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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암 치료 및 예후 관련 연구들은 암세포의 유전적 특성을 분석하여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암세포의 유전적 변이양

상(mutational profile)을 평가하여 이를 근거로 적정한 치료방법을 찾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유전적 변이양상은 암의 진행과 전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측면을 보인다. 이로 인해 암

세포가 항암제를 포함한 약제에 대한 저항성을 획득하게 되고 결국엔 환자의 암 관련 사망에 주

요 원인이 되어왔다 [1]. 그렇기 때문에 원발암 부위와 전이부위 모두의 유전적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전에는 이러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암의 전이 부위에서 조직을 떼어내어 생

검(solid biopsy)해야만 했다. 하지만 조직을 떼어 내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 

종양에 접근하여 제거하기엔 위험한 경우가 많아 생검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종양 내 

비균질성(heterogeneity) 등으로 인해 생검 결과가 전체 종양의 특성을 반영하는가에 대한 근본

적인 의문이 있어왔다 [2,3]. 게다가, 원발병소와 전이병소 간에 유전적 차이 때문에 특정 병소의 

조직생검 결과를 바탕으로 암종의 유전적 변이양상을 해석하기에 무리한 측면이 있고, 종양의 유

전적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여러 번의 조직 생검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표 1. 전통적인 조직 생검과 액체 생검의 각 장점과 한계점 비교 [2]

조직 생검 ( Tissue Biopsy ) 액체 생검 ( Liquid Biopsy )

표준화된 암 진단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음 임상적용을 위한 연구 단계
조직학적 분석 및 병기 설정 가능 유리 암세포만 조직학적 분석 가능

검체 획득 불가능한 경우 있음

쉽게 검체 획득 가능
조직 생검 보다 빠르게 재검 가능
혈액 및 체내분비물에 소량 존재
위음성 위험성

침습적 술기를 요구
조직검사 후 합병증 발생 가능 최소 침습적 술기로 가능

국소적 분석만 가능
고등급 병기 혹은 전이성 종양에서 종양 내부 혹은 종양 
병소간의 이질성(heterogeneity)를 반영하지 못함

충분한 DNA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 이론적으로 종양 내부와 
각 병소 간의 이질성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분석 가능

연속적인 모니터링 불가 함
암종의 분자적 변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지 못함

연속적인 모니터링 가능
환자의 치료나 예후 경과관찰 중 어느 시점에서든 검사 가능
암종의 유전적 변형을 실시간으로 경과관찰 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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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러한 조직 생검의 한계를 극복하며 보다 덜 침습적이고 실시간으로 암 조직의 유전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검사방법이 개발되어 왔는데, 조직 생검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액체 생검(liquid biopsy)이다 [2]. 혈액과 소

변을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액체 생검은 특정 시기의 체내 암종의 모든 subclone을 반영하고 암종의 유전적 변이를 연

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1]. 액체 생검 분야 연구 초기에는 액체 생검 검체를 분석하는 

방법의 효율 및 비용 면에서 한계가 있어 연구개발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차세대염기서열(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을 활용한 유전체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암세포에서 유리된 세포, 유전체 등 을 분석에 활용하기

가 매우 용이해졌다 [4].

액체 생검 연구 초기에는 대부분이 유리 암세포(Circulating Tumor Cells, CTC)를 대상으로 한 결과를 보고했었으

나 현재는 그 범위를 넓혀 세포 유리 핵산들(DNA, 메신저RNA, 비암호화RNA e.g. 마이크로RNA, 긴 비암호화RNA), 엑

소좀(exosomes) 혹은 종양혈소판(tumor educated platelets)까지 연구 대상이 확대되어 왔다 [2]. 많은 연구자들이 

그 중에서도 유리 암세포, 유리 암 DNA (Circulating Tumor DNA, ctDNA), 엑소좀을 액체 생검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 비뇨기계 암의 액체 생검 연구 근황

신장암, 방광암, 그리고 전립선암은 비뇨기계의 대표적인 암종으로 그 유병률과 사망률이 최근 몇 년 사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추세로 알려져 있다 [5]. 이와 같은 유병률 증가에도 해당 비뇨기계 암종에 대한 바이오마커 개발이 타 장

기 암종들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으로, 전립선암의 경우 현재까지 PSA (prostate-specific antigen)를 주요한 바이

오마커로 활용 해왔으나, 여전히 진단을 위해서는 전립선 조직검사가 필수적이고 과진단(overdiagnosis)과 과치료

(overtreatment)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6,7]. 신세포암은 스크리닝을 위한 특정 바이오마커는 정립된 것 이 없

으며 대부분이 검진 목적의 복부 검사 중 우연히 발견되어 진단된다 [8]. 또한, 진행성 신세포암은 표적치료와 면역치

료를 주요한 치료방법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반응률이 낮고 바이오마커를 기반으로 한 치료 전략이 부재한 

상태다 [9]. 이처럼, 비뇨기계암은 폐암의 EGFR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나 유방암의 HER2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와 같은 진단/치료의 주요한 역할을 할 만한 바이오마커가 부족한 상황이다 

[10]. 비뇨기계암의 진단 및 예후예측을 위한 바이오마커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액체생검 연구들이 이뤄져 왔고 

유리 암세포, 유리 암 DNA, 그리고 엑소좀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2.1. 유리 암세포(CTC)

유리 암세포는 원발암 병소나 전이병소에서 유리된 암세포가 체내 순환계로 배출되는 것을 지칭한다. 순환계 내에

서 짧은 반감기(<1-2.5 시간)와 혈액 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만 존재하는 것이 바이오 마커로서 제한점으로 작용한다

고 알려져 있다. 

2.1.1. 신장암

지금까지 알려진 신장암의 유리 암세포를 활용한 액체 생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리 암세포의 탐지확률은 신세포

암의 병기가 올라가면서 증가하였으며 전이 유무에 따라서 탐지 확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탐지되

는 유리 암세포의 숫자는 전이성 신세포암에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나 4기 신세포암에서는 수술 전 다른 병기보다 유

독 유리 암세포의 숫자가 크게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RENAL score, Fuhrman grade, 혹은 신정맥 침



96 www.urodigest.com

강병진 · 하홍구, 비뇨기암의 액체 생검의 연구 현황과 미래

범 유무와 유리 암세포의 숫자와는 뚜렷한 연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1]. 이렇게, 유리 암세포를 신장암의 

예후 예측 인자 및 치료 반응에 대한 바이오마커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마다 차이가 있어 임상현장에서 유

리 암세포를 활용한 액체 생검의 가능성을 논하기에는 이른 상태다. 유리 암세포 탐지기술의 정확성이 향상되고 유리 

암세포의 정의와 탐지 방법 등 이 표준화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맞춘 연구 결과가 좀 더 축적되어야 임상현장에서 활

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된다 [12].

2.1.2. 방광암

Rink 외 여러 연구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방광암으로 방광절제술을 시행한 환자 중에서 유리 암세포가 발견되

는 환자군에서 더 높은 재발률과 더 나쁜 암 특이적 생존율(cancer specific survival)을 보였다고 한다 [13,14]. 

현재 방광암 환자에서 유리 암세포 내에 존재하는 유전자 발현이나 전사체를 탐지하기 위해서 RT-PCR과 같은 기술

이 적용되고 있으며 유리 암세포의 분자적-기능적 특성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결

과에 따르면, EGFR, KRT19, UPKII, 그리고 TNC (tenascin C) 같은 전사체들을 유리 암세포 내에서 발견하였고 이것들

이 방광암의 예후와 연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유리 암세포 내부에서 UPKII, BRC5, IGFBP7, SNX16, 

CSPG6, CTSD, CHD2, NELL2, TRFRSF7 같은 유전자들이 방광암의 진행상태에 따라서 유전자 발현량에 차이를 보이

고 이를 이용하여 원격 전이를 일찍 탐지하거나 예후예측인자로 활용 해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 [13].

2.1.3. 전립선암

전립선암 연구 분야에서도 유리 암세포의 생물학적-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연구가 이뤄져 왔다. 유리 암세포에서 주로 

발현되는 특정 항원(EpCAM, DAPI 등)과 발현되지 않는 항원들(CD45, CD66b 등)을 이용하여 유리 암세포 탐지에 활용 

하기도 하였으며 유리 암세포가 정상세포와 다른 물리적 특징을 가지는 것을 활용하여 탐지 및 전립선암 진단에 활용 

하는 방안들이 제시 되어 왔다 [15]. de Bono 등 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의 전체 생존률

(overall survival, OS), 암특이적 생존율(cancer-specific survival), 그리고 무진행 생존율(progression-free survival)

이 유리 암세포와 연관성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유리 암세포를 바이오 마커로서 활용 가능함을 보고하였다 [16].

2.2. 유리 암 DNA (ctDNA)

세포 유리 DNA (cell free DNA, cfDNA)는 200bp 미만의 짧은 DNA 분절로, 세포자살이나 정상 세포나 암세포의 괴

사 과정에서 세포 밖으로 유리된다. 대략적으로 인간에서 발생하는 암종의 절반에서 이러한 세포 유리 DNA가 발견된

다고 한다 [17]. 세포 유리 DNA는 다양한 세포에서 기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중에서 암세포에서 기인된 것

을 유리 암 DNA라고 부른다. 암세포의 유리 암 DNA 분절은 정상 세포의 세포 유리 DNA 분절보다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유리 암 DNA의 반감기는 16분에서 수시간 정도이다 [15].

2.2.1. 신장암

전이성 암종의 위치에 따라서 유리 암 DNA의 발견 확률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는데, 방광, 췌장, 대장, 유방, 간, 위암

의 경우에는 75% 이상의 환자에서 유리 암 DNA가 발견되는 반면, 전이성 신장암, 전립선암, 그리고 갑상선암에서는 

유리 암 DNA의 발견 확률이 50% 미만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리고 암종의 병기가 올라갈수록 유리 암 DNA의 농도



www.urodigest.com 97

비뇨의학 Urology Digest 3(3):94-101(2022)

가 공통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신장암에서 한 번의 유리 암 DNA을 탐지하고 유전적 변이를 분석하

는 것은 당시 조직내 유전자 분석과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여러 번 유리 암 DNA 분석을 시행

하여 신장암의 진단 및 재발 여부, 예후 예측에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들이 진행 되어왔다.

신장암의 유리 암 DNA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시행한 연구들에 따르면, 유리 암 DNA의 TSC1/TSC2/MTOR 유전자 변

형 여부를 이용하여 전이성 신장암의 표적치료 반응률을 예측하는데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신장

암 악성도와 관련 있는 SETD2, PBRM1, BAP1, KDM5C, MTOR 유전자들의 돌연변이를 유리 암 DNA 분석 시 확인하여 

예후 예측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18].

유리 암 DNA의 양적 분석을 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유리 암 DNA 상 여러 유전자들의 과메틸화(hypermethylation)

를 이용하여 진단 바이오마커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들이 제시 되었다. 여러 유전자들의 메틸화 빈도를 분석해본 결

과, 신장암 진단에 민감도가 62.9% 그리고 특이도는 87% 였다고 하며 특히 SHOX2 유전자의 메틸화를 조직과 유리 

암 DNA 상에서 확인한 것 을 근거로 고병기의 암 진단 및 수술 이후 재발 / 사망을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로 활용 가능

할 것 이라고 분석 하였다 [19].

2.2.2. 방광암

유리 암 DNA 상 유전적 변이와 관련한 연구들에 따르면 요로상피암의 진단과 병기 설정에 유리암 DNA의 활용 가능

성을 발견하였고 이를 세포검사(cytology)와 함께 적용한 검사방법이 FDA에 승인 받기도 하였다 [20]. 그 외 에 다른 

연구 그룹에서는 FGFR3, ERBB2, EGFR 등 방광암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전자의 변이를 유리 암 DNA 

상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검사패널이 개발하여 적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21]. 하지만, 유전자변형에 관한 연구와

는 달리, 유리 암 DNA 내 유전자 발현을 활용한 방광암 분석에서는 많은 논란이 남아있는 상태로 이와 관련한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방광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리 암 DNA 채집에 표준화된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한 가장 최선의 

채집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과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암 유리 DNA 상 유전적 변이가 종양 조직 내 유

전적 변이를 반영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이며 이를 활용한 진단과 예후예측 가능성 또한 좀 더 많

은 연구 결과를 확인해야만 가늠 할 수 있을 것 이다.

2.2.3. 전립선암

전립선암에서 유리 암 DNA에 관한 연구는 그 특징적인 분절패턴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 왔는데 이러한 특징을 활

용하여 전립선암 진단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가 보고 되었다 [15]. 또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

선암 환자의 암 유리 DNA의 특징적인 유전체 프로파일을 활용하여 치료 및 예후 예측에 활용 가능한 바이오마커로 개

발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되고 있다 [22].

체액 중 암 유리 DNA의 농도와 비율이 전립선암의 중요한 예후예측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는데, 암이 진행됨에 따

라서, 암 유리 DNA의 농도가 증가하며 이는 전체 생존율(overall survival) 저하와 연관되어 있음이 보고되었다. 하지

만, 암 유리 DNA 내에 발생한 변이가 원발 전립선암 병소나 전이 병소 조직 내 유전자 변이와 일치하여 나타나는 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암 유리 DNA가 약물 혹은 방사선 치료에 대한 반응으로 유

전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실시간으로 추적 관찰하여 치료 효과와 초기 진행을 모니터링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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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엑소좀(Exosome)

엑소좀은 세포 외로 분지되는 소포체로 지질 이중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것들은 세포 사이 신호전달에 중요한 역

할 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세포 분화, 세포 이동, 그리고 정상 조직 상태를 유지하는데 관여한다. 엑소좀은 정상

세포(상피, 중간엽, 그리고 면역 세포) 뿐만 아니라 암세포에서도 분비되어 혈액, 소변, 객담에까지 검출된다. 엑소좀은 

암세포의 단백질, 지질, 대사체, RNA(메신저RNA 그리고 마이크로RNA 등), 그리고 DNA를 함유하면서 세포에서 분비

된다. 이때 특정 표면 단백질들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활용한 바이오마커 개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엑소

좀은 내부의 유전정보를 타 세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통해 암종의 원격 전이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14,15]. 엑소좀의 탐지는 원심분리를 이용하는 것이 최근 표준적인 방법이 되었고 최근에는 추가적으로 

필터링 기법, 밀도차를 이용한 방법, 크로마토그래피까지 적용 중 인 사례들이 보고 되고 있다.

비뇨기계암에서는 특히 소변내 존재하는 엑소좀의 유전체 분석을 활용한 액체 생검 분야가 각광받았는데, 비뇨기계

암이 특징적으로 소변이 생성되고 이동, 배출하는 경로 중에 주로 발생하는 암종으로 종양세포가 소변으로 직접적으

로 엑소좀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10.24]. Xu 등이 소변 내 엑소좀를 활용한 비뇨기계암 진단에 관한 체계적 문헌 고찰

을 한 연구에 따르면 엑소좀을 활용한 전체 진단 민감도와 특이도가 각각 0.83 (95% CI, 0.78–0.88) 그리고 0.88 (95% 

CI, 0.81–0.92) 이었다. 엑소좀 내 분석 대상에 따라서 비교해 보았을 때 핵산 분석을 한 그룹에서 민감도가 0.84 (95% 

CI 0.78–0.89) 그리고 특이도가 0.89 (95% CI 0.82–0.93)로 확인되었고 비핵산 분석 그룹에 비해서 진단 민감도 와 특

이도에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10]. 이러한 소변 내 엑소좀을 활용한 진단 방법은 기존에 해왔던 소변 세포검

사(Urine cytology)가 비교적 낮은 민감도(7-17%)를 가지는 것에 대비해 뚜렷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25].

2.3.1. 신장암

신장암에서 엑소좀은 중요한 병인성 작용을 하는데, 투명세포타입의 전형적인 신세포암에서 기원한 엑소좀에는 자

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의 작용을 억제하는 TGT-b1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다고 하며 신세포암의 암 줄기세포

(cancer stem cell)에서 기원한 엑소좀은 암조직의 증식을 촉진하고 투명세포타입의 신세포암의 상피에서 중간엽으

로의 전이(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EMT)를 유발하여 암의 타장기 침투와 원격 전이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26].

그 외에도 엑소좀을 신장암의 바이오마커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 중이며 특히 소변에서 검출되는 엑소좀 

내부의 마이크로RNA 연구가 대표적이다.

엑소좀 내 마이크로RNA 중 miR-126-3p와 miR-449a 혹은 miR-34b-5p를 활용하여 투명세포형 신세포암을 진단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가 보고되었고 그 외에 다른 마이크로RNA들을 활용한 진단 바이오마커 연구가 현

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신세포암의 냉동치료(cryoablation) 전후에 특정 마이크로RNA가 감소하는 것에 착안하

여 치료반응을 모니터링하는 바이오마커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도 보고 되었다 [27]. 한편, Xu 등 은 신장암의 

엑소좀에 의해서 자극 받은 면역세포(CD8 T cell)를 GM-CSF와 인터루킨-12와 결합시켜 자가 항암효과를 실험실상에 

구현한 결과도 발표 하였다 [28].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엑소좀을 활용하여 신장암의 진단에서부터 예

후예측, 치료목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29].

2.3.2. 방광암

방광암 세포에서 분지되어 나온 엑소좀은 혈액과 소변에서 검출되며 이 엑소좀에는 단백질, 핵산 등 이 포함되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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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기능 및 방광암의 진행 및 전이와 연관된 기능적 요소들을 안정적으로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30]. 이를 활용

한 방광암의 진단 및 예후 인자 개발 연구가 활발히 이뤄졌다.

엑소좀 내에 존재하는 긴 비암호화 RNA (long-noncoding RNA, LncRNA)와 마이크로RNA들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긴 비암호화RNA가 세포 간의 신호전달에 관여하고 비침습적인 방광암 진단 바이오마커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

져 있으며, 마이크로RNA를 함께 탐지하여 방광암의 진단에 활용한 연구에서는 AUC 값이 0.854에 이르러 기존에 임상

현장에서 사용 중 인 소변내 세포검사(cytology)보다 방광암 진단에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또한 lncRNA PCAT-1 같은 

특정 긴 비암호화RNA는 독립적인 예후예측인자로 적용할 수 있었고 그 외에도 특정 긴 비암호화RNA 발현량의 증가 

된 경우에 비근육침범 방광암(non-muscle invasive bladder cancer)의 무재발 생존기간이 다른 환자군에 비해 짧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31]. 그 외에도 소변에서 검출한 엑소좀 내 마이크로RNA 등을 분석하여 방광암에서 암의 원격 전

이와 진행, 세포자살 등과 관련성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 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체액 내 엑소좀을 활용하여 

방광암의 진단과 예후예측에 중요한 비침습적 바이오마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32].

2.3.3. 전립선암

전립선암에서 엑소좀은 암의 진행과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엑소좀은 암세포의 세포자살을 막고 면역회피, 

항암저항성 전달, 암세포의 이동 및 정상조직 침투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내부에 있는 지질, 단백질, 전사체

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 중에서 엑소좀내에 존재하는 전사체를 대상으로한 연구들이 진행 중 으로, PSA, PCA3, ERG, AR, 혹은 AR-V7의 

전사체 분석(ddPCR, real-time PCR, and RNA-seq)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13]. 

엑소좀 내 전사체를 분석하여 전립선암의 진단, 예후 예측 그리고 치료 전략에 엑소좀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

인 사례들을 여러 연구 그룹에서 발표하였다. 엑소좀을 분석하여 악성도가 높은 전립선암을 판별하고 치료저항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고, 그 외 다른 연구에서는 조직검사 당시 PSA수치가 grey zone에 해당하는 환자들 

중 에서 악성도가 높은 암을 소변 내에 존재하는 엑소좀을 분석하여 감별할 수 있었다고 발표 하였다 [23]. 또한, 엑소

좀 내부에 마이크로RNA 프로파일을 분석하여 전립선암의 진단/예후 예측/치료 반응과의 연관성을 제시한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miR-141, miR-375, miR-21 그리고 let-7가 주요 대표적인 마이크로RNA 로 알려져 있다. 연구자들

은 재발성 전이성 전립선암에서 혈중 엑소좀 내에 miR-141과 miR-375가 재발하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과발현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특히, miR-141은 전립선비대증 환자 및 건강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도 발현에 차이를 보여 진

단/예후 예측의 주요한 바이오마커로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 또한, 전립선암 환자군에서 방사선 치료에 따라서 엑소좀 

내에 마이크로RNA를 포함한 분자프로파일이 변화하는 것을 활용하여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결과도 있었다 [33].

3. 액체 생검 제한점 관련 내용

액체 생검은 앞서 다뤘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진단 방법으로 그 가치를 점점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임상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있다. 액체 생검을 위해 검체를 채취하고 분석하는 방법이 확립되어 있

지 않으며 정상 세포 구성물들로 인한 오염 가능성으로 정확성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 있다. 또한, 액체 생검에 활용하는 

검체들은 반감기가 조직생검 검체 보다 현저하게 짧기 때문에 검체 채집부터 분석까지 빠른 시간내에 이뤄져야만 하

는 어려움이있다. 이러한 제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및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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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보완,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34].

소변 샘플을 이용한 액체 생검은 비뇨의학과 영역에서 주목받고 있기는 하지만 혈액샘플 보다도 각종 오염 가능성

이 높고 이로 인한 DNA 손상 혹은 중합효소연쇄반응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점이 큰 한계점 이다. 예를 들

어, 소변 속에 고농도로 존재하는 요소(urea)는 중합효소연쇄반응에서 작용하는 polymerase를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

고 그 외 에도 각종 핵산분해효소들(DNase 혹은 RNase)이 세포 유리 DNA를 분해할 수 있어 분석에 제한점으로 작용

할 수 있다 [35].

4. 결론

액체 생검은 아직 정확성과 실험방법의 비표준화 등의 제한점들이 존재하지만, 전통적인 조직 생검에 비해 두드러

지는 장점들이 충분하다. 특히나 비뇨기계암은 혈액과 더불어 소변을 활용한 액체 생검을 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스크리닝/진단 및 치료 예후 평가 등에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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