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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소변에서 metabolomics를 이용한 

방광암 진단법  

및 암 특이적 생존예측 

 

Xing Jin 

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천연물과학전공 

 

방광암(bladder cancer, BC)은 전세계적으로 흔한 암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현재 BC 진단에 사용되는 방광경 검사법(cystoscopy)과 요세포 

검사법(urinary cytology)은 그 진단에서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4중극 이동시보 질량 분광계(HPLC-

QTOFMS)를 이용하여 138명의 BC 그룹과 121명의 control 그룹을 

비교하여 소변 metabolomics 분석을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샘플개수는 기존 BC metabolomics 연구에서 사용된 샘플개수보다 훨씬 

많다. 다변량 통계분석 결과, BC 그룹과 control 그룹은 metabolomic 

profile에 의해 혈뇨증 샘플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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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할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BC 종류중의 하나인 근육 침입성 

방광암(Muscle-Invasive Bladder Cancer, MIBC)도 비 근육 침입성 

방광암(Non-Muscle-Invasive Bladder Cancer, NMIBC)과 구별할 수 

있었다. 이런 BC 그룹과 control 그룹을 구별할 수 있는 12개의 

대사산물이 동정되었고 이들 중 대부분은 해당과정 경로와 

베타산화과정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런 대사산물과 BC의 

관계는 또한 microarray 분석법으로 그 발현 수준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carnitine transferase와 pyruvate dehydrogenase complex의 

발현이 BC 그룹에서 상당히 변화 되었음이 관찰되었다. 임상 적용 

가능성 방면에서는 구별모델이 BC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민감도 

(sensitivity)와 특이도(specificity)가 각각 91.3%와 92.5%였고, 이와 

비슷한 결과는 수신기 운용 곡선 분석(receiver operating curves 

analysis, ROC analysis)에서도 보여졌다(AUC=0.937). 다변량 

회귀분석법을 통하여 또한 metabolic profile은 암 특이적 생존기간과 

연관성이 있음을 보였다. 이런 탁월한 성능, 편리함을 갖춘 

metabolomics 접근법은 기존의 BC 진단법을 발전시키거나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주요어: bladder cancer, metabolomics, LC-MS, diagnosis  

학번: 2012-2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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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방광암(bladder cancer, BC)은 세계적으로 남성에서는 7번째, 

여성에서는 17번째로 흔한 암이다.1  현재 BC환자 중 70-80%는 비 

근육 침입성(Non-Muscle-Invasive Bladder Cancer, NMIBC), 20-

30%는 근육 침입성(Muscle-Invasive Bladder Cancer, MIBC)으로 

진단된다. 이 두 종류의 BC는 모두 방광요로상피에서 유래되기는 

하지만 임상적 특성은 서로 다르다. NMIBC는 다른 악성 종양보다는 

높은 생존률을 가지고 있지만 30-50%의 환자는 경뇨도적 절제술 

(transurethral resection, TUR) 을 거친 후에도 재발하고 10-20%는 

MIBC로 진행된다.2 MIBC 일 경우 근치성 방광절제술(radical 

cystectomy), 방사선 치료(radiation therapy), 화학 요법 

(chemotherapy)와 같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받는다고 하여도 

예후가 좋지 않았다.3 그러므로 BC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초기진단법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BC 진단방법으로 방광경 검사법(cystoscopy)과 요세포 

검사법(urinary cytology)이 많이 쓰여졌다. 하지만 방광경 검사법은 

비용이 비싸고 침습성으로 불편하다. 요세포 검사법도 BC 진단에 자주 

쓰이는 간편한 방법이지만 민감성이 낮아서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러므로 BC를 진단할 수 있고 그 BC 종류를 분별할 수 있는 새롭고 

간편한 진단접근법이 필요하다.  

Metabolomics는 대사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생화학적 과정을 

연구하는 새로운 연구분야이다. 생체액에서 대사물질을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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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bolomics는 난소암,4 췌장암,5,6 백혈병7과 같은 여러 가지 암 

진단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고 

분해능 매직각 스핀닝 NMR(high-resolution magic angle spinning 

NMR)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조직샘플을 대사산물분석에 적용하는 

연구방법이 보고되었다.8,9 Local metabolite pattern을 토대로 하는 

tissue imaging에 metabolomics를 적용하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10,11 

많은 임상 진단 방법은 작은 분자 물질을 근거로 하기에 임상응용에 

있어서 metabolomics가 많이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12  

다양한 암들 중에서, BC는 소변이 암 조직부분에 직접적으로 닿아 

있기 때문에, urinary metabolomics-based diagnosis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변 샘플은 비 침습성으로 채취와 수집이 

용이하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가지 platform을 이용하는 

metabolomics를 BC진단에 적용한 논문들이 보고되었고, metabolomics 

접근법이 BC를 정확하게 초기진단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LC-MS, GC-MS, NMR metabolomics를 사용하여 제안하였다.13-16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적은 양의 샘플 수와 양성 혈뇨샘플이 줄 

수 있는 혼란변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런 연구들에서는 

최종 대사 표시물을 다른 실험접근법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BC환자의 생존예측을 할 수 있는 metabolomic profile의 능력은 다른 

연구에서 평가된 적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4중극 이동시보 질량 

분광계(HPLC-QTOFMS)를 이용한 metabolomics접근법을 수행하였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환자 샘플의 수는 모든 metabolomics진단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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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 BC 연구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다(138명의 BC 그룹과 121명의 

control 그룹). 게다가 control 그룹 샘플의 상당부분은 양성 

혈뇨샘플(n=52)이다. 엄격한 통계학적 교차검증과 미세 배열 유전자 

발현(microarray gene expression)데이터와의 비교결과가 

metabolomics진단접근법이 뛰어난 효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정상과 

암을 구별할 수 있는 표시물이 해당과정과 베타산화과정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Metabolomics는 또한 BC의 종류인 NMIBC와 

MIBC를 구별할 수 있고 이런 환자들의 생존예측도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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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험 및 방법 

 

１. 시약 및 시료 

 

１-１. 시약 

Acetonitrile(ACN)은 Honeywell Burdick & Jackson(Morristown, 

NJ)에서 구매하였고, formic acid는 Fluka(St. Louis, MO)에서 

구매하였다. 기타 모든 용매는 HPLC 등급으로 준비하였다.  

 

１-２. 시료 

총 259개의 대상샘플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138개는 방광 

요로상피성 암환자의 소변샘플이고 121개는 control 그룹 샘플이었다. 

control 그룹은 건강검진을 받았던 69명 건강한 사람의 샘플과 비 

악성조건(non-malignant conditions)에 의해 미세한 혈뇨가 있었던 

52명 환자의 샘플로 구성되었다. 나이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control 그룹은 BC 그룹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으로 수집하였다. 이 

모든 샘플의 수집과 분석은 충북대학교 기관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사전 서면 동의서는 모든 대상자로부터 얻었다(IRB 승인번호 

2006-01-001). 소변샘플은 아침소변을 선택하였고 25,000 rpm에서 

15분동안 원심 분리하였다. 상층액은 침전물과 분리하여 새로운 

Eppendorf 튜브에 넣어서 -20 ℃에 저장하였다. 모든 주요한 

종양샘플은 TUR 혹은 근치 방광 절제술을 받은 환자로부터 얻었다. 이 

환자들은 모두 요로 상피 세포 암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조직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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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되었다. 종양의 단계와 등급은 각각 2002 TNM 분류법과 1973 

WHO 등급시스템 규정에 따라 분류되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바이오샘플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는, 인체자원중앙은행(National 

Biobank of Korea) 구성원중의 하나인 충북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제공받았다. 

 

２. 기기분석 및 통계분석 

 

２-１. 기기분석 

냉동 보관된 소변샘플을 녹인 후 15,000 g로 4 ℃에서 10분동안 

원심분리하여 입자상 물질을 제거하였다. Chromatographic 

separation는 Kinetex C18 칼럼(2.6 μm, 100 x 4.6 mm, 

Phenomenex, USA)을 Agilent 1200 Infinity Series liquid 

chromatography system과 연결하여 진행하였다. 분석 시 칼럼온도는 

35 ℃로 유지하였고 유속은 0.35 mL/분, autosampler의 온도는 4 ℃, 

샘플주입볼륨은 5 μL로 설정하였다. 분석물은 0.1% formic acid가 

포함된 3차 증류수(A)와 0.1% formic acid가 포함된 acetonitrile(B) 

로 구성된 mobile phase에 의해 용출되었다. Gradient는 다음과 같다. 

0-14 분 gradient 5-25% B, 14-19분 gradient 25-40% B, 19-

23분 gradient 40-95% B. 이후 용액은 95%의 B로 6분간 유지되고 

또다시 출발상태이자 칼럼의 평형상태인 5% B로 6분간 흘려주었다. 

질량분석실험은 ESI source가 달려있는 Q-TOF(6530 Accurate-

Mass, 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 로 진행하였다.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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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positive mode로 얻었다. 측정상태는 다음과 같다. ESI 

source 전압: 4 kV, 가스온도: 350 ℃, sheath gas 유속: 12 L/분, 

nebulizer gas 압력: 30 psi, scan range: 85-1000 m/z. 

 

２-２. 통계분석 

LC-MS의 기초 데이터는 지난번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방법처럼 

MZmine 2.10(mzmine.sourceforge.net) 에 맞는 데이터형식으로 

바꾸고 프로세싱을 진행하였다.17 크로마토그램과 피크들은 local 

minimum search function을 사용하여 확인하였고, 이온강도, 매칭 m/z, 

머무른 시간(RT)은 모두 피크리스트로 정리하였다. 피크들은 나란히 

정렬하여 검출된 모든 피크의 합으로 표준화를 하였다. 이 데이터를 

다변량 통계분석을 위해 다시 SIMCA-P(Umetrics, Umea, Sweden) 

프로그램에 대입하였다. 모든 그룹(control, NMIBC, MIBC)을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partial least square-discriminant analysis(PLS-

DA)을 진행하였다. Orthogonal projections to latent structure-

discriminant analysis(OPLS-DA) 도 서로 다른 2개 그룹을 구별하고 

표시물을 검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18, 19 생존예측분석은 metabolite 

profile을 독립변수로 사용한 partial least square regression으로 

진행되었다. control 그룹과 BC 그룹을 구별하는데 사용되는 이 방법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전체 샘플수의 1/3을 test set으로 지정하여 

계산하였다. 그 다음 나머지 2/3의 샘플로 만든 다변량 모델을 가지고 

샘플의 암 발생 유무를 예측하는데 사용하였다. 모든 다변량 모델은 

예측성 값(Q2)이 더는 증가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적인 절차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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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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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１. 연구 대상 환자의 임상적 및 병리학적 특징 

 

Table 1 에서는 본 연구에 등록된 BC 그룹과 control 그룹의 임상적 

및 병리학적 특징들이 열거되어 있다. BC 그룹은 평균 65.64 ± 

12.65 세 이고 112 명의 남성과 26 명의 여성으로 구성되었다. control 

그룹은 평균 64.31 ± 9.18 세 이고 77 명의 남성과 44 명의 여성으로 

구성되었다. 31 명, 63 명, 44 명 환자는 각각 G1, G2, G3 등급의 암을 

가지고 있으며, 48 명, 35 명, 25 명, 10 명, 20 명 환자는 각각 Ta, T1, 

T2, T3, T4 단계의 암으로 진단되었다. 17 명(12.3%)의 환자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림프절 전이가 있었고 9 명(6.5%) 환자는 먼 거리 

전이가 있었다. Follow-up 기간의 중간 값은 37.1 개월이다. 138 명의 

BC 환자 중 83 명(60.1%)는 NMIBC 이고 55 명(39.9%)는 

MIBC 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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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linical and pathological features of the patients with bladder 

cancer 

Variables (%) BC cases Controls 
Healthy 

controls 

Benign 

hematuria 

controls 

Number 138 121 69 52 

Mean age ± SD  
65.64 ± 

12.65 

64.31 ± 

9.18 

64.28 ± 

7.82 

64.37 ± 

10.81 

Gender     

  Male 112 (81.2) 77 (63.6) 41 (59.4) 36 (69.2) 

  Female 26 (18.8) 44 (36.4) 28 (40.6) 16 (30.8) 

Grade     

  G1 31 (22.5)    

  G2 63 (45.7)    

  G3 44 (31.9)    

T stage     

  Ta 48 (34.8)    

  T1 35 (25.4)    

  T2 25 (18.1)    

  T3 10 (7.2)    

  T4 20 (14.5)    

N stage     

  N0 121 (87.7)    

  N(1–3) 17 (12.3)    

M stage     

  M0 129 (93.5)    

  M1 9 (6.5)    

Median follow-up period 

(months) 
37.1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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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소변 metabolomic profile에 의한 BC 그룹과 control 

그룹, NMIBC 그룹과 MIBC 그룹 간의 구별 

 

control 그룹과 NMIBC 그룹, MIBC 그룹 소변 샘플의 대표적인 

HPLC-MS 크로마토그램은 Fig. 1 에 표시되어 있다. 피크들은 모두 잘 

표시 되었으며 전체 RT 영역에서 균일하게 잘 분포되었다. 게다가 세 

개 그룹의 전반적인 피크 profile 이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이런 profile 을 가지고 그룹간을 구별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처리에 있어서 다변량 

분석은 그룹간의 metabolomic 차이점을 동정하는데 사용되었다. 

OPLS-DA 모델은 하나의 예측 값과 두 개의 직교 성분으로부터 

얻어졌고 또한 이 모델은 control 그룹과 BC 그룹(NMIBC 와 MIBC 

모두 포함)을 잘 분리하였다(Fig. 2A & B)(R2=0.878, Q2=0.662).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control 그룹의 43%는 암이 아닌 양성 혈뇨를 

가지고 있는 환자(n=52)라는 사실이다(open black boxes in Fig. 2A 와 

B). 혈뇨가 BC 환자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상환자에 

존재하는 양성 혈뇨가 암 진단에 있어서 혼란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양성 혈뇨 샘플은 중요한 control 그룹이다. 이 결과는 소변 

metabolomics 접근법이 BC 그룹과 혈뇨를 가지는 control 그룹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BC 의 두 개 하위 집단인 

NMIBC와 MIBC 도 구별하였으며(Fig. 2C 와 D), 한 개의 예측 값과 두 

개의 직교 성분을 가진 OPLS-DA 모델은 암 그룹들을 잘 

분리하였다(R2=0.875, Q2=0.355). 이런 연구결과는 BC 진단과 그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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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집단간 구별하는데 있어서 소변의 LC-MS 분석이 유용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12 

 

 

Figure 1. Representative HPLC-QTOFMS base peak chromatograms of 

human urine samples. (A) A healthy individual. (B) A patient with NMIBC. (C) A 

patient with MI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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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OPLS-DA score plots (A & C) and 3D scatter pots (B & D). Each 

symbol represents the metabolic profile of an individual sample. (A & B) 

Comparison of normal controls (black) and patients with bladder cancer (red). The 

open black boxes represent the control patients with benign hematuria. (C & D) 

Comparison of the two types of bladder cancer. NMIBCs are represented by black 

boxes while MIBCs are represented by red d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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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암 특이적 대사산물의 동정  

 

Control 그룹과 BC 그룹을 성공적으로 구별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서 

이 그룹을 구별하는데 공헌하는 특정 metabolomic를 찾기로 하였다. 

위에서 제기된 OPLS-DA 모델에 근거하여 높은 연관성과 

신호대잡음비율(signal-to-noise)을 가지는 신호들을 우선 선택하였다. 

이런 신호들은 119.03, 130.05, 147.03, 162.11, 169.01, 189.16, 

233.11, 246.17, 276.14, 286.20, 316.25, 810.13 m/z이다(Table 2). 

이런 신호들을 반영하는 분자들은 MS/MS 실험과 이미 알려져 있는 

표준물 스팩트럼과 비교하여 동정하였다(Table 2). 그 중 몇 개는 

carnitine과 acylcarnitine (carnitine, isovalerylcarnitine, 

glutarylcarnitine, octenoylcarnitine, decanoylcarnitine)이고 다른 

것들은 glycolysis의 마지막 단계와 연관이 있거나 

(phosphoenolpyruvate, pyruvate) 또는 TCA cycle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들이다(acetyl-CoA, succinate, oxoglutarate). 소변에 있는 이런 

물질들의 control 그룹과 BC 그룹에서의 수준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Student’s t-test을 진행하였다(Fig. 3). 그 결과 이런 물질들이 두 

그룹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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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otential urine biomarkers of bladder cancer (1–12) and the mRNA 

expression of related genes in BCs relative to control tissue (13–15)
 a
. 

NO. m/z Adduct Metabolite/gene Element 

composition/symbol 

p-

valueb 

Trendc 

1 119.0362 [M+H]+ Succinate C4H6O4 2.0E-2 ↑ 

2 130.0491 [M+ACN+H]+ Pyruvated C3H4O3 1.2E-2 ↑ 

3 147.0285 [M+H]+ Oxoglutarated C5H6O5 5.9E-3 ↑ 

4 162.1109 [M+H]+ Carnitine C7H15NO3 5.1E-3 ↑ 

5 169.0083 [M+H]+ Phosphoenolpyruvate C3H5O6P 1.1E-2 ↑ 

6 189.1602 [M+H]+ Trimethyllysine C9H20N2O2 3.1E-3 ↑ 

7 233.1104 [M+H]+ Melatonin C13H16N2O2 6.7E-4 ↓ 

8 246.1695 [M+H]+ Isovalerylcarnitine C12H23NO4 6.0E-4 ↑ 

9 276.1441 [M+H]+ Glutarylcarnitine C12H21NO6 2.2E-9 ↓ 

10 286.2010 [M+H]+ Octenoylcarnitine C15H27NO4 2.4E-4 ↑ 

11 316.2465 [M+H]+ Decanoylcarnitine C17H33NO4 7.9E-5 ↓ 

12 810.1328 [M+H]+ Acetyl-CoA C23H38N7O17P3S 4.1E-2 ↑ 

13 - - Carnitine 

palmitoyltransferase 

CPT1A 8.4E-3 ↑ 

14 - - Carnitine acylcarnitine 

translocase-like protein 

(CACL) 

SLC25A29 3.9E-3 ↑ 

15 - - Dihydrolipoyl 

dehydrogenase 

(Pyruvate dehydrogenase 

complex) 

DLD 1.0E-7 ↓ 

a
 The mRNA expression levels are from our microarray experiment, which was 

reported previously.
20 

b
 The p-values are from Student’s t-tests.  

c
 The trend of the marker levels in the BC group. ↑ and ↓ indicate increased and 

decreased levels, respectively in the cancer group. 

d
 Tentative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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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Box plots of the levels of potential markers that could be used to 

distinguish BC patients from control subjects. The p-values of Student’s t-tests 

are ind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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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Metabolomics-based 모델의 진단성능  

 

BC 진단에 있어서 이 다변량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차검증(cross-validation)을 진행하였다. 전체 샘플의 1/3 에 

해당하는 임의의 샘플(40 개 control 그룹 샘플, 46 개 BC 그룹 샘플)을 

취하여 test set 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2/3 의 샘플을 training set 으로 

지정하여 예측모델을 만들었다(Fig. 4A). 그 다음 이 모델은 test set 을 

진단 예측하는데 사용하였고 이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실제로 임상에서 

진단된 결과와 비교하여 모델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측정하였다. 이런 

교차검증은 metabolomics-based 진단방법의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하지만 이 과정은 기타 다른 BC 

metablomics 연구에서 항상 진행되어온 것은 아니다. OPLS-DA 모델로 

예측한 결과, BC 그룹 46 개 샘플에서 42 개를 BC 그룹으로 예측하였고, 

control 그룹 40 개에서 37 개를 control 그룹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므로 이 예측모델은 91.3%의 민감도와 92.5%의 특이도를 가진다 

(Fig. 4B). 동일한 training set 과 test set 을 가지고 PLS-DA-based 

다변량 수용자 작용 특징 곡선(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ROC curve)분석을 진행하였다(Fig. 4A). ROC 를 하게 된 

이유는 임상연구에서 진단방법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자주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곡선하면적(area under curve, AUC)은 

0.937 이였고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85%씩을 나타냈다(Fig. 4C). 

그러므로 이 두 개 교차검증으로 암을 진단할 때 비슷한 민감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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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도를 가진다(85-92.5%). OPLS-DA 모델을 가지고 NMIBC 와 

MIBC 를 구별한 방법과 비슷하게 평가되었으며, NMIBC 28 개 샘플 중 

24 개를 정확히 예측하였고(85.7% 정확도), MIBC 18 개 샘플 중 

9 개를 정확히 예측하였으며(50% 정확도) 종합적인 정확도는 71.7% 

이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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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ross-validation with an OPLS-DA model and multivariate ROC 

analysis. (A) Schematic depiction of the overall procedure of cross-validation 

analysis. The test set was created by randomly selecting one third of the entire 

sample. A prediction model was built with the rest of the samples (training set), 

after which the models were used to predict the cancer status of the test set. 

Diagnostic performance was assessed by either OPLS-DA or PLS-DA based ROC 

curve analysis. (B) Prediction of the cancer status using the OPLS-DA model. The 

boxes represent BC patients while the dots represent control subjects. The green 

samples represent the test set. The samples represented by open green symbols are 

mis-predicted samples. The dichotomic decision of prediction was made by using 

the a priori value of 0.5 for the Y variable from the OPLS-DA model. Of the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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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r samples, 42 were predicted to be from cancer patients (91.3% sensitivity) 

while 37 of the 40 control samples were predicted to be from control subjects (92.5% 

specificity). (C) PLS-DA-based ROC curve analysis using the same test set 

revealed a sensitivity of 85% and specificity of 85%. The area under the curve 

(AUC) value was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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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ross-validation of the differentiation between NMIBC and MIBC. 

The test set was created by randomly selecting one third of the each group. A 

prediction model was built by using the rest of the samples (training set), after 

which the NMIBC/MIBC status of the test set was predicted. The diagnostic 

performance was assessed by using the OPLS-DA model. Boxes represent NMIBC 

patients while the dots represent MIBC patients. The samples in green represent the 

test set. The samples in open green symbols are mis-predicted samples. The 

dichotomic decision of prediction was made by using the a priori value of 0.5 for 

the Y variable from the OPLS-DA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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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 BC환자의 생존예측  

 

임상학적 상황에서는 암환자의 진단 후 생존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전에 진행되었던 많은 metabolomics를 이용한 BC 

연구에서는 metabolomics가 생존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았다. 이것은 아마도 각 연구의 샘플집단 이질성, 여러 

가지 치료방법이 사용된 사실, 그리고 진단 후 전반적인 생존기간에 

대한 추적 관찰에 대한 어려움 등을 반영하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55명의 MIBC환자 중 34명(61.8%)은 근치 방광 절제술을 

받았고 26명(47.3%)은 전신 화학요법을 받았다. 지금까지 30명(54.5%) 

환자는 생존해 있고, 23명(41.8%)환자는 사망하였으며, 2명(3.6%)은 

추적 관찰기록에서 제외되었다. 23명의 사망 환자 중 17명은 암과 

연관되어 사망하였다. Metabolomic접근법으로 진단 후 생존기간을 예측 

가능한지 그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17명 사망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다변량 PLS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PLS 예측 모델은 의존적인 

변수로써 암-특이적 생존기간을 사용하고 독립적인 변수로 metabolic 

profile을 사용하여 3개의 성분을 구성하였다(R2=0.991, Q2=0.404). 

이런 각각의 암 특이적 생존기간은 leave-one-out 분석을 통하여 

예측한 다음 그 예측 값을 실제 생존기간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예측 

값과 실제 값 사이 0.405의 R2값 뿐만 아니라 p=4.6E-3이라는 값을 

보였다(Fig. 6). 이는 metabolomic profile이 BC 환자의 암 특이적 

생존기간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유용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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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rediction of cancer-specific survival time. The PLS prediction model 

was obtained with three components (R
2
 = 0.991, Q

2
 = 0.404). The X-axis 

corresponds to the predicted values that were calculated by using the PLS 

regression followed by the leave-one-out prediction. The Y-axis corresponds to the 

actual cancer-specific survival time. The R-squared value of the linear regression is 

0.405 and the p-value is 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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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BC 은 실제 임상에서 요세포 분석법과 방광내시경법으로 진단한다. 

비록 요세포 분석법은 간편하고 BC 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높은 

특이도를 가지고 있지만 진단능력은 낮은 민감도(40-76%)를 가지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21 게다가 방광내시경법은 침습성이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대다수의 환자가 고통스러워 한다. 그러므로 

control 그룹과 BC 그룹을 보다 나은 민감도와 특이도로 구별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소변을 기반으로 하는 

몇몇의 테스트가 개발되었다. 이 테스트에는 BC 항원(bladder tumor 

antigen, BTA), 핵기질 단백질 22(nuclear matrix protein 22, 

NMP22), 소변 피브리노겐-피브린 분해산물(urine fibrin and 

fibrinogen degradation products, FDP), 이뮤노사이트(ImmunoCyt), 

FISH(UroVysion)가 포함된다.22, 23 하지만 이 모든 테스트는 그 

진단능력이 불충분하고 그 무엇도 방광내시경법이나 요세포 검사법을 

대체할 수가 없었다.24 본 연구에 사용한 소변 metabolomics-based 

진단접근법은 임상 관련성과 좋은 효과, 그리고 간편함 때문에 훌륭한 

진단법이 될것으로 생각된다. 소변은 방광에 저장되어 있고 또한 

방광조직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기때문에 소변을 이용한 이 접근법은 

임상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소변의 metabolomic 

profile 은 방광조직의 상태를 반영하기에 적합하고 이는 BC 진단에 

있어서 여러 연구에 사용되었던 혈액 샘플보다는 임상적 적절성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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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게 된다.25, 26 본 연구에서는 많은 환자 수를 사용하여(> 250) 두 

그룹을 구별함에 있어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여 신뢰할 수 있는 

진단성능을 제공하였다. 특히 85% 이상의 높은 민감도는 낮은 민감도를 

보이는 요세포 검사법과 대조된다. 진단 테스트는 그 종류를 막론하고 

간편하면서 빠른 실제적용과 진단결정이 상대적으로 쉽게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metabolomics 접근법에 사용된 소변샘플은 original 

test 기존 테스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일반 건강검진관정에서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오직 5 μL 볼륨만이(1/5000 부피의 전형적인 

소변샘플) 필요하다. 게다가 부분 마취와 통증이 있는 방광내시경법과 

비교했을 때 소변 metabolomics 진단 접근법은 또한 비침습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샘플은 35 분만에 분석이 끝나고 노련한 

병리학자의 전문 지식이 없어서도 상대적으로 빠르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소변 metabolomics 진단 접근법은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광내시경법이나 요세포 검사법을 

발전시키거나 심지어 대체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변의 acetyl-CoA 가 증가되는 것이 BC 그룹에서 

관찰되었고 또한 carnitine, 몇몇의 acylcarnitine 도 control 그룹과 BC 

그룹을 구별하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알려진 바와 같이 

carnitine 은 지방산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물질이고 또한 acetyl-CoA 는 이 산화과정의 마지막 산물이라는 

사실로부터 지방산 산화과정이 암 상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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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발표된 BC 환자의 microarray 

분석에 의하면,20 지방산 산화과정에 참여하는 효소들의 유전자 발현 

수준을 검사하였는데 BC 그룹에서 carnitine palmitoyltransferase 1A 

(CPT1A)의 발현 수준이 control 그룹보다 높았다(p=0.0084; Table 

2). CPT1A 는 carnitine 을 사용하여 산화용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수송하여 주는 중요한 효소중의 하나이다. 게다가 CPT1A 는 

NMIBC(p=0.089) 보다는 MIBC(p=0.0003)에서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이 두 가지 암 종류 사이에서도 발현 수준의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p=0.028, Fig. 7A). 그러므로 CPT1A 의 발현은 MIBC 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새로운 연구의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CPT1A 의 발현이 세포의 운동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highly metastatic alveolar rhabdomyosarcoma 

암세포에서 진행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이다.27 흥미로운 것은 

CPT 의 억제제를 항암제로 개발하려는 노력들도 많이 보여졌다는 

사실이다.28, 29 본 연구에서 관측된 결과로부터 이런 억제제들이 BC 

치료에 유용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Microarray 데이터에서는 

또한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에 수송하는 다른 효소인 carnitine 

acylcarnitine translocase-like protein(CACL, 유전자부호: 

SLC25A29)30, 31 이 control 그룹보다 BC 그룹에서 높은 수준으로 

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0039; Table 2). CACL 의 발현이 

NMIBC 와 MIBC 두 그룹에서 모두 control 그룹보다 높은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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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지만(vs NMIBC: p=0.016; vs MIBC: p=0.0016) NMIBC 와 

MIBC 사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p=0.647, Fig. 7B). 비록 CACL 에 

관한 연구가 CPT1A 처럼 많이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CACL 을 

표적물질로 삼는 것도 BC 의 두 개 하위집단인 NMIBC 와 MIBC 

모두를 치료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암 유발과정에서 

지방산 산화과정을 암시한 기타 여러 논문과 32-34 함께 본 

metabolomics 연구와 microarray 분석은 BC 종양 형성과 

침습과정에서 지방산의 베타산화과정이 아마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라는 사실을 제기하였다. 다른 베타산화과정의 분자인 acetyl-CoA 의 

수준이 pyruvate 의 투입으로부터 pyruvate dehydrogenase complex 

(PDC)를 통하여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PDC 성분의 

발현정도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 세 번째 성분인 dihydrolipoyl 

dehydrogenase(DLD)이 BC 그룹에서 현저히 감소됨이 관찰되었다 

(p<10-7; Table2). NMIBC 와 MIBC 사이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이것들과 control 를 비교 했을 때 현저히 차이가 나타났다(vs NMIBC: 

p<0.001; vs MIBC: p<0.001, Fig. 7C). 이는 높은 수준의 acetyl-

CoA 의 발현은 pyruvate 로부터 전환되어서 얻어진 것보다는 

베타산화과정이 높아져서 나타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제안은 

대부분의 암세포에 제기되는 Warburg 효과와 일치하며 pyruvate 는 

acetyl-CoA 보다는 lactate 로 변환된다.35 BC 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전반적인 pathway 는 Figure 8 에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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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metabolomics profile 을 이용한 BC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대부분은 BC 그룹이 45 명보다 적었고 13-16, 25, 26 오직 하나의 연구만이 

83 명의 BC 그룹과 51 명의 control 그룹을 가지고 있다.36 게다가 많은 

연구는 test set 을 포함한 교차검증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 연구를 실제 

임상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제한이 있었다. 그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훨씬 많은 수의 BC 그룹(n=138)과 control 그룹(n=121)을 

사용하였으므로 더 믿음직한 통계결과를 제시할 수 있었다. 게다가 본 

연구에서는 총 샘플 수의 1/3 을 가지고 test set 으로 지정하여 OPLS-

DA 교차검증을 진행하였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사용된 test 

set(control 그룹: n=40; BC 그룹: n=46)은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한 수와 비슷하거나 훨씬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개의 

연구만이 독립적인 test set 을 가지고 그들이 분석 platform 의 예측 

값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바가 있었다. 26 그들은 OPLS-

DA 모델이 100%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사용한 BC 그룹은 총 20 명의 환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은 비슷한 연구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와 기타 여러 metabolomics 연구를 고려해 보면,13-15, 37 

현실적인 민감도와 특이도는 약 85-90%로 추정되어 진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본 연구에 양성 혈뇨환자가 control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또한 이는 본 연구에서 제기된 모델은 혈뇨가 

존재하더라도 control 그룹과 BC 그룹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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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BC 환자에 보편적으로 혈뇨가 존재하지만 암이 아닌 환자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 혈뇨가 심각한 혼란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성 혈뇨 control 그룹이 BC 그룹과 control 그룹 사이에 

존재하였다(Figure 2A 와 2B, 부호: □). 많은 양성 혈뇨를 포함한 

환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기한 모델은 control 그룹과 

BC 그룹을 탁월한 민감도와 특이도로 구별할 수 있었다. 전에 

혈뇨환자를 사용하였던 연구들에서는 이들을 control 그룹에 포함시키지 

않았거나 25 소변 분석에서처럼 혈뇨가 혼란인자가 될 수 없는 혈청 

샘플을 분석하였다.26 그러므로 양성 혈뇨 환자를 포함시킨 본 연구는 

제시한 모델이 실제 임상에서도 훌륭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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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Box plots of the related mRNA levels. The p-values of Student’s t-tests 

are ind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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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Pathway that may be altered in patients with BC compared to 

control subjects. The metabolites detected in this study are indicated in red. The 

genes whose levels are modulated in our microarray analysis are indicated in blue 

ellip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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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urinary metabolomic approach  

can differentiate patients with bladder 

cancer from normal hematuric 

controls, and predict cancer-specific 

survival 

 

 

Xing Jin 

Natural Products Science Major 

College of Pharma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ladder cancer (BC) is a common cancer worldwide but the current diagnostic 

modalities, such as cystoscopy and urinary cytology, have some limitations. Here,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quadrupole time-of-flight mass 

spectrometry (HPLC-QTOFMS) was used to profile urine metabolites of 138 

patients with BC and 121 control subjects (69 healthy people and 52 patient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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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aturia due to non-malignant disease), a patient population much larger than 

those assessed in other BC metabolomics studies.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revealed that the cancer group could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e control 

groups on the basis of their metabolomic profiles, even when the hematuric control 

group was included. Patients with muscle-invasive BC could also be distinguished 

from patients with non-muscle-invasive BC on the basis of their metabolomic 

profiles. Successive analyses identified 12 differential metabolites that contributed 

to the distinction between the BC and control groups, and many of them turned out 

to be involved in glycolysis and betaoxidation. The association of these metabolites 

with cancer was corroborated by microarray results showing that carnitine 

transferase and pyruvate dehydrogenase complex expressions are significantly 

altered in cancer groups. In terms of clinical applicability, the differentiation model 

diagnosed BC with a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91.3% and 92.5%, respectively, 

and comparable results were obtained by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analysis 

(AUC=0.937). Multivariate regression also suggested that the metabolic profile 

correlates with cancer-specific survival time. The excellent performance and 

simplicity of this metabolomics-based approach suggests that it has the potential to 

augment or even replace the current modalities for BC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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