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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중년 이후의 남성들 사이에 전립선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립선암은 여성의 유방암처럼 남자에서 매우 흔하며, 서양의 경우는 남성암 중 가장 흔

하게 발생한다. 동양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5위, 일본의 경우 3위로 높은 빈도의 암이다. 전립

선암은 고령에서 주로 발생하는 종양으로 최근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년 내에 3대 남성 종양으로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전립선암은 주로 혈청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이 정상치보다 증가

되어 있을 때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을 내리게 된다. PSA는 우수한 종양마커이지만 전립선 조직

에 대한 항원이지 전립선암세포 특이 항원이 아니어서, 심한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및 전립선 

결석과 같은 암이 아닌 질환에서도 PSA가 증가한다. PSA가 통상 3-4 ng/ml 이상이면 전립선암

을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PSA는 특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성 생검 비율이 매우 높다 [1]. 즉 

불필요한 생검이 70-85%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남성들이 혈청 PSA 수치가 

높지만 전립선 생검에서 음성 소견을 보이며 전립선암에 대한 정확한 진단 검사가 부족하다는 

점 [2] 때문에 경직장 초음파 검사, CT, MRI 등의 많은 추가적인 검사를 생검과 함께 혹은 전후에 

시행하게 된다. 

PSA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바이오마커가 제안되었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재현성이 

떨어지고, 고비용, 복잡한 검출 방법 등으로 임상에서 사용하는데 많은 제한이 따른다 [3]. 따라

서 간편하고, 일정하며, 신뢰성 있는 검출 방법과 우수한 재현성을 갖춘 전립선암의 새로운 진단 

바이오마커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들어 전립선암을 포함한 많은 고형 종양의 진단에 

비침습적인 “액체 생검”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4,5]. 특히 소변은 간편하고 비침

습적으로 얻을 수 있어 전립선암의 진단 바이오마커 연구에 가장 좋은 소재로 여겨지기 시작하

였다. 

종양 유래 괴사 또는 세포사멸로부터 유래한 순환성 cell-free DNA와 순환성 RNA (microRNAs 

[miRNAs], 긴 비암호화 RNA (lncRNA), 메신저 RNA) 등이 전립샘관을 통해 요도로 방출된다. 따

라서 소변에서 이들을 찾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6-8]. 소변 기반 액체 생검은 전

립선암의 이질성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액을 통하여 마커를 찾는 방법에 비하면 훨씬 많은 

장점이 있다 [9]. 액체 생검의 여러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낮은 특이도와 민감도, 표준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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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재현성 등으로 인하여 임상 적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10]. 상대적 정량화(relative quantification)를 통하여 

전립선암의 진단 마커를 찾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real-time PCR (RT-PCR)이지만, 소변에는 신뢰

할 수 있는 내인성 참조 miRNA가 없기 때문에 실용화가 어려웠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표준화법들이 소개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방법 역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11].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유전자의 발현 패

턴을 동시에 측정하는 비율 분석법을 본 저자는 개발하였다. 이 전략은 내인성 참조 miRNA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

에 비율 분석은 RT-PCR 데이터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선행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소변을 이용한 miRNA array를 수행하여 전립선암과 전립선비대증 사이에서 다르

게 발현되는 miRNA를 선택할 수 있었다 [12-14]. 수많은 반복 실험을 통하여 2개의 후보 miRNA (miR-H9 및 

miR-3659)를 소변에서 선택하였다 [12,13]. 선택된 miR-H9 / miR-3659 의 상대값은 상당히 재현성이 높으며 안

정적으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얻은 결과가 전립선암의 진단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헬싱키 선언에 설명된 관련 법률과 규정, 우수한 임상 관행 및 윤리적 원칙을 준수하였으며, 연구계획서는 

충북대학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전립선비대증 및 전립선암 환자의 소변 시료는 국립 인체자원

은행으로부터 분양 받았다. 생검을 받는 환자의 경우 시술 직전에 소변 샘플을 채취하였다. 혈청 PSA 농도는 3–10 

ng/ml로 “PSA gray zone”으로 정의하였다.

소변 시료는 Genolution 소변 miRNA 정제 키트(Genolution Pharmacies Inc., Seoul)를 사용하여 miRNA를 정제하

였다. 분리된 miRNA의 농도는 Quant-IT RiboGreen RNA Reagent and Kit (Invitroge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cDNA는 제조사의 프로토콜에 따라 Mir-XTM miRNA First Strand cDNA Synthesis Kit (Clontech, TAKARA Bio Inc., 

Otsu, Japan)를 사용하여 합성하였다.

500례 이상의 소변 시료를 통한 선행 연구에서 전립선비대증과 비교하여 전립선암에서 상향 발현되는 miR-H9 및 

하향 발현되는 miR-3659를 찾아서 진단 마커로 선택하였으며 이들을 대상 miRNA로 설정한 RT-PCR 방법을 통하여 

정량화를 시행하였다. 

miRNA의 발현 비율은 상향 발현된 miRNA (miR-H9)를 분자로 사용하고, 하향 발현된 miRNA (miR-3659)를 분모

로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림 1].

수신자 조작 특성(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곡선을 그리고 곡선 아래의 면적(area under curve 

[AUC])을 계산하여 PSA 및 이들 miRNA 발현 비율의 진단 성능을 평가하였다. 

그림 1. miRNA의 발현 비율 모식도. 현재 소변 샘플에는 신뢰할 수 있는 표준 miRNA가 없다. 발현 비율 분석은 소변의 표준 miRNA를 기반으로 
한 정규화가 필요하지 않다.



134 www.urodigest.com

김원재, 소변 miRNA를 이용한 전립선암 진단법

3. 결과

miR-H9 / miR-3659의 발현 비율은 전립선비대증군(중앙값, 13.45; IQR, 11.44–14.93)보다 전립선암군(중앙값, 

17.27; IQR, 14.52-19.97)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p<0.001) [그림 2A]. 기준 PSA 값으로 환자를 분류한 후, PSA gray 

zone (3-10 ng/ml) 내 환자[그림 2C]와 PSA>10 ng/ml 환자[그림 2D]의 전립선암군과 전립선비대증군 사이에 

miR-H9 / miR-3659 발현 비율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둘 다 p<0.05). 그러나 PSA가 3ng/ml 미만인 환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림 2B].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miRNA의 발현 비율이 전립선암의 진단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dds ratios 1.479, 95% 신뢰 구간[CI] 1.256–1.740, p<0.001, [표 1]).

miR-H9 / miR-3659 발현 비율의 AUC는 0.803 (95% CI, 0.725–0.881) (p<0.001)으로 PSA (AUC, 0.857; 95% CI, 

0.790–0.925) (p<0.001)와 유사하였다 [그림 3A]. ROC 곡선상 miR-H9 / miR-3659의 발현 비율과 PSA 값 사이에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287). 하위 그룹 분석 결과, PSA gray zone내의 환자에서 miR-H9 / miR-3659 비율

의 AUC가 PSA 검사의 AUC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OC 곡선 비교, p=0.034) [그림 3B].

병리학적 특징과 관련하여, 전립선전적출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 miR-H9 / miR-3659의 발현 비율과 병기 및 

Gleason score 사이에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다.

2022년 현재 소변을 이용한 miR-H9 / miR-3659 검사법은 유로테크(https://www.uro-tech.co.kr)에서 생산

(mirCaP test)하여 전립선암 유전자 검진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전립선암 진단을 위한 탐색 및 확증 임상은 다기관연

구를 통하여 진행 중에 있다.

그림 2. (A) 전체 코호트에서, (B) PSA <3 ng/ml에서, (C) PSA gray zone (3–10 ng/ml) 내의 환자에서, (D) PSA > 10 ng/ml에서 miR-H9 / miR-3659의 
발현 비율. miRNA: microRNA, BPH: 전립선비대증, PCa: 전립선암, PSA: prostate specific antigen. p-value는 Mann-Whitney에 의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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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miR-H9 / miR-3659 비율은 전립선암과 전립선비대증을 구별하기 위한 PSA 검사와 유사한 진단력을 가지며 특히 

gray zone인 PSA 3-10 ng/ml 에서 우수한 진단 정확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전립선암의 조기 진단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며 PSA 10 ng/ml 이하에서 생검상 음성인 경우 PSA와 함께 소변 miR-H9 / miR-3659를 추

적 관찰 시 측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반복적인 생검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액체 생검법은 암 진단 및 예후 바이오마커를 조사하는데 비침습적 방법이란 점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15]. 

암은 순환종양세포(circulating tumor cell), cell-free DNA, 단백질, 대사산물, 세포외 소포(extracellular vesicle), 

cell-free RNA 등을 혈액, 소변, 타액, 뇌척수액, 흉수액 등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비침습적인 진단법들은 

최근 들어 많이 연구되고 있다 [16]. 특히, 소변은 비뇨기암과 관련된 마커를 조사하는 데는 가장 좋은 시료로 사료된다 

[8]. 혈액에는 정상과 비정상적인 물질이 섞여있어서 비뇨기암에 특화된 마커를 찾기가 어려우나 비뇨기암 자체가 소

변과 직접 접촉을 하며 신장에서는 정상 물질들을 걸러내기 때문에 소변은 비뇨기종양에 좀 더 특화된 종양 유래 물질

의 풍부한 공급원임을 알 수 있다 [17].

RNA는 매우 불안정한 분자이지만, miRNA는 혈장 및 혈청에서 안정적이며 RNase 활성에 내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극한의 pH 및 다중 동결-해동 주기에도 잘 분해되지 않는다 [18]. 더욱이 세포외(extracellular) miRNA는 미세 소포

(microvesicle)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RNase에 의한 분해에서 더욱더 보호된다 [19,20]. 인체 시료를 통한 이상적인 

진단법은 단순하며, 재현성이 있으며,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miRNA는 가장 이상적인 후보 마커라

고 여겨진다. 최근 Mall 등[21]은 다양한 보관 조건하에서 miRNA의 안정성을 조사하였다. 상온에서 5일간 보관하고 

10번의 동결-해동 주기 이후에도 정량적 분석을 위한 충분한 miRNA가 안정적으로 추출됨을 확인하였다. 

표 1. 전립선암 위험도에 대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

Variable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value

Age at diagnosis (continuous) 0.952 (0.894-1.013) 0.121

Prostate size (continuous) 1.001 (0.969-1.034) 0.941

Urinary miRNAs expression ratio (continuous) 1.479 (1.256-1.740) <0.001

그림 3. (A) 전체 코호트 및 (B) PSA gray zone (3–10 ng/ml) 내 환자에 대한 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암을 구별하기 위한 수신자 조작 특성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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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로서 miRNA를 이용하려면 표적 유전자와 비교하기 위한 적절한 참조 miRNA (reference miRNA)가 필요하다 

[11]. 혈청 miRNA 발현은 농도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글리세르알데하이드 3-인산 탈수소효소(GAPDH), 베

타글로빈, U6 및 베타액틴과 같은 내인성 유전자의 발현을 사용하여 정규화 할 수 있다 [22]. 그러나 소변에서 miRNA 

발현은 수분 섭취, 탈수 상태 및 신기능의 이상 등으로 위양성 혹은 위음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발현 양의 

측정만으로는 진단에 활용할 수가 없다 [23]. 소변에서 miRNA 발현을 정규화하기 위하여 농도 기반 정량화 방법이 사

용되었지만, 총 RNA 농도를 사용하는 정규화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통

제가 필요 없는 두 miRNA의 발현 비율을 계산하였다. 이전에 우리 연구자들이 cell-free DNA와 miRNA를 분석하기 위

해 유사한 접근 방식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 [13,24,25].

miRNA의 비율 분석은 우수한 재현성을 보여주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임상에 적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

서, 우리는 새로운 miRNA의 발현 비율에 대한 진단 정확도가 PSA의 진단 정확도와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

나 소변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PSA보다 훨씬 비침습적이며 피험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PSA gray zone 

내 환자에서 비뇨기 miRNA 발현 비의 진단 성능은 PSA보다 매우 우수하였다. 

특히 PSA와 miR-H9 / miR-3659 측정 키트인 유로테크에서 GMP 시설을 통하여 제작한 진단키트(mirCaP test)를 

같이 사용할 때 PSA 3ng/ml 이상이며 전립선암이 아닌 환자를 85%에서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직검사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환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부작용을 줄 수 있는 전립선 조직검사를 최소화하여 종

양 진단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PSA는 상승되어 있으나 조직검사에서 음성

으로 나온 경우 재생검 유무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조직검사의 음성 예측률이 80% 이상

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다면 많은 환자들에서 고통스러운 재생검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5. 결론

miR-H9 / miR-3659 발현 비율은 특히 PSA gray zone 내의 환자에서 전립선암 진단을 위한 비침습적 바이오마커

가 될 수 있다. miR-H9 / miR-3659 검사법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재현성이 양호하며 내부 대조군으로 보정이 필

요하지 않다. 특히, 이미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으로 판정 받은 환자가 PSA가 정상치로 떨어지지 않거나 계속 증가

하는 경우 조직검사의 재시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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