었다(Table 3).53 완전관해에 도

달한 39명의 환자들 중 22명에서 종양이 재발하였으며, 

이 중 40%가 근치적 방광절제술을 시행받았고, 57명의 환

자들은 완전관해에 도달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이 중에서

는 47%가 방광절제술을 시행받았다. 펨브롤리주맙 치료 

후 방광절제술을 받은 36명의 환자들 중, 펨브롤리주맙 치

료 후 완전관해에 도달하지 않았던 3명에서만 MIBC로 진

행되었다. 환자들의 66%가 치료 관련 부작용을 경험하였

으나, 환자들의 13%에서만 3등급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하

였는데, 9%의 환자들이 치료 관련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

를 중단하였다. 면역 관련 부작용은 총 21명의 환자들에서 

발생하였고, 3명에서 3–4 등급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가

장 흔한 부작용은 13명에서 발생한 갑상선 관련 부작용이

었다. 펨브롤리주맙의 영구적 중단으로 이어진 심각한 부

작용 중에서는 간질성 폐렴이 가장 많았다.

2020년 8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위험 비근침습

성 방광암 환자 중 방광절제술이 불가능하거나 시행을 선

택하지 않았으며, 유두종 유무에 상관없이 상피내암을 동

반한 BCG-무반응성 고위험 비근침습성 방광암에서 펨브

롤리주맙의 적응증을 확대 승인했다.

PD-L1 억제제인 아테졸리주맙 또한 BCG 무반응

성 NMIBC를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다. 최근에 SWOG 

S1605 2상 임상시험(NCT02844816)의 결과가 2020 미

국임상종양학회 연례 화상회의(2020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Virtual Annual Meeting)에서 발

표되었다.54 이 연구는 BCG 무반응성 CIS 환자들 75명을 

대상으로 1년간 3주마다 아테졸리주맙 1,200 mg 정맥주

사를 투여하였다. 3개월 시점에 30명(41.1%)의 환자들에

서, 그리고 6개월 시점에 19명(26.0%)의 환자들에서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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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가 관찰되었다.

면역관문억제제에 대한 요로상피세포암의 반응은 분자

아형의 분류와 면역표지자를 이용해 예측될 수 있다. 여

러 연구들은 룬드 아형 분류법에 따른 “유전체적으로 불

안정한” 아형(“genomically unstable” Lund subtype 

classification)이 아테졸리주맙에 대한 최적의 반응과 연

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55 추가적으로, 암유전체 아틀

라스 코호트의 신경 아형(neuronal subtype)은 전환성장

인자-베타(transforming growth factor-beta) 발현이 

낮고 돌연변이/신항원 부하가 높은데, 이 아형은 진행성 

요로상피세포암에서 면역관문억제제에 대한 반응이 좋은 

것으로 보고되었다.55,56 높은 수준의 CD3과 PD-L1의 발

현 등의 면역표지자들은 UC에서 ICI에 대해 좋은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57 따라서, BCG 무반응성 NMIBC에서 ICI

가 사용되는 상황에서, 이들 분자 아형과 면역표지자들은 

치료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2. 바이러스 유전자 요법 

방광 내 바이러스 유전자 요법은 BCG 무반응성 NMIBC

를 대상으로 한 면역치료의 또다른 가능성을 제공한다. 종

양 용해 면역요법은 암세포에서 선택적으로 증식하고 암

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하며 이 과정에서 항암 면역반응

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바이러스들을 이용하는

데, 20여년 전에 암세포에서 선택적으로 증식하기 위해 설

계된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묘사된 이후, 종양 용해 면역요

법 분야는 크게 확장되었다.49 

CG0070은 인간 과립구-대식세포 콜로니 자극 인자

(human granulocyte-macrophage colony stimu-

lating factor, GM-CSF) 유전자를 포함하도록 변형

Table 3. Comparison of emerging novel drugs in BCG unresponsive NMIBC (with CIS)

Drug Pembrolizumab Atezolizumab CG0070 Instiladrin
(nadofaragene firadenovec)

Vicinium
(oportuzumab monatox)

Relevant clinical 
trial

KEYNOTE-057 
(NCT02625901) 
phase II, single-arm53

SWOG S1605 
(NCT02844816) 
phase II, single-
arm54

BOND2 
(NCT02365818), 
phase II, single-
arm62

NCT02773849 phase 
III, single-arm65,66

VISTA (NCT02449239) 
phase III, single-arm69

Mode of 
administration

Intravenous Intravenous Intravesical Intravesical Intravesical

Treatment dose & 
interval

200 mg every 3 wk for 
up to 24 mo

1,200 mg every 3 wk 
for 1 yr

Induction: weekly×6 
(1×1012 vp/mL) 

Second induction: 
weekly×6 at month 
3 (1×1012 vp/mL)

Maintenance: 
weekly×6 at mo 6 
(1×1012 vp/mL), 
every 6 mo

3×1011 vp/mL (75 mL) 
once every 3 mo (for 
up to 4 doses in the 
initial 12 mo)

Induction: 30 mg in 50-mL 
saline twice weekly for 
6 wk followed by once 
weekly for 6 wk, for a 
total of 12 wk

Maintenance: 30 mg in 50-
mL saline once weekly 
every other week for up 
to 104 wk

No. of enrolled 
patients

96 75 45 103 89

Primary end point CR rate (up to 3 yr) CR rate (at 6 mo) CR rate (at 6 mo) CR rate (at 3 mo) CR rate (up to 24 mo)
CR rate (%)
      At 3 months 40.6 41.1 - 53.4 40.0
      At 6 months - 26.0 50.0 40.8 28.0
      At 9 months - - 35.0 -
      At 12 months 23.6 - 29.0 24.3 17.0
      At 15 months 20.9 - - - -
      At 18 months 17.0 - - - 11.0
Duration of CR (mo) 16.2 Not reported Not reported Not reported 9.4
Treatment related 

grade 3–5 adverse 
effects (%)

12.7 12.3 No 3.8 4.0

BCG: bacillus Calmette-Guerin, NMIBC: nonmuscle invasive bladder cancer, CIS: carcinoma in situ, CR: complete r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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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종양 용해 아데노바이러스로 망막모세포종 유전자

(Retinoblastoma, Rb)가 소실된 세포에서 선택적으로 증

식하며, 종양세포의 용해와 종양특이항원의 방출을 촉진

하고, 국소적 GM-CSF 발현을 촉진한다. 이는 항원제시

세포를 활성화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되는 항암 면역반응을 

유도하며, 결과적으로 백신으로서 작용한다. 35명의 BCG 

무반응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한 1상 

임상시험에서, CG0070은 48.6%의 반응률과 10.4개월의 

무재발 지속 기간을 보였으며, Rb가 소실된 종양을 가진 

환자들에서 더 높은 반응률을 보였다.58 BOND2 2상 임상

시험(NCT02365818)은 고등급 BCG 무반응성 NMIBC

를 가지면서 근치적 방광절제술을 거부한 45명의 환자들

을 대상으로 했는데, 방광 내 CG0070 요법은 CIS 포함 

NMIBC 환자에서 50% (CIS만 있는 NMIBC 환자에서는 

58%)의 완전관해율을 6개월 시점에 보였다.59 현재 진행되

고 있는 BOND3 3상 임상시험(NCT04452591)은 BCG 

무반응성 NMIBC 환자에서 방광 내 CG0070 단독요법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하나의 바이러스 유전자 요법은 인스틸라드린(rAd-

IFNα/Syn3, nadofaragene firadenovec)으로, 이는 종

양억제 기능을 갖는 IFNα-2b 유전자를 포함하는 재조

합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이다. 인스틸라드린은 17명의 

BCG 무반응성 NMIBC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한 1

상 임상시험에서 방광 내 인스틸라드린 요법 후 12개월 

시점의 완전관해율이 36%였다.60 40명의 BCG 무반응성 

NMIBC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다른 다기관 2상 임

상시험(NCT01687244)에서는 3개월 시점의 완전관해

율이 약 57%였으며, 35%의 환자들이 12개월에 이르기

까지 무재발상태를 유지했다.61 한 단일군 3상 임상시험

(NCT02773849)의 결과의 중간 분석이 2019년 12월에 

비뇨기계 종양학회(Society of Urologic Oncology)에

서 발표되었다.62,63 103명의 CIS 환자들과 48명의 유두상 

종양(papillary disease) NMBIC 환자들로 이루어진, 총 

151명의 환자들이 해당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방광 내 인

스틸라드린 요법 후 CIS 환자들의 53%가 3개월 시점에 완

전관해를 나타냈고, 24.3%의 환자들이 12개월 시점에 무

병상태를 유지했다(Table 3).62,63 유두상 종양 NMIBC 환

자들에서는 12개월 시점에 완전관해율이 43.8%로 더 좋

은 결과를 보였다.

3. 항체-약물 결합 제제

항체-약물 결합 제제는 특이성이 높은 단일클론항체와 

활동성이 높은 세포독성 약제를 합친 새로운 약제들로, 요

로상피세포암은 이들 약물의 이상적인 표적이 될 수 있

는데, 이는 암세포가 특징적인 세포 표면 항원을 발현하

여 특이적으로 목표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넥틴-4-유

도 항체(Nectin-4-directed antibody)와 미세소관 억제

제로 이루어진 ADC인 엔포르투맙 베도틴(enfortumab 

vedotin)은, 단일군 2상 임상시험인 EV-201 임상시험의 

결과에 근거하여 전이성 요로상피세포함의 치료 목적으로 

FDA의 승인을 받은 첫 ADC이다.64

비시니움(Vicinium, oportuzumab monatox)는 인간

화 항-EpCAM (epithelial cell adhesion molecule, 상피

세포 부착 분자) 단일 사슬 항체와 녹농균(Pseudomonas) 

외독소 A를 연결한 재조합 단백질이다. 비시니움의 효과

는 45명의 BCG 무반응성 CIS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한 2상 임상시험(NCT00462488)에서 보고되었는데, 참

여한 환자의 40% (18/45)가 비시니움 주입 3개월 후 완

전관해에 도달하였으며, 12개월 완전관해율은 15.6%였

고, 치료 관련 부작용은 미미했다.65 현재 3상 VISTA 임상

시험(NCT02449239)이 더 많은 수의 유사한 BCG 무반

응성 NMIBC 환자들을 대상으로 방광 내 비시니움 요법의 

효능과 임상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

며, 2020년 AUA 연간 모임에서 그 중간 분석 결과가 발표

되었다.66 마지막 BCG 치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발한 CIS 

환자들(n=89)에서, 방광 내 비시니움 요법은 3, 6, 12, 24

개월 시점의 완전관해율이 각각 40%, 28%, 17%, 11%였

으며, 순수한 유두상 NMIBC 환자들(n=38)에서 더 긍정적

인 결과가 관찰되었는데, 3, 6, 12, 24개월의 무재발률이 

각각 71%, 58%, 50%, 37%였다.66 추가적으로, 비시니움

은 환자들에게 높은 순응도를 보였는데, 52%의 환자들이 

치료 관련 부작용을 경험하였으나 이 중 대다수가 1–2 등

급으로 경미하였다.66

Table 3은 BCG 무반응성 NMIBC 환자들을 대상으로 

최근에 연구된 바 있는 5가지의 대표적인 새로운 치료제

들(펨브롤리주맙, 아테졸리주맙, CG0070, 인스틸라드린, 

비시니움)을 요약한다.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되었지만, 적

은 표본 수가 연구의 한계로 작용하므로 다기관 대단위의 

잘 설계된 연구결과가 추가된다면 머지않아 실제 진료 환

경에서 BCG 무반응성 NMIBC 환자들을 대상으로 방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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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하는 구조요법으로서 이러한 약제들이 사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4.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억제제

에르다피티닙은 범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pan-

firb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FGFR) 인산화효

소 억제제이며, BLC2001 2상 임상시험의 결과를 근거

로, 감수성이 있는 FGFR3/2의 돌연변이를 가지는 전이

성 요로상피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2차 이상의 치료약제로

서 FDA의 승인을 받았다.67 해당 연구에서, 등록된 환자 

전원(n=99)을 대상으로 확인된 에르다피티닙의 반응률은 

40%였으며, 과거에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은 적이 있

는 환자들(n=22)을 대상으로 확인된 반응률은 59%였다.67 

FGFR3의 돌연변이가 낮은 등급과 병기의 NMIBC, 그리

고 더 좋은 예후와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

로 FGFR3의 돌연변이를 가지는 환자들은 면역관문억제

제에 대해 더 낮은 반응률을 보이므로, FGFR3 돌연변이

는 항암면역반응을 보이는 BCG 요법에 대한 불응성을 예

측하는 인자로 추정된다. 관련된 연구 결과가 2019년 12

월 Society of Urologic Oncology 모임에서 발표되었는

데, 방광 내 BCG 치료를 받은 119명의 고등급 NMIBC 환

자들 중에서 FGFR3 돌연변이는 51명에서 관찰되었다. 중

위 추적 관찰 기간 60개월 동안 FGFR3 돌연변이군에서 

보다 낮은 무재발율을 보였는데(39% vs. 65%, p<0.05), 

이러한 결과들은 FGFR3 돌연변이가 BCG 치료 후 재발의 

예측인자임을 암시하며, FGFR3 돌연변이를 가진 NMIBC 

환자들은 FGFR3 인산화효소 억제제를 이용하는 대체 요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가설에 기반하여, BCG 무반응성 

NMIBC 환자들을 대상으로 에르다피티닙의 사용을 연구

하는 한 2상 임상시험(NCT04172675)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68

결      론

BCG 무반응성 비근침윤성 방광암은 최종 BCG 요법으

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발한 고위험 비근침윤성 방광암이

나 12개월 이내에 재발한 상피내암으로 정의되며, 이는 종

양의 진행율과 심지어 사망율을 증가시킨다. 현재 근치적 

방광절제술이 BCG 무반응성 비근침윤성 방광암의 구조요

법으로 권고되지만, 근치적 방광절제술과 관련된 높은 이

환률과 사망률을 감안하였을 때, 비수술적이고 방광 보존

적인 치료법이 필요하다. 현 시점까지 다양한 방광 내 요법

과 전신요법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전신 면

역관문억제제(펨브롤리주맙과 아테졸리주맙), 방광 내 바

이러스 유전자 요법(CG0070과 인스틸라드린), 그리고 방

광 내 비시니움 요법이, CIS를 동반한 BCG 무반응성 고위

험군 비근침윤성 방광암 환자들 중 근치적 방광절제술이 

불가능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비수술적 치료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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