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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서론 :역형성갑상선암은드물게발생하는갑상선암이지만,여러치료에도불구하고

그예후는매우불량하다. BRAFV600E 변이는역형성갑상선암의약 20 - 50%에서 발견

되는 흔한 유전적 변이의 하나로, BRAF 의 gain-of-function 돌연변이는 MAPK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경로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킨다. 역형성 갑상선암

을 치료하는 데에 BRAF 억제제 투여가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BRAF 억제제인

dabrafenib을단독으로투여하게되면약제내성이쉽게발생하였다. 이러한 BRAF 억

제제의 내성 기전 중 하나가 상피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의 재활성화라는 것이 알려졌다. Erlotinib은 이러한 EGFR의 활성화

를 억제하는 약제이다. 본 연구는 dabrafenib과 erlotinib 병합 요법이 BRAF 변이 역형

성 갑상선암 세포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기존에 BRAF 변이 역형성 갑상

선암의 치료를 위해 미국 식품 의약청의 승인을 받은 dabrafenib과 trametinib 병합 요

법과비교하여보고자하였다. 또한이들병합요법이 BRAF변이역형성갑상선암세

포주에작용하는기전을알아보고자하였다. 

연구 재료 및 방법 : BRAF 변이를 동반한 역형성 갑상선암 유래 세포주인 BHT101, 

8505C, SW17369 세포주에서 dabrafenib과 trametinib 또는 dabrafenib과 erlotinib 병합

투여 이후 세포의 증식능, 집락 형성, 자멸사, 이동능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웨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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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롯 분석을 통해 mitogen extracellular kinase (MEK)와 extracellular signal-related 

kinase (ERK) 신호 활성화의 변화도 확인하였다. 또한, 두 약제의 병합 투여 효과를

BHT101 세포주를이용한이종이식쥐모델에서확인하였다. 

결과 : Dabrafenib 저항 세포주를 확립하고 수용체 타이로신 인산화효소분석을 시행

하였을 때, dabrafenib 저항 세포주에서 모세포주보다 EGFR의 인산화가 증가하였다. 

Dabrafenib과 erlotinib병합요법은각 약제의단독 투여보다역형성갑상선암세포주

인 BHT101, 8505C, SW1736 세포주 모두에서 세포의 증식과 집락 형성, 세포 이동능

을상조적으로억제하였고, 세포자멸사를 유도하였다. Dabrafenib과 erlotinib 병합 요

법의이러한효과는 dabrafenib과 trametinib의병합투여와유사하였다. Dabrafenib과

trametinib 병합 요법은 각 약제의 단독 투여보다 MEK과 ERK의 인산화를 억제하여

MAPK 신호전달경로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으나, EGFR의 인산화를 효과적으로 억

제하지는못하였다. 하지만 dabrafenib과 erlotinib을병합투여하였을때에는 MEK과

ERK 뿐만 아니라 EGFR의 인산화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BHT101 세포주를

이용한이종이식쥐 모델에서 dabrafenib과 erlotinib의병합투여는 종양의 성장을 유

의하게억제하고, 세포자멸사를유도하였다.

결론 : BRAF 억제제인 dabrafenib과 EGFR억제제인 erlotinib병합요법이 BRAF변이

역형성 갑상선암 치료에 있어 dabrafenib 단독 투여로 인한 내성 기전을 극복하고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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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효과를향상시킬수있는새로운표적치료제로서의적용가능성을확인하였다. 

중심 단어 : Thyroid neoplasms; Thyroid Carcinoma, Nonmedullary; Antineoplastic 

Agents; Protein Kinase Inhibitors; Drug Therapy, Comb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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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역형성갑상선암의임상적특징

갑상선은여포(follicle) 구조를이루는여포세포(follicular cell)와그주변부의부여포

세포(parafollicular C cell) 로이루어져있다. 갑상선암의대부분은여포세포에서유래하는데, 

분화도에 따라 분화 갑상선암(differentiated thyroid cancer)에 해당하는 유두암(papillary 

thyroid cancer), 여포암(follicular thyroid cancer) 및 저분화 갑상선암(poorly differentiated 

thyroid cancer), 역형성 갑상선암(anaplastic thyroid carcinoma)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외에도

부여포세포에서 유래하는 갑상선 수질암 (medullary thyroid cancer)과 원발성 갑상선 림프종

(primary thyroid lymphoma) 등이발생할수있다.1

역형성갑상선은드물게발생하는갑상선암으로, 분화갑상선암또는미분화갑상선

암에서유래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1, 2발생률은 전체갑상선암의약 1 - 2% 정도로드물게

발생하지만 매우 공격적이어서 중앙 생존율은 5개월, 1년 총 생존율은 약 20%정도로 보고

되며, 전체 갑상선암과 연관된 사망의 많은 수가 역형성 갑상선암과 연관된 것이다.1-5 임상

증상은 몇 일 혹은 몇 달 내에 빠른 속도로 크기가 증가하는 경부 종괴와 경부 통증, 쉰 목소

리, 삼킴곤란, 호흡곤란등으로나타난다.1, 2

원발 종양의 수술적 절제와 외부 방사선 조사, 전신 항암화학요법뿐만 아니라 최근

대두되고 있는 분자 표적 치료제와 면역 매개 치료제 등을 통해 역형성 갑상선암을 치료하

지만, 이러한 여러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 예후는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그 분자생물학적 병

태생리를 잘 이해하고,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자생물학적 표지자를 발굴하여 임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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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적용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1, 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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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상선암의분자생물학적병태생리

최근 갑상선암의 발생에 관여하는 세포 신호 전달 체계와 유전자 이상에 대한 연구

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갑상선암의 병태생리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4, 6 갑

상선암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MAPK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경로와 PI3K 

(phosphatidyl inositol 3-kinase)/AKT (v-akt murine thymoma viral oncogene) 경로의 활성화이

다.6

MAPK 경로는 serine/threonine-specific protein kinase로 외부의 성장호르몬 등의 자

극에 반응하여 세포의 증식, 분화, 생존 및 고사에 관여하는 경로이다.6, 7 이 경로는 각종 성

장인자의수용체역할을하는수용체타이로신인산화효소 (receptor tyrosine kinase, RTK)에

서 RAS(rat sarcoma viral oncogene homolog)-BRAF(B-type Raf kinase)-MEK(mitogen 

extracellular kinase)-MAPK/ERK(extracellular signal regulated kinase)로 이어지는 경로이다.6, 7

정상적인 상태에서 수용체 타이로신 인산화효소는 성장 호르몬 등의 자극을 받으면 이합체

화(dimerization)되면서 세포질에 존재하는 tyrosine의 인산화를 유발하며, 이렇게 인산화 된

수용체 타이로신 인산화효소는 구아노신 이인산 (guanosine diphosphate, GDP)를 구아노신

삼인산 (guanosine triphosphate, GTP)로 환원하여 RAS를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RAS는아

래 단계의 BRAF를 인산화시킨다.6, 7 이는 MEK, ERK를 차례로 인산화시키고, 이렇게 인산

화를 통해 활성화된 ERK는 핵으로 이동하여 세포의 증식, 분화와 관련된 다양한 전사인자

를 활성화시키고, 종양 억제 유전자 등은 억제시킨다.6, 7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갑상선

세포의성장과증식, 종양형성및갑상선암의진행에관여하게된다.6, 7이MAPK 경로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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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활성화를 유발하는 유전자 변이로는 BRAF 점돌연변이, RAS 점돌연변이, RET/PTC

유전자재조합등이있다.6, 7

PI3K/AKT 경로역시세포의성장과증식, 분화,및세포사멸등에중요한역할을하는

신호전달경로이다.8, 9 성장 인자, 인슐린, 인슐린양 성장인자 등의 신호를 받으면 세포 표면

의 수용체가 이들을 감지하고, 이로 인해 PI3K가 AKT를 활성화시키고, AKT는 mTOR를

포함하는하부의여러신호전달물질들을활성화시켜다양한유전자의발현을조절한다.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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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상선암에서발생하는 BRAF 유전자변이

역형성 갑상선암은 유전자 변이가 많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BRAF와

RAS 변이가 대표적이다.4, 10 이 외에도 TP53, TERT promoter, PI3K/AKT 경로, epigenetic 

regulation 에 관여하는 SWI/SNF 복합체 유전자들과 히스톤 메틸전이효소 (histone 

methyltransferase) 유전자등의변이등이알려져있다.4, 10

BRAF는 3 종류의 RAF 단백질 중 하나로, RAS-RAF-MEK-ERK 경로에서 가장 강

력한 활성화인자이다.7 BRAF의 원발암 유전자는 7q24의 염색체에 위치하고 있다.11 BRAF

의 gain-of-function 돌연변이는 MAPK경로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킨다.11 이렇게 비정상적

으로 활성화된MAPK 경로는 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촉진하고 세포자멸사를 억제함으로써

oncogenic driver로 작용한다.6, 7 BRAF의 돌연변이 중 갑상선암에서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것은 BRAFV600E 점돌연변이이다.11 이는 엑손 15 번의 과오 돌연변이(missense mutation)은

1799 번째 염기가 thymine 에서 adenine 으로 바뀌고, 600 번째 아미노산이 valine 에서

glutamic acid로바뀌는것이다.11

BRAFV600E 변이는 보고에 따라 역형성 갑상선암의 약 20 - 50%에서 발견되며, 흔한

유전적 변이의 하나이다.2, 5, 6, 10 역형성 갑상선암과 분화 갑상선 암인 유두암이 함께 존재할

경우, BRAFV600E변이는 90% 이상이동반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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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형성갑상선암치료에있어 BRAF 억제제의유용성및그한계

역형성 갑상선암은 유전자 변이가 많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유

전자변이는환자의개별화된표적치료의치료대상이된다.5 한실험연구를통해 BRAF 변

이 갑상선암 세포주에 BRAF 억제제를 투여하였을 때, MEK과 ERK의 인산화가 억제되고

세포 주기가 정지되는 것이 밝혀졌고, 이후 BRAF는 갑상선암 치료의 새로운 표적이 되었

다.12

대표적인 BRAF 억제제는 vemurafenib으로 BRAF 변이 흑색종의 치료에 승인을 받

으면서 이후 BRAF 변이를 동반한 다른 악성 종양의 치료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하였다.13

Vemurafenib을 흑색종이 아닌 다른 종양 (비소세포폐암, 난소암, 대장암, 담관암 등)을 동반

한환자에게투여한코호트연구결과를보면, 7명의 BRAF 변이역형성갑상선암환자가포

함되었고, 이들 모두 이전에 수술, 항암화학요법, 외부 방사선 조사 등의 치료를 하였고, 

BRAFV600E 변이가 확인되었다.13 전체 반응률은 29%로, 환자 1명에서는 완전 반응을, 다른 1

명은부분반응을보였고이는 12개월이상유지되었다.13

Dabrafenib은 대표적으로 역형성 갑상선암의 치료에 사용되는 BRAF kinase 억제제

로서, MEK/ERK의 인산화를 억제하고, G0/G1-arrest를 통하여 BRAF 변이 세포의 생존능을

억제한다.14, 15하지만, dabrafenib단독요법을이용하여 BRAF 억제치료를하면몇달안에약

제내성이발생한다.14, 15

MAPK 경로의 재활성화가 약제 내성 기전 중 하나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내

성기전을극복하고치료효과를증대시키기위해 MAPK 신호전달체계를중복으로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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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치료가 제시되었다. BRAFV600E 변이 역형성 갑상선암이 동반된 형질 전환 마우스 모델을

이용한한연구에서는 MAPK 신호전달체계를중복으로억제하였을때, BRAF 억제제단독

으로 투여할 때보다 종양의 성장 속도를 둔화시키고, 생존기간을 길게 하였다고 보고하였

다.16

최근 phase II 연구는 dabrafenib을 MEK 억제제인 trametinib과 함께 투여하였을 때

BRAFV600E 변이 역형성 갑상선암의 치료 반응이 향상됨을 보여주었고, 미국 식품 의약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허가를 받았다.2, 5이후미국 갑상선학회에서 발표한

2021 역형성 갑상선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dabrafenib과 trametinib의

병합 요법을 BRAFV600E 변이 역형성 갑상선암의 불완전 절제 혹은 수술 불가능한 역형성 갑

상선암의치료에적용할것을권고하였다.5또한 수술전 (neoadjuvant) BRAF 억제제치료이

후 수술을 시행하는 것 역시 환자의 예후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 수술 전

dabrafenib과 trametinib의병합요법도고려할수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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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와 역형성 갑

상선암

EGFR은 성장 인자 혹은 종양 증식 성장 인자(transforming growth factor-α)에 의해

활성화되는 막횡단 수용체로, EGFR (ErbB-1),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HER2)/neu (ErbB-2), HER 3 (ErbB-3), HER 4 (ErbB-4)로 이루어진 ErbB family 중 하나이며

HER1으로 불리기도 한다.17 EGFR은 내인성 타이로신 인산화효소와 그 하부의 세포 내 신

호 전달 체계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를 통해 세포의 증식, 이동, 혈관 생성 및 세포 주기에 관

여하게된다.17이때문에 EGFR및이와연관된신호전달체계는항암치료의중요한표적이

되어왔다.17

최근에 BRAF 억제제의 내성 기전 중 하나가 EGFR의 재활성화라는 것이 알려졌는

데, 대장암 세포를 이용한 연구에서 BRAF는 CDC25C를 유도하여 EGFR발현을 억제하고

있으나, BRAF 억제제인 vemurafenib을 투여하였을때 CDC25C의발현이 감소하고 이로 인

하여 EGFR이 활성화되었다.18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장암에서 BRAF 억제제와 EGFR

억제제를 함께 투여하면 항암 효과가 증가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19, 20 BRAF 변이 대장암

세포주에 vemurafenib을투여하였을때, ERK의인산화가억제되었지만, 이후 p-EGFR의발

현이 증가하고 이를 통하여 RAS 및 CRAF가 활성화되면서 이로 인해 ERK가 곧 재활성화

되었다.20 BRAF와 EGFR을 모두 억제하였을 때 MAPK 신호전달경로가효과적으로 억제되

었고, 치료효과가증가하였다.20

하지만역형성갑상선암의치료에 BRAF 억제제와 EGFR억제제를동시에투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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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21, 22 또한, 이전에 보고된 역형성 갑상선암에서

BRAF 억제제와 EGFR 억제제를 동시에 투여했던 연구들은 BRAF 억제제로 vemurafenib을

투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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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목적

이번 연구에서 dabrafenib 저항 역형성 갑상선암 세포주에서 EGFR의 인산화가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dabrafenib과 erlotinib 병합 요법이 BRAF 변이 역형성 갑상선암 세포주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를 기존에 BRAF 변이 역형성 갑상선암의 치료를 위

해 FDA 의 승인을 받은 dabrafenib 과 trametinib 병합 요법과 비교하여 보고자 하였다. 

Erlotinib 은 EGFR 억제제 중 하나로, 비소세포성 폐암의 단독치료제 또는 췌장암에서

gemcitabine과병합요법으로승인되었다.19, 20, 23예비실험을진행하였을때 erlotinib이다른

EGFR 억제제에 비하여 역형성 갑상선암 세포주의 증식과 집락 형성 억제에 효과적이었기

에 EGFR 억제제로 erlotinib을 선택하였다. 또한 이들 병합 요법이 BRAF 변이 역형성 갑상

선암세포주에작용하는기전을알아보고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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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및방법

1. 연구재료

세포배양에필요한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과 RPMI-1640 배지는

Gibco (Grand Island, NY, USA)에서 구입하였다. 세포 증식 분석을 위한 Quanti-Max WST-8 

세포 생존능 분석 kit는 Biomax Co. Ltd (Seoul, Korea)에서, 플레이트 판독기인 Victor X3는

Perkin Elmer (Milan, Italy)에서 구입하였다. 세포자멸사 분석을 위해 이용한 FITC Annexin V 

Apoptosis Detection Kit는 BD Pharmigen (San Jose, CA, USA)에서 구입하였다. 웨스턴 블롯

분석을 위한 p-EGFR, EGFR, p-MEK, MEK, p-ERK, ERK, p-AKT(Ser473), AKT, Casepase-3, 

cleaved caspase-3 항체는 Cell signaling Technology (Danvers, MA, USA)에서, β-actin에 대한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Dallas, TX, USA)에서 구입하였다. Terminal deoxy-

nucleotidyl transferase dUTP nick end labeling (TUNEL) 분석을위한 in Situ Cell Death Detection 

Kit, POD는 Roche (Indianapolis, IN, USA)에서구입하였다.

2. 세포배양

본 연구에서는 BRAFV600E 변이가 동반된 역형성 갑상선암 기원 세포주인 BHT101, 

8505C, SW1736 세포주를 이용하였다. BHT101 세포주는 10% 우태아 혈청(fetal bovine 

serum, FBS)과 1% 페니실린/스트렙토마이신항생제를첨가한 DMEM 배지에서배양되었고, 

8505C 와 SW1736 세포주는 10% 우태아 혈청과 1% 페니실린/스트렙토마이신을 첨가한

RPMI-1640 배지에서 배양되었다. 각 세포주들은 5% 이산화탄소, 37°C 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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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온배양기에서배양되었다. 

3. 세포증식분석

세포를 96 우물판에 우물당 1,000 개의 세포를 분주하고 24 시간 후 약제를 세포

위에 처리하였다. 세포의 증식을 확인하기 위해 Quanti-Max WST-8 세포 생존능 시약을 총

부피의 10분의 1만큼각 우물판에분주하여 2시간반응시킨후생존능을 측정하였다.광학

밀도 (Optical density, OD) 값은 플레이트 판독기를 사용하여 450 nm 에서 측정하였다.

실험을각각 3회반복한이후평균과표준편차로데이터를표현하였다. 

.

4. 세포집락형성분석

BHT101 세포주는 5×103, 8505C와 SW1736 세포주는 1×104개의세포를 6 우물판에

각각 분주한 후 dabrafenib, trametinib, erlotinib 약제를 각각 처리하여 7일 동안 배양하였다. 

집락은 인산염 완충 용액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로 두 번 씻어낸 후 0.2% Crystal 

violet으로상온에서 15분동안염색하였다. 염색된세포는인산염완충용액으로씻어낸 후

상온에서 공기 건조하였다. 집락형성효율은 소프트웨어 이미지 J로 정량화하였다. 실험을

각각 3회반복한이후평균과표준편차로데이터를표현하였다. 

5. 세포자멸사분석

세포자멸사를 알아보기 위해 Annexin V-FITC 와 propidium iodide (P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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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였다. 정상 세포에서는 포스파티딜세린 (phosphatidylserine)이 세포막 안쪽에

위치하지만, 세포자멸사 과정 중 포스파티딜세린이 세포막의 외부로 이동하게 된다.24

Annexin V는 35-36 kDa의 Ca2+의존적인 인지질 결합 단백질로, 이 포스타피딜세린에 높은

결합력을 보이기 때문에 세포막 밖으로 노출된 포스파티딜세린을 함유하는 세포에

결합하게 된다.24 Annexin V 를 FITC 를 포함하는 형광물질과 접합하여 이를 통해

세포자멸사의 초기 단계를 검사할 수 있다.24 또한 PI는 세포막이 정상인 살아 있는 세포는

투과하지 못하지만 죽은 세포나 손상 받은 세포는 투과할 수 있는 성질을 보이기 때문에

Annexin V와함께세포자멸사를확인하는데에사용된다.24

역형성 갑상선암 세포주에 각각의 약제를 72시간 동안 처리한 후 차가운 인산염

완충 용액으로 두 번 씻어내고, 세포 pellet 을 FACS 완충 용액에 1 x 106 개/mL 로

재부유시켰다. 이후 용액 100 µL (세포 1 x 105 개)을 5 mL 배양 튜브로 옮겼다. 이후 FITC 

Annexin V 5 µL와 PI 5 µL를 첨가하고 부드럽게 vortexing하여 상온의 어두운 곳에서 15분

동안배양하였다. 각각의튜브에 400 µL의완충용액을첨가하고 1시간이내에사멸한세포

혹은 자멸사한 세포를 유세포 분석을 이용해 정량화하였다. Annexin V 와 PI 모두에서

양성을 보이는 경우 자멸사한 세포로 정의하였고, 실험을 각각 3 회 반복한 이후 평균과

표준편차로데이터를표현하였다. 

6. 세포이동능분석

세포의 이동능은 구멍의 크기 8.0 μm 인 폴리카보네이트 필터를 이용한 6.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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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의 transwell chamber 침습검사를 통해 측정하였다. 상부 공간에는 세포 2 × 104 개를

두고, 하부 공간에는 10% 우태아 혈청을 화학 유인 물질로 사용하여 37℃에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후에세포를헤마톡실린-에오진 (hematoxylin-eosin)으로고정및염색하였다. 

필터의 상부 표면에 남아있는 이동하지 않은 세포는 면봉으로 닦아 제거하였고, 필터

하부로이동해온세포는광학현미경을통해세포 수를확인하여 이동능을계산하였다. 3회

반복측정한이후평균과표준편차로데이터를표현하였다.

7. 웨스턴블롯분석

단백 추출을 위한 세포를 차게 유지된 인산염 완충 용액으로 2회 세척하여 추가적인

반응을 종료시켰다. 이후 단백질 분해 효소 억제제와 포스파타아제 억제제를 첨가한

세포용해완충액을 이용하여 세포를 분해하였다. 4 , ℃ 14,000 rpm 에서 15 분 동안

원심분리하였고, 단백질을 포함하는 상층액을 분리하여 단백질 정량을 하였다. 단백질의

양은 Bicinchoninic Acid (BCA) 단백 분석으로 측정하였다. 단백질은 sodium-dodecyl sulfate

(SDS)-polyacrylamide (PAGE) gel 을 이용하여 전기영동하여 전개시킨 후 일차 항체와

4℃에서 밤새도록 냉장 반응시켰다. 다음 날 0.1% Tween-20이 함유된 Tris-buffered saline 

(TBS-T) 용액으로 세척한 후, 이차 항체와 상온에서 1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면역반응한

단백질은 화학발광면역기질시약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단백 발현량은 각각의 샘플에서

β-actin발현량으로비교하였다.

웨스턴 블롯을 시행한 이후 웨스턴 블롯 밴드의 강도를 정량화 하기 위하여 Imag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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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이용하였다. P-EGFR 단백질의 농도는 EGFR 농도로 보정하였다. 데이터는 각각

3회반복한이후평균과표준편차로표현하였다.

8. 동물실험

동물 실험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정청의 권고안에 따라 수행하였다. 동물 실험

프로토콜은 아산생명과학연구원의 기관 동물 관리 및 이용 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s, IACUC)의 승인을 받았다(연구 번호: 2020-02-127). 모든 쥐는

서울아산병원 동물 실험실의 특정 무병원체 시설에서 사육했다. 이종이식을 위해 수컷

BALB/c nude 쥐에 200 μL 당 5 × 106 BHT101 세포를 주입하였다. 종양의 부피가 약 100 mm3

되었을 때, 경구 위관 영양으로 약제를 매일 2주 동안 투여하였다. 경구로 투여된 각 약제의

용량은 dabrafenib 30 mg/kg, trametinib 1 mg/kg, erlotinib 50 mg/kg였다. 체중과 종양의 부피는

매 2 일마다 측정하였다. 종양은 캘리퍼(calip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종양의 부피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종양의 부피 (mm3) = (길이 × 너비 2) ÷ 2. 종양의 무게는 실험 종료

시점에서쥐에서종양조직을절제하여측정하였다. 

9. 면역조직화학염색

종양을 제거하여 10% 포르말린으로 고정하고 파라핀에 매립하였다. 종양에서

사멸된 세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In Situ Cell Death Detection Kit, POD 를 이용한

TUNEL 분석을 적용하였다. TUNEL 분석은 세포 사멸의 후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단일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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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이중 가닥의 절편화 된 deoxyribonucleic acid (DNA)를 검출하는 방법이다.25 사멸한

세포를 고정 및 투과도를 증가시키고, 이후 TdT 와 형광물질이 접목된 dUTP 가 함유된

TUNEL 반응혼합체에배양한다.25이배양기간동안 TdT는단일및이중가닥의 DNA에서

유리 3’-OH 그룹에 형광 물질이 접목된 d-UTP 를 삽입하는 작용을 촉진시킨다.25 이렇게

처리한 샘플을 씻어낸 이후, 리포터 효소 과산화효소 (reporter enzyme peroxidase)와 접합된

항-형광물질 항체를 처리하여 손상 받은 DNA 를 표시하게 된다.25 결합하지 않은 효소

접합체를 제거하기 위해 씻어낸 이후, 기질 반응 (substrate reaction)을 통해 면역 복합체를

함유한 POD가 나타나게 된다. 이후 헤마톡실린(hematoxylin)으로 반대 염색을 시행하였다. 

염색된 슬라이드는 무작위로 추출한 5개의 시야에서 TUNEL 염색에 양성을 보이는 세포의

수를측정하여정량화하였다.

10. 통계적분석

연속형 변수(continuous variables)는 중앙값(사분위수), 또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현하였다. 연속형변수에대한비교는 Wilcoxon rank-sum test (중앙값 비교) 또는 student t-

test (평균 비교)를 사용하였다. 3개 이상의 연속 변수의 비교는 one-way ANOVA 또는 two-

way ANOVA(쥐 이종이식 모델)를 이용하였다. 데이터는 GraphPad Prism version 5.01 

(GraphPad Software INC., San Diego, CA, USA)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 값으로 표현하였으며 모든 p 값은 양측성 (two-sided)으로 하였다.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에유의한차이를보이는것으로간주하였다.



17

결과

1. Dabrafenib저항역형성갑상선암세포주에서확인된 EGFR의활성화

BRAF 억제제에 내성을 획득하는 기전을 알아보기 위해, BRAFV600E 변이가 동반된

역형성 갑상선암 유래 세포인 SW1736 세포주로 dabrafenib 저항 세포주를 생성하였다. 1 

µM 의 dabrafenib 에 지속적으로 노출하여 BRAF 억제제 저항 세포주를 만들었다. 

dabrafenib에 대한 저항성을 확인하기 위해 모세포주와 dabrafenib 저항 SW1736 세포주에

dabrafenib을 투여하여 7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세포 생존능의 측정은 dabrafenib 치료를

하지 않은 세포주에 대한 상대적인 수치를 WST-8 분석으로 계산하였다. dabrafenib 에

저항을 보이는 역형성 갑상선암 세포주는 dabrafenib 을 투여하였을 때 모세포주 와

비교하였을 때 저항성을 보였다. dabrafenib 농도를 증가시킬수록, 모세포주보다 dabrafenib

저항 세포주에서 생존 세포 비율이 높아졌다 (그림 1).  역형성 갑상선암에서 BRAF 

억제제에 저항성을 보이는 기전을 확인하기 위해 모세포주와 dabrafenib 저항 SW1736 

세포주의 용해물을 이용해 수용체 타이로신 인산화효소 분석을 시행하였다. Dabrafenib

저항 세포주에서 모세포주보다 EGFR 의 인산화가 증가하였고, 이를 정량화하였을 때

모세포주와 dabrafenib 저항세포주에서 EGFR 인산화의의미있는차이를확인하였다 (그림

2와 그림 3). 이는 EGFR의 활성화가 BRAF 변이 역형성 갑상선암에서 BRAF 인산화효소

신호억제제인 dabrafenib의저항성을보이는기전과연관되어있다는것을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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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abrafenib저항역형성갑상선암세포주확인

Dabrafenib 농도를 증가시킬수록, 모세포주보다 dabrafenib 저항 세포주에서 생존 세포

비율이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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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abrafenib저항역형성갑상선암세포주에서보인 EGFR의활성화

수용체 타이로신 인산화효소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dabrafenib 저항 세포주에서

모세포주보다 EGFR의인산화가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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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abrafenib 저항역형성갑상선암세포주에서 EGFR의활성화의정량

수용체 타이로신 인산화효소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dabrafenib 저항 세포주에서

모세포주보다의미있게 EGFR의인산화가증가하였음.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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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brafenib, trametinib, erlotinib의치료효과확인

Dabrafenib, trametinib, erlotinib 에 대한 역형성 갑상선암 세포주의 민감도를

알아보기 위해 BRAF 변이를 보이는 역형성 갑상선암 세포주인 8505C, SW1736, BHT101 

세포주에 각 약제마다 0.01 μM, 0.1 μM, 1 μM, 10 μM 의 농도를 처리하여 세포 생존을

확인하였다. 각 약제를 여러 농도로 처리한 후 72 시간 동안 세포 배양하였을 때, 8505C, 

SW1736, BHT101 세포주는 모두 약제 용량 의존적으로 생존 세포의 수가 감소하였다 (그림

4). 이는 dabrafenib, trametinib, erlotinib 이 각각 역형성 갑상선암 세포주의 세포 증식을

억제함을 시사하지만, 각 약제를 단독으로 투여하였을 때 세포 증식 억제 정도는 다소

미미하였다.

각 약제의 작용 기전 및 하위 신호 전달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세포를 배양 접시

70% 정도를 채울 정도로 배양한 후, 각각 dabrafenib 100mM, trametinib 1nM, erlotinib 5 

μM 을 투여 후 24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후 단백질 용해물을 SDS-PAGE gel 을 통해

분리한 후 각각의 항체를 통해 확인하였다. Dabrafenib (그림 5A)과 trametinib (그림 5B)을

처리하였을 때 8505C, SW1736, BHT101 세포주 모두에서인산화된 MEK과 ERK의발현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dabrafenib 과 trametinib 의 작용 기전이 MAPK 

신호전달경로로 알려져 있는 RAS-RAF-MEK-ERK 신호전달경로를 억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8505C 와 SW1736 세포주에서 dabrafenib 을 투여하였을 때 p-EGFR 이

증가하였고, 이는 dabrafenib 저항 세포주에서 EGFR activation 이 증가하였던 이전 실험

결과와 일치한다. EGFR 신호는 MAPK 신호전달경로 뿐만 아니라 PI3K/A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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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전달경로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EGFR 억제제인 erlotinib 의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5 μM 을 처리하였을 때 8505C 와 BHT101 세포주에서

MEK, ERK 뿐아니라 EGFR, AKT의인산화가억제되었다 (그림 5C).

이 결과들을 이용하여 다음 실험에서 사용할 약제의 용량을 결정하였다. 세 종류의

BRAF 변이 역형성 갑상선암 세포주 중 BHT101세포주가 dabrafenib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약제 단독으로 실험을 진행할 때와는 달리 고농도의 약제를 병합하여

투여하게 되면 세포의 생존능 억제 효과가 커져 약제 병합 요법의 효과를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BHT101 세포주는 dabrafenib 10 nM 로, 

8505C와 SW1736세포주는 dabrafenib 100 nM로 처리하였고, trametinib은 1nM, erlotinib은

200 nM로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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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Dabrafenib, trametinib, erlotinib치료후세포생존수감소

Dabrafenib, trametinib, erlotinib을 여러 농도로 처리한 후 72시간 동안 세포 배양하였을 때, 

8505C, SW1736, BHT101 세포주는모두약제용량의존적으로생존세포의수가감소함.

A. dabrafenib, B. trametinib, C, erlotin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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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Dabrafenib, trametinib, erlotinib의작용기전확인

A. Dabrafenib 100nM 을 24 시간 동안 처리하였을 때 8505C, SW1736, BHT101 세포주

모두에서인산화된MEK과 ERK의발현이현저히감소함.

B. Trametinib 1nM을 24시간동안 처리하였을때 8505C, SW1736, BHT101 세포주모두에서

인산화된MEK과 ERK의발현이현저히감소함.

C. Erlotinib 5 μM를 24시간 동안 처리하였을 때 8505C와 BHT101 세포주에서 EGFR, AKT, 

MEK, ERK의인산화가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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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brafenib과 trametinib 병합요법후역형성갑상선암세포주의세포증식변화

병합 요법의 상승 효과 확인을 위해 세포 증식을 확인하였다. BHT101, 8505C, 

SW1736 세포주를각각 dabrafenib 단독, trametinib 단독, dabrafenib과 trametinib병합요법을

시행하여 세포배양을 한 후, 3-5 일째에 대조군과 비교하여 생존 세포 수를 확인하였다. 

Dabrafenib과 trametinib을 함께 투여하였을 때, BHT101 (각각 p<0.01와 p<0.01, 그림 6A), 

8505C (각각 p<0.001와 p<0.01, 그림 6B), SW1736 (각각 p<0.01와 p<0.01, 그림 6C) 세포주

모두에서 대조군 혹은 dabrafenib 과 trametinib 을 단독으로 투여하였을 때보다 생존

세포수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dabrafenib 과 trametinib 병합

요법이역형성갑상선암세포의증식을상조적으로억제함을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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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Dabrafenib과 trametinib병합요법후역형성갑상선암세포주의세포증식변화

약제를 단독으로 투여하였을 때보다 dabrafenib 과 trametinib 을 함께 투여하였을 때, 모든

세포주에서생존세포수가통계적으로의미있게감소함.

A. BHT101, B. 8505C, C. SW1736, 

CON; 대조군, D; dabrafenib, T; trametinib, D+T; dabrafenib + trametinib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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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abrafenib과 erlotinib 병합요법후역형성갑상선암세포주의세포증식변화

BHT101, 8505C, SW1736 세포주를각각 dabrafenib 단독, erlotinib 단독, dabrafenib과

erlotinib 병합 요법을 시행하여 세포배양을 한 후, 3-5일째에 대조군과 비교하여 생존 세포

수를 확인하였다. Dabrafenib 과 erlotinib 을 함께 투여하였을 때, BHT101 (각각 p<0.01 와

p<0.001, 그림 7A), 8505C (각각 p<0.001 와 p<0.001, 그림 7B), SW1736 (각각 p<0.01 와

p<0.001, 그림 7C) 세포주 모두에서 대조군 혹은 각 약제 단독 투여군보다 생존 세포수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dabrafenib 과 erlotinib 병합 요법이 역형성

갑상선암 세포의 증식을 상조적으로 억제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dabrafenib 과

trametinib 병합요법과비슷하였다.



28

그림 7. Dabrafenib과 erlotinib병합요법후역형성갑상선암세포주의세포증식변화

약제를 단독으로 투여하였을 때보다 dabrafenib 과 erlotinib 을 함께 투여하였을 때, 모든

세포주에서생존세포수가통계적으로의미있게감소함.

A. BHT101 세포주, B. 8505C 세포주, C. SW1736 세포주, 

CON; 대조군, D; dabrafenib, E; erlotinib, D+E; dabrafenib + erlotinib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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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abrafenib과 trametinib 병합요법후역형성갑상선암세포주의집락형성변화

병합 요법의 상승 효과 확인을 위해 다음으로는 집락 형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BHT101 세포주를각각 dabrafenib 단독, trametinib 단독, dabrafenib과 trametinib병합요법을

시행하여 세포배양을 한 후, 7 일째에 집락의 크기와 숫자를 측정하였다. 대조군 혹은

약제를 단독으로 투여하였을 때보다 dabrafenib과 trametinib을 함께 투여하였을 때, 집락의

크기와 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각각 p<0.01 와 p<0.001, 그림 8A, 8D). 이러한 결과는

8505C (p<0.01와 p <0.05, 그림 8B와 8D) 세포주와 SW1736 (p<0.01와 p <0.05, 그림 8C와

8D) 세포주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dabrafenib 과 trametinib 병합 요법이

역형성갑상선암세포의집락형성을상조적으로억제함을알수있다.

8505C 세포주를 96 well plate에 각각 200개, 500개, 1000개의 세포를 투여한 후

dabrafenib 단독, trametinib 단독, dabrafenib 과 trametinib 을 함께 투여하여 7 일 동안

배양하였다. 초기 배양 세포 수에 관계없이 대조군 또는 dabrafenib 과 trametinib 의 단독

투여보다는병합투여군에서집락형성이현저히감소하였다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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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Dabrafenib과 trametinib병합요법후역형성갑상선암세포주의집락형성변화

약제를 단독으로 투여하였을 때보다 dabrafenib과 trametinib을 함께 투여하였을 때, 집락의

크기와수가현저히감소함.  

A. BHT101 세포주, B. 8505C 세포주, C. SW1736 세포주, D. 각각의세포주에서약제투여후

집락형성변화

CON; 대조군, D; dabrafenib, T; trametinib, D+T; dabrafenib + trametinib

*, p<0.05, **, p<0.01, ***, p<0.001, CON;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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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초기 배양 세포 수에 따른 8505C 세포주에서 dabrafenib과 trametinib 병합 요법 후

역형성갑상선암세포주의집락형성변화

8505C 세포주에서 초기 배양 세포 수에 관계없이 dabrafenib 과 trametinib 의 단독

투여보다는 dabrafenib과 trametinib 병합투여군에서집락형성이현저히감소함. 

A. 대조군, B. dabrafenib 단독 투여군, C, trametinib 단독 투여군, D, dabrafenib과 trametinib 

병합투여군, E. microplate reader를이용한 570mm 흡수도계산결과

CON; 대조군, D; dabrafenib, T; trametinib, D+T; dabrafenib + trametinib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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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abrafenib과 erlotinib 병합요법후역형성갑상선암세포주의집락형성변화

BHT101 세포주를 각각 dabrafenib 단독, erlotinib 단독, dabrafenib과 erlotinib 병합

요법을 시행하여 세포배양을 한 후, 7 일째에 집락의 크기와 숫자를 측정하였다. 대조군

또는 약제를 단독으로 투여하였을 때보다 dabrafenib 과 erlotinib 을 함께 투여하였을 때, 

집락의 크기와 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각각 p<0.05 와 p<0.01, 그림 9A 와 9D). 이러한

결과는 8505C 세포주(p<0.01 와 p<0.01, 그림 9B 와 9D)와 SW1736 세포주(p<0.001 와

p<0.001, 그림 9C와 9D)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dabrafenib과 erlotinib 

병합 요법이 상조적으로 역형성 갑상선암 세포의 집락 형성을 억제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전세포증식분석결과와도일치한다.

8505C 세포주를 96 well plate에 각각 200개, 500개, 1000개의 세포를 투여한 후

dabrafenib 단독, erlotinib 단독, dabrafenib과 erlotinib을 함께투여하여 7일동안배양하였다. 

초기 배양 세포 수에 관계없이 대조군 또는 dabrafenib과 erlotinib의 단독 투여보다는 병합

투여군에서집락형성이현저히감소하였다 (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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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Dabrafenib과 erlotinib병합요법후역형성갑상선암세포주의집락형성변화

약제를 단독으로 투여하였을 때보다 dabrafenib과 erlotinib을 함께 투여하였을 때, 집락의

크기와수가현저히감소함.  

A. BHT101 세포주, B. 8505C 세포주, C. SW1736 세포주, D. 각각의세포주에서약제투여후

집락형성변화

CON; 대조군, D; dabrafenib, E; erlotinib, D+E; dabrafenib + erlotinib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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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초기 배양 세포 수에 따른 dabrafenib과 erlotinib병합 요법 후 역형성 갑상선암

세포주의집락형성변화

8505C 세포주에서 초기 배양 세포 수에 관계없이 dabrafenib과 erlotinib의 단독 투여보다는

dabrafenib과 erlotinib 병합투여군에서집락형성이현저히감소함. 

A. 대조군, B. dabrafenib 단독 투여군, C, erlotinib 단독투여군, D, dabrafenib과 erlotinib 병합

투여군, E. microplate reader를이용한 570mm 흡수도계산결과

CON;대조군, D; dabrafenib, E; erlotinib, D+E; dabrafenib + erlotinib

**, p<0.01, ***, p<0.001



35

7. Dabrafenib과 trametinib 병합요법후역형성갑상선암세포주의세포자멸사변화

약제의 단독 투여 혹은 병합 투여가 세포자멸사를 촉진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Annexin V와 PI 염색을 이용한 유세포 분석을 활용하였다.  BHT101 세포주를 각각

dabrafenib 10 nM 단독, trametinib 1 nM 단독, 또는 두 약제의 병합 투여 후 72 시간 뒤

세포자멸사를 확인하였을 때, 단독 투여군보다 병합 투여군에서 세포자멸사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각각 p<0.001와 p<0.05, 그림 12A와 12B). 이러한 결과는 8505C 세포주(각각

p<0.001와 p<0.001, 그림 13A와 13B)와 SW1736 세포주(각각 p<0.01와 p<0.01, 그림 14A와

14B)에서도동일하게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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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Dabrafenib과 trametinib병합요법후 BHT101의세포자멸사변화

Dabrafenib 과 trametinib 을 각각 단독으로 투여하였을 때보다 병합 투여하였을 때, BHT 

101에서세포자멸사가현저하게증가하였음. 

CON; 대조군, D; dabrafenib, T; trametinib, D+T; dabrafenib + trametinib

*, p<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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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Dabrafenib과 trametinib병합요법후 8505C의세포자멸사변화

Dabrafenib 과 trametinib 을 각각 단독으로 투여하였을 때보다 병합 투여하였을 때, 

8505C에서세포자멸사가현저하게증가하였음. 

CON; 대조군, D; dabrafenib, T; trametinib, D+T; dabrafenib + trametinib

***, p<0.001



38

그림 14. Dabrafenib과 trametinib병합요법후 SW1736의세포자멸사변화

Dabrafenib 과 trametinib 을 각각 단독으로 투여하였을 때보다 병합 투여하였을 때, 

SW1736에서세포자멸사가현저하게증가하였음. 

CON; 대조군, D; dabrafenib, T; trametinib, D+T; dabrafenib + trametinib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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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abrafenib과 erlotinib 병합요법후역형성갑상선암세포주의세포자멸사변화

BHT101 세포주를각각 dabrafenib 10 nM 단독, erlotinib 200 nM 단독, 또는두약제의

병합 투여 후 72 시간 뒤 세포자멸사를 확인하였을 때, 단독 투여군보다 병합 투여군에서

세포자멸사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각각 p<0.01와 p<0.001, 그림 15A, 15B). 이러한 결과는

8505C 세포주(각각 p<0.05 와 p<0.01, 그림 16A, 16B)와 SW1736 세포주(각각 p<0.01 와

p<0.01, 그림 17A, 17B)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dabrafenib과 trametinib 

복합 투여 또는 dabrafenib 과 erlotinib 복합투여 모두 BRAF 변이 역형성 갑상선암

세포주에서세포자멸사를유도하는상승작용을가진다는사실을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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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Dabrafenib과 erlotinib병합요법후 BHT101의세포자멸사변화

Dabrafenib 과 erlotinib 을 각각 단독으로 투여하였을 때보다 병합 투여하였을 때,

BHT101에서세포자멸사가현저하게증가하였음. 

CON; 대조군, D; dabrafenib, E; erlotinib, D+E; dabrafenib + erlotinib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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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Dabrafenib과 erlotinib병합요법후 8505C의세포자멸사변화

Dabrafenib과 erlotinib을각각단독으로투여하였을때보다병합투여하였을때, 8505C에서

세포자멸사가현저하게증가하였음. 

CON; 대조군, D; dabrafenib, E; erlotinib, D+E; dabrafenib + erlotinib

*, p<0.05, **, p<0.01



42

그림 17. Dabrafenib과 erlotinib병합요법후 SW1736의세포자멸사변화

Dabrafenib 과 erlotinib 을 각각 단독으로 투여하였을 때보다 병합 투여하였을 때, 

SW1736에서세포자멸사가현저하게증가하였음. 

CON; 대조군, D; dabrafenib, E; erlotinib, D+E; dabrafenib + erlotinib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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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병합요법후역형성갑상선암세포주의이동능변화

약제 투여가 역형성 갑상선암 세포주의 이동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transwell migration assay를시행하였다. 8505C 세포주에 dabrafenib, trametinib, erlotinib단독

혹은 dabrafenib 과 trametinib 병합 요법, dabrafenib 과 erlotinib 병합 요법 투여 후 24 시간

뒤에 이동능 변화를 확인하였을 때, 약제 단독 투여보다 병합 요법 시행 시 8505C 세포주의

이동능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림 18). 이를 통해 dabrafenib과 trametinib 병합 요법 또는

dabrafenib 과 erlotinib 병합 요법이 역형성 갑상선암 세포주의 이동능을 상조적으로

억제함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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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Dabrafenib과 trametinib, dabrafenib과 erlotinib병합 요법 후 역형성 갑상선암

세포주의이동능변화

8505C 세포주에 dabrafenib, trametinib, erlotinib 단독혹은 dabrafenib과 trametinib 병합 요법, 

dabrafenib 과 erlotinib 병합 요법 투여하였을 때, 약제 단독 투여보다 병합 요법 시행 시

8505C 세포주의이동능이현저히감소함.

A. 약제투여 24시간후 membrane 고정및염색결과

B. 염색된이동한악성세포를계산한결과, 

CON; 대조군, D; dabrafenib, T; trametinib, E; erlotinib, D+T; dabrafenib + trametinib, D+E; 

dabrafenib + erlotinib, ***, p<0.001



45

10. Dabrafenib과 erlotinib 병합요법이세포내신호전달체계에미치는영향

Dabrafenib 과 trametinib 병합 요법의 상승효과에 관여하는 신호전달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EGFR, MEK, ERK의 인산화 여부를 웨스턴 블롯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BHT101, 8505C, SW1736 세포주모두에서 dabrafenib단독치료시와 trametinib단독치료시, 

인산화된 MEK과 인산화 된 ERK가 대조군과비교하였을 때현저히감소하였다 (그림 19). 

뿐만 아니라, 약제를 단독 투여하였을 때보다 dabrafenib 과 trametinib 병합 약물 치료 시

인산화된MEK과인산화된 ERK는더욱감소하였다 (그림 19). 

P-EGFR의 발현을 보면 모든 역형성 갑상선암 세포주에서 dabrafenib을 투여하였을

때, 대조군에 비해 의미 있게 증가하였다 (그림 19와 그림 20). 이는 이전 dabrafenib 저항

세포주에서 EGFR 활성화를 보았던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BRAF 억제제 투여 시

EGFR 의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약제 내성을 극복하는 데에 중요한 치료적

전략이라는것을시사한다.

Dabrafenib 투여 시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던 p-EGFR이 dabrafenib과 trametinib을

병합 투여하였을 때 BHT101 세포주와 8505C 세포주에서는 dabrafenib 단독 투여와

비교하여유의미한감소를보여주지못했다 (그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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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Dabrafenib과 trametinib 병합 요법 후 역형성 갑상선암 세포주의 분자 신호 전달

체계의변화

Dabrafenib과 trametinib병합투여시, p-MEK과 p-ERK가현저히감소함.

A. BHT101 세포주, B, 8505C 세포주, C, SW1736 세포주

CON; 대조군, D; dabrafenib, T; trametinib, D+T; dabrafenib + trametin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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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Dabrafenib과 trametinib 병합 요법 후 역형성 갑상선암 세포주의 EGFR 활성화

변화

Dabrafenib과 trametinib 병합투여시

A. BHT101 세포주, B, 8505C 세포주, C, SW1736 세포주

CON; 대조군, D; dabrafenib, T; trametinib, D+T; dabrafenib + trametinib,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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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Dabrafenib과 erlotinib 병합요법이세포내신호전달체계에미치는영향

BHT101, 8505C, SW1736 세포주 모두에서 인산화 된 MEK 과 인산화 된 ERK 이

대조군 혹은 각 약제를 단독으로 투여하였을 때와 비교하면 dabrafenib과 erlotinib을 병합

투여하였을때현저히감소하였다 (그림 21).

또한, dabrafenib을 단독 투여하였을 때보다 dabrafenib과 erlotinib 병합 약물 치료

시 EGFR의인산화도의미있게감소하였다 (그림 21과그림 22). 이러한결과는 BRAF변이

역형성 갑상선암 세포에서 dabrafenib 과 erlotinib 병합 투여가 MAPK 신호 전달 경로뿐만

아니라 EGFR 의 활성화도 억제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dabrafenib 과

erlotinib 의 병합 투여가 BRAF 억제제의 약제 내성 기전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치료제로서의가능성을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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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Dabrafenib과 erlotinib 병합 요법 후 역형성 갑상선암 세포주의 분자 신호 전달

체계의변화

Dabrafenib과 erlotinib병합투여시, p-ERK 뿐만아니라 p-EGFR도현저히감소함.

A. BHT101 세포주, B, 8505C 세포주, C, SW1736 세포주

CON; 대조군, D; dabrafenib, E; erlotinib, D+E; dabrafenib + erlotin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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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Dabrafenib 과 erlotinib 병합 요법 후 역형성 갑상선암 세포주의 EGFR 활성화

변화

Dabrafenib과 erlotinib 병합투여시

A. BHT101 세포주, B, 8505C 세포주, C, SW1736 세포주

CON; 대조군, D; dabrafenib, E; erlotinib, D+E; dabrafenib + erlotinib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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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종이식모델에서병합요법의종양증식억제효과

다음으로는 BHT101 종양 이종 이식 모델을 사용하여 생체 내에서 dabrafenib 과

trametinib, dabrafenib과 erlotinib 병합 요법의 항암효과를 확인하였다. 종양을 이식한 쥐를

dabrafenib, trametinib, erlotinib 단독 투여 및 약제를 병합 투여하여 종양의 부피를

측정하였다. Dabrafenib 과 trametinib 의 병합 요법 및 dabrafenib 과 erlotinib 병합 요법을

시행하였을 때, 각 약제를 단독으로 투여하였을 경우 혹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종양의

부피가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3과 그림 24). 실험 종료 시점에서 종양의 부피

(그림 25) 및 종양의 무게 (그림 26) 역시 대조군 또는 각 약제의 단독 투여보다 병합 요법을

시행하였을때모두의미있게감소하였다.

각 약제의 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이종이식 쥐 모델의 체중을

2일간격으로측정하였고, dabrafenib, trametinib, erlotinib, 혹은 dabrafenib과 trametinib 병합, 

dabrafenib과 erlotinib 병합투여에따른체중의차이는보이지않았다 (Data not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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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이종이식모델에서병합요법후종양의부피변화

종양을이식한 이종이식쥐모델에서종양의부피를 2주마다 2일간격으로측정하였을때, 

대조군 및 dabrafenib, trametinib, erlotinib 단독 투여군보다 dabrafenib 과 trametinib, 

dabrafenib과 erlotinib병합투여시종양의부피가억제됨.

CON; 대조군, D; dabrafenib, T; trametinib, E; erlotinib, D+T; dabrafenib + trametinib, D+E; 

dabrafenib + erlotin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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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실험종료시점에서의역형성갑상선암종양사진

종양을이식한이종이식쥐모델에서실험종료시점의역형성갑상선암종양의사진과그

크기

CON; 대조군, D; dabrafenib, T; trametinib, E; erlotinib, D+T; dabrafenib + trametinib, D+E; 

dabrafenib + erlotinib



54

그림 25. 이종이식모델에서치료후실험종료시점의종양부피변화

대조군 또는 각 약제의 단독 투여군보다 dabrafenib과 trametinib, dabrafenib과 erlotinib 병합

요법을 시행하였을 때, 실험 종료 시점에서 종양의 부피가 의미 있게 감소함. 데이터는

평균과표준편차로표현함.

CON; 대조군, D; dabrafenib, T; trametinib, E; erlotinib, D+T; dabrafenib + trametinib, D+E; 

dabrafenib + erlotinib

*, p<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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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이종이식모델에서치료후실험종료시점의종양무게변화

대조군 또는 각 약제의 단독 투여군보다 dabrafenib과 trametinib, dabrafenib과 erlotinib 병합

요법을 시행하였을 때, 실험 종료 시점에서 종양의 무게가 의미 있게 감소함. 데이터는

평균과표준편차로표현함.

CON; 대조군, D; dabrafenib, T; trametinib, E; erlotinib, D+T; dabrafenib + trametinib, D+E; 

dabrafenib + erlotinib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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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이종이식모델에서각각의약제를투여하였을때쥐의체중변화

이종이식 쥐 모델의 체중을 2일 간격으로 측정하였고, dabrafenib, trametinib, erlotinib, 혹은

dabrafenib과 trametinib 병합, dabrafenib과 erlotinib 병합 투여에 따른 체중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CON; 대조군, D; dabrafenib, T; trametinib, E; erlotinib, D+T; dabrafenib + trametinib, D+E; 

dabrafenib + erlotin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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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종이식모델에서병합요법의세포자멸사유도효과

BHT101 종양 이종 이식 모델에서 약제 병합 요법이 세포자멸사 유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절제한 종양 조직을 웨스턴 블롯 분석을 진행하였다. 대조군 혹은

각 약제의 단독 투여보다 dabrafenib과 trametinib, dabrafenib과 erlotinib을 병합 투여하였을

때 cleaved caspase 3의발현이증가하였다 (그림 28).

또한 TUNEL 분석을 통해 사멸된 세포를 확인한 결과 역시 대조군 혹은 각 약제의

단독투여보다 dabrafenib과 trametinib, dabrafenib과 erlotinib을병합투여하였을 때 TUNEL 

양성 세포가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대조군을 통해 보정한 이후에도, TUNEL 양성 세포가

의미있게증가하였다 (그림 29와그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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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이종이식쥐모델의종양에서웨스턴블롯분석을통한세포자멸사확인

대조군혹은각 약제의 단독 투여보다 dabrafenib과 trametinib, dabrafenib과 erlotinib을 병합

투여하였을때 cleaved caspase 3의발현이증가하였다.

CON; 대조군, D; dabrafenib, T; trametinib, E; erlotinib, D+T; dabrafenib + trametinib, D+E; 

dabrafenib + erlotin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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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이종이식쥐모델의종양조직에서면역조직화학염색및 TUNEL 분석

대조군혹은각 약제의 단독 투여보다 dabrafenib과 trametinib, dabrafenib과 erlotinib을 병합

투여하였을때 TUNEL 양성세포가현저히증가하였다.

CON; 대조군, D; dabrafenib, T; trametinib, E; erlotinib, D+T; dabrafenib + trametinib, D+E; 

dabrafenib + erlotin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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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이종이식쥐모델의종양조직에서면역조직화학염색및 TUNEL 분석정량화

대조군혹은각 약제의 단독 투여보다 dabrafenib과 trametinib, dabrafenib과 erlotinib을 병합

투여하였을때대조군을통해보정한이후에도, TUNEL 양성세포가의미있게증가하였다.

CON; 대조군, D; dabrafenib, T; trametinib, E; erlotinib, D+T; dabrafenib + trametinib, D+E; 

dabrafenib + erlotinib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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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이번 연구에서는 dabrafenib과 erlotinib의 병합 요법이 BRAF 변이 역형성 갑상선암

세포주에서 상승적으로 항암작용을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에 BRAF 

변이 역형성 갑상선암의 치료에 승인받은 치료제인 dabrafenib과 trametinib 병합 요법과 비

슷한 효과를 보였다.2 수용체 타이로신 인산화효소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dabrafenib 저항

세포주에서모세포주보다 EGFR의인산화가증가하였다. 이는 EGFR의활성화가역형성암

에서 BRAF 인산화효소억제제인 dabrafenib의 저항성을보이는기전과연관되어 있다는 것

을 시사한다. 또한 dabrafenib과 erlotinib 병합 요법은 각 약제의 단독 투여보다 BRAF 변이

역형성 갑상선암 세포주인 BHT101, 8505C, SW1736 세포주 모두에서 세포의 증식과 집락

형성, 세포 이동능을 상조적으로 억제하였고, 세포자멸사를 유도하였다. 병합 약물치료가

세포내신호전달체계에미치는영향및그기전을확인하였을때, dabrafenib과 erlotinib병

합 요법은 각 약제의 단독 투여시보다 BHT101, 8505C, SW1736 세포주 모두에서 p-MEK과

p-ERK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MAPK 신호전달경로를 효과적으로 억제

한다는것을의미한다. 뿐만아니라 dabrafenib과 erlotinib 병합요법은 BRAF변이역형성갑

상선암 세포주 모두에서 p-EGFR 발현 역시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Dabrafenib과 erlotinib

병합 요법은 BHT101 이종이식 모델에서 역시 종양의 성장을 유의하게 억제하였고, 세포 사

멸을유도하였다. 이러한본연구결과는 dabrafenib과 erlotinib병합요법이 BRAF변이역형

성갑상선암의새로운표적치료제로서적용될수있음을보여주었다.

Dabrafenib은 BRAF 인산화효소의 ATP 경쟁적인억제제로서, 역형성갑상선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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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사용되는 BRAF 억제제중하나이다.27한 phase I 연구에서 14명의방사성요오드저항

성 BRAF변이갑상선유두암환자에게 dabrafenib을중앙값 8.4개월동안투여하였을때, 4

명의환자(29%)가부분반응을보였고, 9명의환자(64%)는적어도 10%의종양감소를보였

다.27부분반응을보인 4명의환자중 1명은치료 9.3개월후에종양이진행하였고, 나머지

3명은각각 4.3개월, 10.4개월, 21.4개월동안종양의진행을보이지않았다.27이러한연구

결과를바탕으로역형성갑상선암환자의치료에 dabrafenib단독투여가적용되기시작하였

다.28하지만, BRAFV600E 변이역형성갑상선암의치료에있어 BRAF 억제제단독사용은임

상적으로는그효과가크지는않다.13또한, dabrafenib단독요법을이용하여 BRAF 억제치

료를하면몇달안에약제내성이발생한다.14, 15

몇몇연구들을통해 BRAF 억제제의내성기전이보고되었다.2, 29-31내인성기전은

MAPK 신호전달경로를재활성화시키는것으로, KRAS와 NRAS 변이, RAS의증폭, BRAF의

증폭, BRAF의접속변형체 (splice variant), MEK1/2변이등이있다.2, 29-31 MAPK 신호전달경

로외의다른경로와연관된기전을외인성기전이라고할때, 이는 c-MET이나자가분비

(autocrine) NRG1 매개인간 EGFR 3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3, HER3)활성화통한

PI3K/AKT 경로의활성화등이있다.29종양세포의유전적이질성도약제내성과연관되어

있다.29역형성갑상선암세포주를이용한전임상연구의보고에서선택적 BRAF 억제제인

vemurafenib을투여하면 HER3 수용체타이로신인산화효소에대한음성되먹이기전이약

해진다는것을보고하였다.32이는MAPK 신호전달경로의재활성화를야기하게된다.32

MEK1과MEK2 억제제인 trametinib은역형성갑상선암세포의생존능과 ERK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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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를억제한다.15 MAPK 신호전달경로에서하부에위치하는MEK 억제제를 BRAF 억제제

와동시에투여하면상부의수용체타이로신인산화효소의재활성화를억제하여 MAPK 신

호전달경로를더욱확실하게억제한다는것이보고되었다.2, 15, 16, 32 Dabrafenib과 trametinib

을함께투여하면MAPK 신호전달경로가더욱완벽하게억제되면서역형성갑상선암세포

의생존능과 ERK 억제가더욱효과적으로작용하며, 동물모델에서도항암효과가더욱향

상되었다.15, 16 2016년 Kurata등은 4 종류의역형성갑상선암세포주를이용하여 dabrafenib

과 trametinib의효과에대한연구를발표하였다.15역형성갑상선암세포주로는 BRAF 변이

를가진 OCUT-4 세포주, BRAF와 PI3KCA 변이가있는 OCUT-2 세포주, BRAF 변이는없이

NRAS변이만동반된 ACT-1과 OCUT-6 세포주가포함되었다.15 Dabrafenib을투여하였을때

BRAF변이세포주인 OCUT-4와 OCUT-2 세포주에서는MEK/ERK 인산화가억제되면서

G0/G1-arrest가일어나세포의생존능이강하게억제되었다.15 Trametinib은 ERK 인산화를

억제하여모든세포주에서다양한정도의생존능억제가관찰되었다.15 Dabrafenib과

trametinib을동시에투여하였을때모든세포주에서확실하게세포증식억제효과가나타

났으며, BRAF 변이만동반된 OCUT-2 세포주에서그상승효과가가장뚜렷하였다.15본연

구에서는이전연구결과와마찬가지로 BRAF변이역형성갑상선암세포주에 dabrafenib과

trametinib을병용투여하였을때,각각의약제를단독투여하였을때보다세포의성장과증

식, 이동을억제하고세포자멸사를유도하는효과가유의하게상승되었으며, p-MEK과 p-

ERK의발현역시유의하게더억제되었다.15, 16

이러한실험연구들을바탕으로, 다기관개방표지 (open-label) phase II 연구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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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2 Dabrafenib 150mg 하루 2회와 trametinib 2mg 하루 1회를함께투여하였을때

BRAFV600E 변이역형성갑상선암의치료반응이향상됨을보여주었고, 미국식품의약청의

허가를받았다.2, 5 16명의역형성갑상선암환자가포함되었고이중 15명은 BRAF 변이가

확인되었다.2모든환자는이전에방사선치료또는수술을받았고이중 6명의환자는전신

항암화학치료를시행받은환자였다.2중앙값 47주동안추적하였을때, 1명은완전반응, 

10명은부분반응을보여총 69%의반응률 (95% 신뢰구간 14-89%)을보여주었다.2특히완

전반응을보인 1명의환자는투여초기 8주째에다발성폐전이병소가모두호전되었다.2

치료반응의유지기간에대한 12개월 Kaplan-Meier 추정치는 90%였고, 전체생존율에대한

12개월 Kaplan-Meier 추정치는 80%로이전연구들에서보인역형성갑상선암환자의 20-

40%보다현저히호전된결과였다.2

실제한기관에서 2015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6명의 BRAF변이역형성갑상

선암환자를대상으로 dabrafenib과 trametinib을병용투여하였을때, 6명중 3명은부분반

응을보였고, 2명은안정병변을보였다.33무진행생존율의중앙값은 5.2 개월, 전체생존기

간의중앙값은 9.3개월이었다.33

이러한연구결과를바탕으로 2021년미국갑상선학회에서발표한역형성갑상선

암의진단과치료에대한가이드라인에서는 dabrafenib과 trametinib의병합요법을

BRAFV600E 변이역형성갑상선암의불완전절제혹은수술불가능한역형성갑상선암의치

료에적용할것을권고하였다.5또한수술전 (neoadjuvant) BRAF 억제제치료이후수술을

시행하는것역시환자의예후를개선시키는것으로보고된바있어, 수술전 dabrafeni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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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metinib의병합요법도고려할수있다고권고하였다.5

한편, EGFR역시종양의침습성및진행과연관되어있으며, MAPK 경로와도연관되

어있다.34상피세포성장인자가그수용체에결합하여 EGFR를활성화시키면, RAS

subfamily에서 GDP가유리되고, RAS는 GDP와결합하여활성화된다.34이를통해MAPK 

경로인 RAS-RAF-MEK-ERK 신호전달경로가활성화된다.34상피암종의약 30%가 EGFR의

조절이상, 증폭, 또는변이와연관되어있으며, 갑상선암에서 EGFR는종양의공격성및진

행과연관되어있다.35  

역형성갑상선암세포에서 EGFR의과발현이관찰되면서, EGFR억제제중하나인

gefitinib을이용한몇몇연구들이수행되었다.14, 34-36제피티닙은역형성갑상선암세포주의

증식을억제하고세포자멸사를증가시켰으며, 쥐를이용한동물모델에서종양의증가를용

량의존적으로억제하였다.34, 36하지만, EGFR억제제는MAPK 신호전달경로에는큰영향을

미치지못하여역형성갑상선암의치료에적용되는것에는한계가있었다.36본연구에서도

erlotinib 단독투여의효과는미미하였다. 이러한결과를통해역형성갑상선암의치료에는

MAPK 신호전달경로를직접억제하는것이중요하다는사실을알수있었다.37하지만본연

구에서 BRAF 변이역형성갑상선암세포주에 dabrafenib과 erlotinib을병합투여하였을때

그효과는상승작용을보였고, 이후이종이식쥐모델을이용한 in vivo실험에서역시종양

의성장을억제하고자멸사를유도하는데에상승효과를확인할수있었다.

본연구는 BRAF변이역형성갑상선암세포주에 dabrafenib과 erlotinib병합요법을

시행한최초의연구이다. 본연구의 dabrafenib저항세포주에서모세포주보다 EGFR의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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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증가하였다. 이는 EGFR의 활성화가 역형성 갑상선암에서 BRAF 인산화효소 신호 억

제제인 dabrafenib 의 저항성을 보이는 기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게다가

BHT101, 8505C, SW1736 세포주 모두에서 약제를 단독 투여하였을 때보다 dabrafenib 과

erlotinib 병합 약물 치료 시, p-MEK, p-ERK 및 p-EGFR의 발현은 더욱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dabrafenib과 erlotinib 병합 요법이 BRAF 변이 역형성 갑상선암 세포의 성장과 증식

을억제하고, 세포자멸사를유도하는기전이 MAPK 경로의 효과적인 억제및 EGFR의재활

성화억제를통해서작용함을시사하며이는이전연구결과들과도일치한다.21, 22

역형성갑상선암치료에있어 BRAF 억제제와 EGFR억제제의병합요법에대한연

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21, 22 BRAF 변이 갑상선암 세포주인 FRO, BCPAP, BHT101 세포주

를이용한이전연구에서는 BRAF 억제제로 vemurafenib을, EGFR억제제로 gefitinib을이용

하여세포성장분석, 세포주기분석, immunoblot 분석및세포자멸사에대한연구를진행하

였다.21 Vemurafenib을 단독으로 BRAF 변이 갑상선암 세포주에 투여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반응을 하지만, 곧 음성 되먹이 기전에 의해 EGFR이 활성화되었고, vemurafenib과 gefitinib 

을 병합 투여하였을 때, EGFR의 인산화도 효과적으로 억제되면서 ERK와 AKT 신호 및 세

포 증식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21 하지만 이 연구는 in vitro 연구로

동물실험을시행하지는않았다.

다른한연구에서는 BRAF변이역형성갑상선암 세포주인 FRO 와 8505C 세포주를

이용하여 vemurafenib 과 erlotinib 을 투여한 연구를 진행하였다.22 FRO 세포주에서는

vemurafenib을 투여하였을 때 세포 사멸이 증가되었으나, 8505C 세포주에서는 저항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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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2이후세포이동능과상피-간질세포이행의변화결과에서도두 세포주에서는서로상반

되는 결과를 보였는데, FRO세포주에서는 세포 이동능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8505C 세포주

에서는 세포 이동능이 변화가 없거나 조금 감소하였다.22 이후 8505C 세포주를 이용하여

vemurafenib을 처리한 이후 신호 발현의 변화를 확인하였을 때 p-EGFR과 p-AKT의 발현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22 또한, vemurafenib과 erlotinib을 병합 투여하였을 때 p-EGFR 및 p-

AKT 가 모두 억제되는 결과를 보였다.22 이종이식 쥐 모델을 이용한 추가적인 연구에서

8505C 세포주를누드마우스의갑상선에주입하여 정위적이종이식쥐모델을만들고, 3주

후종양형성을확인한이후 vemurafenib을 처리하였다.22 8505C 세포주를주입한쥐에서대

조군에비해종양의 크기에 변화가 없거나 약간 커지는경향을보였고, 종양조직내 단백질

발현량을 분석하였을 때에도  vemurafenib을 처리하였을 때 p-EGFR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p-AKT 및 vimentin의발현은증가하였다.22

이러한연구결과는 BRAF 변이가흔히동반되는 다른종양인대장직장암과흑색종

의연구결과와일맥상통한다.18-20, 38대장직장암과흑색종세포에서MAPK 신호전달경로의

재활성화를통해 BRAF 억제제의민감도가감소하는것이 EGFR의활성화와연관되어있다

는 연구들이 보고된 바 있다.18-20, 38 또한, 대장암 세포주에 EGFR를 억제하면 BRAF 억제제

와상승작용이발생한다는것이보고되었다.19

Trametinib 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약제 비용은 erlotinib 의 장점이다. 

Trametinib 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약제로, 치료 용량인 2mg 을 30 일 간 투여하면

$10,478에서 $15,499 정도의 비용이 든다.39, 40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erlotinib의 비용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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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세포 폐암의 치료 용량인 150mg 기준으로 $4,313에서 $7,189 정도이며, 췌장암의 치료 용

량인 100mg의비용은더욱저렴하다.41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dabrafenib과 erlotinib의 병합 요법의 부작용은 역형성 갑상선

암의치료로승인받은 dabrafenib과 trametinib의병합요법의부작용과다를것이기때문에,

기존의 병합 치료에 의한 부작용으로 인해 이를 투여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추가적인 효과적 병합 요법이 가능해짐에 따라 순차적 치료(sequential 

treatment)를 통해서 역형성 갑상선암 환자의 생존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

해서는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역형성 갑상선암은 여러 치료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량한

예후를 보이기 때문에 분자생물학적 병태생리를 잘 이해하고,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

자생물학적 표지자를 발굴하여 임상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MAPK 신호전달

경로는 역형성 갑상선암의 병태생리에 있어 가장 중요하며 BRAF 억제제를 통해 효과적으

로 억제가 가능하지만 약제에 대한 내성이 쉽게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BRAF 

억제제인 dabrafenib과 EGFR 억제제인 erlotinib 병합 요법이 역형성 갑상선암의 치료에 효

과적인 치료제로 적용될 수 있음을 in vitro 및 in vivo 실험을 통해 보여준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그의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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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Dabrafenib과 trametinib 병합 요법은 각 약제의 단독 투여보다 역형성 갑상선암 세

포주인 BHT101, 8505C, SW1736 세포주 모두에서 세포의 증식과 집락 형성, 세포 이동능을

상조적으로억제하였고, 세포자멸사를유도하였다. 이러한효과는MAPK 경로를좀더확실

하게억제하는데서기인한다. Dabrafenib 저항세포주에서모세포주보다 EGFR의인산화가

증가하여, dabrafenib 에 저항을 나타내는 기전에 EGFR 인산화가 관여함을 확인하였다. 

Dabrafenib과 erlotinib 병합요법역시상조효과를보였으며, dabrafenib과 trametinib 병합요

법과 유사한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dabrafenib과 trametinib 병합 요법뿐만

아니라 dabrafenib과 erlotinib 병합 요법이 역형성 갑상선암의 새로운 표적 치료법으로서 적

용될수있음을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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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Dabrafenib is a BRAF kinase inhibitor and approved for the treatment of BRAF-

mutated anaplastic thyroid carcinoma (ATC) in combination with trametinib. Erlotinib is a 

tyrosine kinase inhibitor for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 We ai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combination of dabrafenib and erlotinib on ATC cells in vitro and in vivo.

Methods: We evaluated cell proliferation, colony formation, apoptosis, and migration in ATC 

cells harboring BRAF mutation (BHT101, 8505C, and SW1736) after treatment of dabrafenib in 

combination with erlotinib or trametinib. We evaluated the changes in activation of mitogen 

extracellular kinase (MEK) and extracellular signal-related kinase (ERK) signaling by western 

blot analysis. The effects of these two combinations were also evaluated by in vivo xenograft 

model.

Results: First we detected activation of EGFR in phospho-receptor tyrosine kinase array in 

dabrafenib resistant SW1736 cells. Dabrafenib and erlotinib combination synergistically inhibits 

cell proliferation, colony formation, and cell migration with induction of apoptotic cell death in all 

three ATC cells compared with dabrafenib or erlotinib alone. This synergistic effect was 

comparable with dabrafenib and trametinib combination therapy. The combination treatment with 

dabrafenib and erlotinib in BHT101, 8505C, and SW1736 cells effectively inhibited 

phosphorylated (p)- MEK, p-ERK, and p-EGFR expressions compared with dabrafenib or 

erlotinib alone, while the combination treatment with dabrafenib and trametinib did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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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ly inhibited p-EGFR expressions. Combination of dabrafenib with erlotinib or 

trametinib also significantly suppressed tumor growth and induced apoptosis in BHT101 

xenograft model. 

Conclusions: Combination treatment with dabrafenib and erlotinib could be a potential novel 

treatment regimen to overcome drug resistance of dabrafenib alone in patients with BRAF-

mutated ATC.

Keywords: Thyroid neoplasms; Thyroid Carcinoma, Anaplastic carcinoma; BRAF; EGFR; 

Protein Kinase Inhibitors; Drug Therapy, Comb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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