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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F 돌연변이 대장암 세포주에서 5-fluorouracil과 표적항암제의 순서 의존적
병용 처치에 의한 상승적 세포 사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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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dependent Combination of 5-Fluorouracil and Targeted Agents in
RAF-mutant Colorectal Cancer Cell Lines
Do Hyung Kim†, Hye Yeon Jang†, MD Abdullah, and Seung Jin Lee#
College of Pharmac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34134, Republic of Korea

Abstract — V-raf murine sarcoma viral oncogene homolog B (BRAF)-mutant colorectal cancer has limited therapeutic
options for targeted agent and showed poor response to standard chemotherapy containing 5-fluorouracil (5-FU). We previously reported that 5-FU induced the expression of thymidine kinase 1 (TK1), a rate-limiting enzyme for thymidine salvage pathway, which is related with acquired resistance for 5-FU. As TK1 expression was dependent on growth-stimulatory
signal such as Braf-MEK and PI3K-AKT pathway, we investigated whether the sequential treatment of 5-FU followed by
targeted agent could induce synergy for cell viability and repress TK1 expression in compared with the treatment in reverse
sequence. Treatment with 5-FU for 2 days followed by vemurafenib, a mutant BRAF inhibitor, for another 2 days induced
significant increase of cell death in compared with the single treatment in colo205 and RKO cell lines. However, the combined treatment in reverse sequence showed the similar response to single treatment. Treatment of dactolisib (a PI3K/
mTOR inhibitor) or MK-2206 (a AKT inhibitor) preceded by 5-FU induced cell death more than single agent. Induction of
TK1 by 5-FU was abrogated by subsequent treatment with vemurafenib, dactolisib, or MK-2206, whereas 5-FU still induced
TK1 expression in the cells pretreated with these targeted agents. In summary, the sequence-dependent treatment of 5FU and targeted agents is effective through the extinction of 5-FU-induced TK1 activation, which could give a promising
strategy for patients having BRAF-mutant colon cancers.
Keywords 5-Fluorouracil, vemurafenib, colon cancer, BRAF, AKT, PI3-kinase, mTOR

서 론 (Introduction)

결정 단계 효소인 thymidylate synthase (TS)를 억제하여 TTP
양을 감소시킨다.4) 세포 내의 TTP은 신생 합성 경로 뿐만 아니
1)

대장암은 전세계적으로 사망률이 네번째로 높은 암이며, 특

라, 세포 외 thymidine을 이용하는 회수 합성(salvage synthesis)

2)

히 전이된 경우 5년 생존률이 13.8%에 불과하다. 5-Fluorouracil

경로에 의해서도 공급된다.4) 이전 연구에서 우리는 5-FU가 TS

(5-FU)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의 표준 화학요법에 포함된 핵산 대

를 억제함과 동시에 일부 암세포에서 회수 합성 경로의 속도 결

3,4)

5-FU는 체내에서 대사된 후, thymidine

정 단계 효소인 thymidine kinase 1 (TK1)과 핵산 수송체인

triphosphate (TTP) 신생 합성(de novo synthesis) 경로의 속도

equilibrative nucleoside transporter 1를 활성화시킴을 보고하였

사 길항제이다.

다.5) 또한, 5-FU의 전구약인 capecitabine을 대장암 마우스 모델
에 처치한 결과 thymidine 유도체인 [18F]fluorothymidine의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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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가 증가되었으며, [18F]fluorothymidine 섭취 증가와 종양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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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율은 서로 반비례하였다.5) 뿐만 아니라, 비소세포성 폐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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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종양 조직에서 [18F]fluorothymidine의 섭취가 증가될수록
5-FU를 포함하는 화학요법에 대한 반응률이 낮았다.6,7) 이러한
결과들은 암세포에서 5-FU에 의하여 회수 합성 경로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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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5-FU에 대한 저항성이 획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왜냐하면, 5-FU에 의한 TTP 고

5-FU에 의한 핵산 회수 합성 경로의 활성화를 제어하였을 때, 5-

갈과 DNA합성 억제 효과는 S phase에서 증폭되는 반면, MEK

FU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될 수 있을지 연구된 바 없다.

억제제는 G1 arrest를 유도하기 때문이다.4,16) 또한, 두 약물을

전이성 대장암 환자 중 약 8~15%는 암 조직에서 v-raf murine

동시투여하는 프로토콜이 세포주 별로 차별적인 약동학적 상호

sarcoma viral oncogene homolog B (BRAF) 유전자가 과오돌연

작용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비일관적인 약물 반응성을 초래할

8)

변이(missense mutation)되어 있다. 600번 위치의 valine이 흔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히 glutamic acid로 치환된 활성형 BRAF 돌연변이(BRAF

본 연구에서는 BRAF V600E를 갖고 있는 대장암 세포주인

V600E)는 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신호를

colo205와 RKO 세포에서 5-FU과 vemurafenib을 병용 효과가

항상 활성화시킨다.9) 암 조직 중 BRAF V600 돌연변이를 갖고

순서 의존적이며, 5-FU 처치 후 vemurafenib을 사용하는 것이

있는 대장암 환자는 일반적으로 표준 치료법에 대한 반응률이 낮

효과적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5-FU에 의한 TK1 유도를

으며 전체 생존기간의 중앙값(median overall survival)이 1년 이

vemurafenib의 후처치로 억제할 경우, 5-FU에 의한 TTP 고갈

하에 불과하다.10) 현재 대장암 환자에서 BRAF-MAPK 회로에

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두 약물을

11)

대한 표적 치료제를 이용한 임상시험 결과는 좋지 않다.

BRAF

순서 의존적으로 처치한 후 세포 사멸률을 비교하였으며, TK1

돌연변이를 갖는 대장암 환자에서 BRAF V600E의 억제제인

발현량을 측정하였다. TK1은 세포 성장 신호 의존적으로 조절

vemurafenib의 반응률은 5%에 불과하였다. BRAF억제제와 MEK

되므로, PI3K/mTOR 억제제인 dactolisib과 AKT 억제제인 MK-

11,12)

억제제를 동시에 투여한 경우 반응률은 14%까지 증가하였으나,

2206도 vemurafenib과 마찬가지로 5-FU 와 처치 순서 의존적으

이는 BRAF 돌연변이를 갖는 흑색종과 비소세포성폐암에서의 반

로 상승 작용을 나타내는지 관찰하였다.

11-13)

응률이 각각 52%, 32%인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대장암 환자에서 BRAF 억제제의 효능이 낮은 이유는 다양한 유

실험방법 (Experimental Methods)

전적, 비유전적 메커니즘에 의한 ERK 재활성화 때문이라고 여
겨지고 있다.14-16) 즉, 활성형 BRAF 돌연변이는 평소 MEK을 되

세포주 배양

먹임 억제(feedback inhibition)하고 있는데, BRAF 억제제가 이

Colo205 (BRAF V600E)와 RKO (BRAF V600E; PIK3CA

16)

또한

H1047R) 대장암 세포주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vemurafenib에 의해 EGFR, IGFR 등 세포막 수용체가 활성화

(Rockville, MD)에서 구입 하였다. 세포는 5% CO2 incubator 안

를 해제하여 MEK이 궁극적으로 재활성화 될 수 있다.
14)

되어 MAPK 신호가 증폭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BRAF 돌연변이를 갖는 대장암 환자에서 BRAF-MEK pathway

에서 10% 태아 소 혈청, 1% 페니실린/스트렙토마이신 및 2 mM
L-글루타민을 포함한 RPMI 배지로 배양하였다.

의 표적 치료제가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대장암 모델에서 BRAF-MEK pathway표적 치료제와 상승 작

약물 처치 및 세포 생존률 측정

용을 나타내는 약물을 찾는 노력의 일환으로 5-FU와 병용투여

세포를 96-well plate에 well 당 2,000개씩 고르게 분주한 후

하는 방법들이 시도되어 왔다. Vemurafenib과 capecitabine의 병

24시간 동안 배양시켰다. 세포 생존률에 대한 각 약물의 농도 의

용 투여에 의하여 이종 이식된 HT29 종양의 성장 억제 효과가

존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1, 3, 10 μM 의 5-FU (sigma, USA)과

9)

증가되었다. MEK 억제제와 5-FU 병용 투여로 KRAS 또는

0.3, 1, 3, 10 μM의 vemurafenib (selleckchem, USA)을 3일간

BRAF 돌연변이 대장암 세포주의 사멸이 증가됨이 보고되었다.17,18)

처치한 후 제조자의 지시(Promega, Wisconsin)에 따라 CellTiter

이러한 전임상 모델에서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KRAS 돌연변이

Glo® 시약으로 세포 생존률을 측정하였다. 5-FU와 표적 치료제

를 갖고 있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의 임상 1상 연구에서 FOLFIRI

의 순서 의존적 병합 처치를 위하여, 세포에 각 약물을 2일간 처

와 MEK 억제제인 pimasertinib의 병용 투여에 대한 임상적 이

치하고 배지를 교체한 후, 다음 약물을 2일간 처치하였다. 각 약

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19) 5-FU와 MEK 억제제의

물의 음성 대조군에는 5-FU, vemurafenib, MK-2206 (selleckchem,

저항성 기전은 각각 매우 다양하며 대장암 세포의 특성에 따라

USA)의 용매인 DMSO (sigma, USA)와 dactolisib (selleckchem,

차별적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암의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효

USA)의 용매인 dimethylformamide (sigma, USA)를 각각 처치

율적인 BRAF-MEK pathway 억제 방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

하였다. 모든 실험은 3중 반복(triplicate)으로 독립적으로 3 회

다. BRAF-MEK pathway표적 치료제와 5-FU를 병용 효과에 대

실시하였다.

한 이전의 보고들에서는 두 약의 상승 작용에 대한 가설이 작용
기전에 기초하여 명확하지 않았다. 본 연구진은 5-FU와 표적 치

단백질 발현 분석

료제를 동시에 처치하는 기존의 방법은 5-FU의 작용에 효율적

세포를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 억제제가 포함된 lysis buffe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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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pyrophosphate, 5 mM Glycerol 2-phosphate, 1 m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0.5% Triton X-100, 10% glycerol)로
용해시켰다. 얼음 위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12,000 rpm에서

Colo205와 RKO 세포에서 5-FU와 vemurafenib에 의한
농도 의존적 세포 생존률 변화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세포 전획으로 획득하였다.

5-FU와 vemurafenib의 병합 처치를 위한 농도를 결정하기 위

Bradford 분석(Bio-Rad, Hercules)으로 단백질을 정량한 후 샘플

해서, 먼저 각 약물의 농도 의존성을 측정하였다. Colo205와 RKO

을 제조하였다.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전

세포에 3일간 각 약물을 처치한 후 세포 생존률을 측정한 결과,

기 영동과 immunoblot 분석은 이전에 기술된 바와 같이 수행되

colo205 세포에서 5-FU는 1 μM부터 45%의 세포 생존률을 나타

20)

Cell Signaling Technology (Danvers, MA)사의 phospho-

내었으며, vemurafenib은 0.3 μM에서 39.4%, 10 μM에서 16.8%

p42/44 MAPK (ERK1/2) (Thr202/Tyr204) 항체, p42/44

의 세포 생존률을 유도하였다(Fig. 1A와 B). RKO 세포에서 5-

MAPK (ERK1/2) 항체, Santa Cruz Biotechnology (USA)사의

FU 처치에 의한 세포 생존률은 3 μM에서 74.7%, 10 μM에서

β-actin 항체, Abnova (Taiwan)사의 TK1 항체 제품을 사용하였

13.7%였으며, vemufenib에 의한 세포 생존률은 3 μM에서 51.0%,

다. 3회 독립적으로 수득한 샘플을 분석하였으며 대표적 이미지

10 μM에서 40.1%였다(Fig. 1C와 D). 이 후, 5-FU와 vemurafenib

었다.

를 수록하였다. TK1 발현량은 Image J 프로그램(version 1.51;

가 유사한 정도의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농도로 병합 처치하기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USA)을 이용하여 β-actin의 발현

위하여 colo205에서 는 각각 1, 0.3 μM을 사용하였으며, RKO

량으로 보정한 후 표기하였다.

세포에 모두 3 μM을 사용하였다.

통계 분석
모든 데이터는 3회 독립된 실험으로부터 산출되었으며, 평균

5-FU와 vemurafenib의 순서 의존적 병합 처치에 의한 세포
생존률 변화

±표준편차로 표기하였다. p<0.05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다음으로 두 약물의 병합 처치 순서에 따라 세포 생존률이 달

고 판단하였다. 그룹 간 비교를 위하여 Mann-Whitney U test

라지는지 평가하였다. 5-FU (F)을 2일간 처치하고 배지를 교체

와 Kruskal-Wallis test를 수행하였으며, 다중 비교 시에는

한 후, vemurafenib (Ve)을 2일간 병합 처치하는 군을FVe 군으

Bonferroni method를 적용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은 SPSS

로 명명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vemurafenib 처치 후 5-FU를 처

(ver. 22; SPSS Inc., USA)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치하는 군을 VeF군으로 명명하였다. 모든 처치군에서 처치 약물

Fig. 1 − Changes of cell viability by concentration-dependent treatment of 5-FU or vemurafenib in colo205 and RKO cells. Colo205 (A, B) or
RKO (C, D) cells were treated with 5-FU (A, C) at 1, 3, and 10 µM or with vemurafenib (B, D) at 0.3, 1, 3, and 10 µM for 3 days.
Cell viability of drug-treated group was presented as relative value to that of vehicle (DMSO)-treated group.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 triplicate. The data are mean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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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그의 용매(vehicle, v)를 동일 농도로 처치하였다(Fig. 2A).
FVe군의 대조군으로는 용매 처치군(vv), 5-FU 전 처치군(Fv),
vemurafenib 후 처치군(vVe)을 비교하였다. VeF 군의 대조군으
로는 용매 처치군(vv), vemurafenib 전 처치군(Vev), 5-FU 후 처
치군(vF)을 비교하였다.
Colo205 세포의 FVe 처치 그룹에서, 5-FU 전처치군(Fv)과
vemurafenib 후처치군(vVe)은 음성 대조군(vv)에 비해 약 60%
의 세포 생존률을 나타내었다(Fig. 2B). 5-FU를 전처치한 후
vemufarenib을 노출시킨 경우(FVe) 34%의 세포만이 생존하였으
며, 5-FU (Fv) 및 vemurafenib 단독(vVe) 처치군과 유의적 차이
가 있었다. 반면, Colo205 세포의 VeF 처치 그룹에서, vemurafenib
전치치군(Vev)은 30%, 5-FU 후처치군(vF)는 9%세포 사멸을 유
도하였으며, vemufenib을 전처치한 후 5-FU를 후처치한 군(VeF)
과 vemurafenib 전치치군(Vev)은 생존률의 유의적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Fig. 2C). RKO 세포의 FVe 처치 그룹에서, Fv, vVe,
FVe군은 vv군 대비 각각 76.6, 78.4, 51.6%의 세포 생존률을 나
타내었으며, FVe군은 Fv, vVe군과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Fig.
2D). RKO 세포의 VeF 처치 그룹에서, Vev, vF, VeF 군은 71.8,
88.3, 78.8%의 세포 생존률을 나타내었으며, 세 군간 유의적 차
이는 없었다(Fig. 2E). 이상의 결과로부터, colo205와 RKO 세포
에서 5-FU 전처치 한 후 vemurafenib을 처치하는 순서로 병합
하였을 때 단일 약물 처치에 비하여 세포 사멸 효과가 증가시키
나, 그 반대의 순서로 병합 처치할 경우 단일 약물에 의한 효과
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5-FU와 MK-2206, dactolisib의 순서 의존적 병합 처치에
의한 세포 생존률 변화
세포에서 5-FU에 의한 TK1의 유도 발현은 5-FU에 대한 저
항성을 획득하는데 기여한다.5) TK1의 발현은 세포 주기 의존적
으로 발현이 정밀하게 조절되며, E2F1에 의해 G1S기에 전사적
으로 증가한다.21) 즉, PI3K-Akt-mTOR, RAF-MEK 회로 등 세
포 성장 신호가 활성화되면 cyclin D-cdk4/6와 cyclin E-cdk2 복
합체가 활성화되고 Rb를 인산화시킨다.22,23) E2F1는 Rb가 인산
화되면 결합에서 풀려나, TK1의 프로모터에 결합하여 전사를 촉
진한다.21-25) 따라서, RAF 억제제인 vemurafenib 뿐만 아니라
PI3K, AKT, mTOR억제제도 TK1의 발현을 억제시킬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AKT 억제제인 MK-2206, PI3K/mTOR 억제제인
dactolisib이 vemurafenib과 마찬가지로 5-FU와 순서 의존적 병
합 효과를 나타내는지 관찰하였다. 본 실험은 Fig. 2B, C와 동시

Fig. 2 − Changes of cell viability by sequence-dependent combination
of 5-FU and vemurafenib in colo205 and RKO cells. (A) For
FVe combination, cells were treated with vehicle (v) or 5FU (F) for 2 days, washed, and then exposed to vemurafenib
(Ve) for another 2 days. Treatment group exposed to 5-FU
followed by vemurafenib (FVe) was compared with paired
control group exposed to vehicle (vv), 5-FU pre-treatment
(Fv), and vemurafenib post-treatment (vVe). For VeF
combination, cells were treated with 5-FU and vemurafenib
in reverse sequence. Treatment group for vemurafenib
followed by 5-FU (VeF) was compared with vehicle (vv),
vemurafenib pre-treatment (Vev), and 5-FU post-treatment
(vF). 5-FU and vemurafenib were treated at the concentration
of 1 and 0.3 µM in colo205 cells (B, C) and 3 and 3 µM in
RKO cells (D, E), respectively, as FVe (B, D) or VeF (C, E)
combination.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 triplicate. The data are means±SD. *p<0.05,
**p<0.01, vehicle-treated group (vv) vs. drug-treated
group; †p<0.05, ‡p<0.01, single drug-treated group vs.
combination-treated group.

에 수행되었으며, 음성 대조군(vv)과 5-FU 처치군(Fv, vF)은 비
교의 편의를 위하여 Fig. 3에 다시 한번 삽입되었다.
Colo205 세포에서 1 μM MK-2206후처치군(vM)의 세포생존

았다(Fig. 3A). 반면, MK-2206을 전처치한 후 5-FU을 노출시킨
MF 처치군은 MK-2206 단독 처치군(Mv)과 76%의 유사한 세포

률은 70%였으며, 5-FU를 우선 처치한 병합 처치군(FM)의 생존

생존률을 나타내었다(Fig. 3B). 0.03 mM dactolisib은 후 처치 시

률은 35%로 단일 약물 처치군(Fv, vM)에 비해 약 2배 이상 낮

(vD) 69% (Fig. 3C), 전 처치 시(Dv) 68% (Fig. 3D)의 세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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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 Changes of cell viability by sequence-dependent combination
of MK-2206 or dactolisib with 5-FU in colo205 cells. Cells
were pre-treated (A, C) or post-treated (B, D) with 1 µM 5FU in combination with 1 µM MK-2206 (M)(A, B) or 0.03
µM dactolisib (D)(C, D) in a sequence-dependent manner
as described in Fig. 2. Cell viability of drug-treated group
was presented as relative value to that of vehicle (DMSO)treated group.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 triplicate. The data are means±SD. *p<0.05,
**p<0.01, vehicle-treated group (vv) vs. drug-treated group;
†
p<0.05, ‡p<0.01, single drug-treated group vs. combinationtreat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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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 Changes of TK1 expression by sequence-dependent
combination of vemurafenib, MK-2206 or dactolisib with 5FU in colo205 and RKO cells. (A) Vemurafenib were cotreated with 5-FU as described in Fig. 2 in colo205 and
RKO cells. MK-2206 (B) or dactolisib (C) were co-treated
with 5-FU as described in Fig. 3 in colo205 cells. Cells were
collected at 0, 48, and 96 hr and used for the analysis of
TK1 expression.

였다. 반면, 첫 48시간 동안 vemurafenib을 노출시켰을 때 TK1
의 발현은 감소되었으나, 연속적으로 5-FU를 노출시킨 경우(96
시간)는 처치 전에 비하여 4.2배 증가하였다. RKO 세포에서도

존률을 나타내었다. FD 병합 처치군은 Fv, vD 처치군에 비해 유

TK1의 발현은 48시간 동안 5-FU를 처치한 이후 3.8배 증가하

의적으로 세포 사멸을 증가시킨 반면(Fig. 3C), DF 병합 처치군

였으며, 연속하여 vemurafenib를 처치한 후 감소하였다(96시간).

은 Dv, vF 처치군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었다(Fig. 3D). 이상의

RKO 세포에서 vemurafenib을 전처치 후 5-FU를 처치하면 TK1

결과로부터 5-FU는 MK-2206, dactolisib과도 처치 순서 의존적

의 발현량은 처치 전에 비하여 2.8배 증가하였다. Colo205 세포

으로 상승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에서 5-FU에 의해 TK1 발현은 증가하였으며, MK-2206과
dactolisib 후처치된 96시간에서 각각 2.8, 0.9배로 감소하였다

5-FU와 표적치료제의 순서 의존적 병합 처치에 따른 TK1의
발현 변화

(Fig. 4B와 4C). MK-2206 과 dactolisib에 전처치된 세포에서 5FU는 TK1 발현량을 각각 4.6, 1.7배로 증가시켰다. 요약하면, 5-

다음으로, 5-FU와 표적 항암제를 순서 의존적 상승 작용을 나

FU 전처치에 의해 유도된 TK1의 발현은 vemurafenib, MK-2206,

타내는데 TK1이 관여하는지 조사하였다. 5-FU에 의한 TK1 유

그리고 dactolisib에 의해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다. Vemurafenib,

도 발현이 표적 항암제의 전 처치 또는 후 처치에 의해 차별적

MK-2206, 또는dactolisib이 전처치된 세포에서 5-FU는 여전히

으로 영향 받는지 알아보고자 TK1의 단백질 발현 변화를 측정

TK1을 유도 발현시켰다.

하였다. 이전의 보고들과 유사하게 Colo205 세포에서 5-FU를 48
시간 처치하면 TK1의 발현은 유의적으로 상승하였다(Fig. 4A).

결 론 (Conclusion)

이후 5-FU를 제거한 후, vemurafenib을 다시 48시간 처치한 결
과(96시간), TK1의 발현량은 처치 전의 발현량 수준으로 감소하

본 연구에서는 BRAF 돌연변이를 갖는 colo205와 RKO 세포
J. Pharm. So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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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5-FU가 vemurafenib, MK-2206, dactolisib과 처치 순서 의

L, Masi G, Falcone A, Loupakis F. First-line chemotherapy for

존적으로 상승 효과를 유도함을 발견하였다. 5-FU를 표적치료제

mCRC-a review and evidence-based algorithm. Nat. Rev. Clin.

이전에 처치하였을 경우에는 단일 약물 처치에 비하여 상승적 세

Oncol. 12, 607-619 (2015).

포 사멸 효과를 유도하였으나, 반대의 순서로 처치하였을 경우
단일 약물과 효과의 차이가 없었다. 5-FU에 의해 TTP 신생 합
성 경로가 억제되면 보상적으로 세포 내 TTP 회수 합성 경로를
조절하는 TK1이 활성화될 수 있다.5) 본 결과에서는 5-FU 전처
치에 의해 유도된 TK1의 발현을 vemurafenib, MK-2206, 또는
dactolisib의 후처치에 의해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나, 표
적치료제가 전처치된 세포에서 5-FU는 TK1을 증가시킬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5-FU에 의한 TK1 유도 발현을 표적
치료제가 억제함으로써 세포내 TTP 양의 감소가 가속되어, 5FU와 표적 치료제의 순서 의존적 상승 작용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5-FU와 표적치료제를 동시에 처치하였던 과거의 임상

4) Longley DB, Harkin DP, Johnston PG. 5-fluorouracil:
mechanisms of action and clinical strategies. Nat. Rev. Cancer.
3, 330-338 (2003).
5) Lee SJ, Kim SY, Chung JH, Oh SJ, Ryu JS, Hong YS, Kim TW,
Moon DH. Induction of thymidine kinase 1 after 5-fluorouracil
as a mechanism for 3'-deoxy-3'-[18F]fluorothymidine flare.
Biochem. Pharmacol. 80, 1528-1536 (2010).
6) Hong YS, Kim HO, Kim KP, Lee JL, Kim HJ, Lee SJ, Lee SJ,
Oh SJ, Kim JS, Ryu JS, Moon DH, Kim TW. 3'-Deoxy-3'-18Ffluorothymidine PET for the early prediction of response to
leucovorin, 5-fluorouracil, and oxaliplatin therapy in patients
with metastatic colorectal cancer. J. Nucl. Med. 54, 1209-1216
(2013).

시험 에서는 서로 다른 세포 주기에서 발휘되는 두 약물의 효과

7) Kim SY, Jung JH, Lee HJ, Soh H, Lee SJ, Oh SJ, Chae SY, Lee

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세포 특이적 상호 작용으로

JH, Lee SJ, Hong YS, Kim TW, Moon DH. [18F]fluorothymidine

인하여 비일관적인 반응성이 나타났을 것이다.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informs the synergistic efficacy

본 연구 결과는 임상에서 경구용 5-FU 전구약인 capecitabine
투여에도 적용될 수 있다. 화학요법제에 포함되어 주사제로 투
여되는 5-FU에 비해 단일 약물로 사용되는 capecitabine26)은 표
적 치료제와 순서 의존적 투여가 용이하며 다른 약물과의 상호
작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Vemurafenib를 포함한

of capecitabine and trifluridine/tipiracil in colon cancer. Cancer.
Res. 77, 7120-7130 (2017).
8) De Roock W, De Vriendt V, Normanno N, Ciardiello F, Tejpar
S. KRAS, BRAF, PIK3CA, and PTEN mutations: implications
for targeted therapies in metastatic colorectal cancer. Lancet.
Oncol. 12, 594-603 (2011).

BRAF 억제제가 말기 흑색종에,28) PI3Kδ 억제제인 idelalisib은

9) Yang H, Higgins B, Kolinsky K, Packman K, Bradley WD, Lee

림프종 치료에 사용중이며,28) dactolisib과 MK-2206은 여러 암

RJ, Schostack K, Simcox ME, Kopetz S, Heimbrook D, Lestini

29-30)

본 연구 결과는 향후 5-FU

B, Bollag G, Su F. Antitumor activity of BRAF inhibitor

를 포함하는 화학요법제 또는 capecitabine과 표적 치료제를 병

vemurafenib in preclinical models of BRAF-mutant colorectal

종에서 임상 시험이 진행중이다.

용하는 연구에서, 순서 의존적인 투여 방법이 두 약물의 작용 기
전에 근거한 상승 작용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시
한다.

cancer. Cancer Res. 72, 779-789 (2012).
10) Tran B, Kopetz S, Tie J, Gibbs P, Jiang ZQ, Lieu CH, Agarwal
A, Maru DM, Sieber O, Desai J. Impact of BRAF mutation and
microsatellite instability on the pattern of metastatic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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