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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p53 은 가장 잘 알려진 종양억제 유전자 중의 하나로, 다양한 스트레스 자극에 대해 세

포 내 cell cycle, apoptosis 그리고, DNA repair 등에 관련된 유전자들의 발현을조절한다. 

최근에는 세포대사에 있어 p53 wild type이 세포의 당대사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경부암 세포주를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적인 방사선을 조사하

여 p53 변이에 따른방사선 저항성 세포의 세포대사변화와 대사약물의치료효과를관

찰하고자 한다. 두경부암 세포주 중 p53 wild type 의 HN30 과 p53 null type의 UMSCC1

세포주를 이용하여 2-Gy 의 방사선을 70-Gy 가 되도록 반복적으로 조사한 후

clonogenic assay를 통해 확인된 방사선 저항성 세포주를 HN30-R, UMSCC1-R 로 표기

하였다. 만들어진 방사선 저항성 획득 세포의세포대사를 확인한 결과, p53 null type 의

방사선 저항성 암세포주 (UMSCC1-R) 에서는 UMSCC1 세포보다 glucose uptake 와

lactate production이 증가하고 당대사 중간산물인 3-phosphoglycerate (3-pg)와 pyruvate, 

그리고 당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인 glucose transporter type 3 (GLUT3), hexokinases-II 

(HKII), lactate dehydrogenase-A (LDHA)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p53 wild 

type인 방사선 저항성 암세포주(HN30-R)는 HN30과 비교 했을 때, 세포대사의 변화가

없었다. In vitro에서 당대사 표적 치료제인 Hexokinase inhibitor (2-Deoxy-D-glucose, 2-

DG) 와, lactate dehydrogenase-A inhibitor (AT101) 에 대한 세포 반응성를 확인한 결과, 

p53 wild type인 HN30 과 HN30-R 에서는 세포사멸에 변화가 관찰되지 않은 반면, p53 

null type인 UMSCC1-R 에서는 2-DG 와 AT101 에 세포사멸이 UMSCC1 보다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p53 null type의 in vivo xenograft model에서도 UMSCC1-R 에서

2-DG 에 대한 종양억제 효과가 증가되는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p53 

null type (UMSCC1)은 방사선 저항성을 획득하면서 당대사 의존도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지만, p53 wild type (HN30)은 방사선 저항성을 획득하여도 당대사에는 변화

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향후 방사선 저항성 획득으로 인한 치료 실패 시, p53 

변이 확인을 통한 당대사 표적 약물의 병행 치료는 재발암 치료예후 향상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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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두경부암은 구강 및후두, 인두 등의 안면골과 연부조직, 갑상선에 발생하는암으로 전

세계적으로 두경부암의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다. 두경부암은 조기 발견 시 완치률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보통 발견이 늦고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후 많은 기능장애

를 유발하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 중 하나이다. 두경부암의 치료방법에는 암

의 종류와 발생 위치, 병기에 따라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수술적 방법이 있는데

그 중방사선치료는암환자를 대상으로기관보존 (organ preservation)과 기능 보존을위

하여 중요한 치료법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전체 암 환자의 50-60%에서 시행되는 치료

법 이다. 하지만 방사선치료 후 발생하는 방사선저항성 획득은 치료실패 및 재발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1, 14) 이러한 암세포의 치료에 대한 저항성 습득의 이유 때

문에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등의 치료가한정적이다. 

암에서는 세포성장과 분열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glucose 를 이용한 당대

사 등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세포대사가 reprogramming 된다. 현재 암 세포대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면서 세포대사를 표적으로 한 약물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증가하

였다. 대표적으로 당대사 억제제로는 2-DG, Metformin, AT101 등과 글루타민 대사 억

제제로는 Bis-2-(5-phenylacetamido-1,3,4-thiadiazol-2-yl)ethyl sulfide(BPTES)와

Epigallocatechin Gallate (EGCG) 약물들이 있다.(2-12)

p53 은 종양 억제 유전자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으며 DNA damage response 와 apoptosis

의 역할을 포함해 많은 연구가 되어왔다. 그 외에도 p53 은 세포대사 조절자로써 여러

mechanism 을 통해 당대사와 mitochondrial metabolism 을 조절한다.(2-10) p53 은

glucose transporter type 1 (GLUT1), glucose transporter type 4 (GLUT4), glucose 

transporter type 3 (GLUT3)를 억제하면서 Glucose uptake 를 감소시키고 glucose 를

glucose-6-phosphate로 전환시키는 hexokinases-II 의 발현을 감소시킴으로써 당대사를

억제한다.(14-16) p53 이 기능을 잃으면, 세포가 cancer development 동안에 세포의

glycolytic phenotype 의 습득, malignant transformation, 그리고 치료에 대한 저항성을 갖

게 된다. 이러한 암세포의 변화된 metabolic 성질은 fatty acid 합성 촉진, mitochondrial 

산화적 인산화 감소, glutamine 대신 glucose 에 의존적 metabolism, 그리고 glucose 

uptake 증가와 같이방사선저항성암세포의성질과유사하다.(7-9,12,13)

현재까지 genotoxic therapy-induced damage 가 축적된 암에서 대사리모델링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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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 p53 의기여도정도와 mechanism은 정확하게 알려져있지않다.

따라서 우리는 방사선치료 후 발생하는 재발암에 대한 현 치료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 genotoxic therapy induced damage 가 축적된 암에서의 p53 의 변화에 따른 세포

대사 변화를 확인하고, p53 변이를 동반한방사선저항성 두경부암 세포주에서 대사약

물의 치료효능에대해연구를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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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및방법

1. Cell culture

본 연구를 위해 Head and neck squamous cell carcinoma (HNSCC) cell line 중 HN30 (p53 

wild type) 세포와 UMSCC1 (p53 null type) 세포를 사용하여 10% FBS 가 포함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Gibco®, Life Technologies, Carlsbad, CA) 배지

에서 37℃, 5% CO2 incubator 에서 배양하였다.

2. Establishment of recurrent cancer cells after radiotherapy

100-mm dish에 HN30, UMSCC1 세포를 약 50%씩 키워 2-Gy씩 2-3 일에 한번씩 총 70-

Gy이 될 때까지 X-RAD 320 방사선 조사기(Precision X-ray, North Branford, CT )를 이

용하여 방사선 조사하여 방사선 저항성 세포주를 만들었다. 70-Gy될 때까지 dish 에

70-80% 정도키운 후새로운 dish에 subculture하였다. 

3. Clonogenic assay

60-mm dish에 세포를 키워 각각 3, 6, 9-Gy 방사선조사. 10- 14 일 동안 최소 50개 세포

들이 colonies 를 형성할 때까지 세포를 배양하였다. 50% methanol과 10% glacial acetic 

acid가 포함된 0.5% crystal violet 에 염색한 후 50 개 이상의 세포들이 형성한 colony 개

수를 counting하여 그룹별 seeding한 세포 수에 대비한 percentage 값을 구한 후 비교하

였다.

4. Glucose uptake and lactate production

Glycolysis 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colorimetric glucose uptake assay (Abcam,

Cambridge, UK), lactate colorimetric assay (BioVision, Milpitas, CA) kit 를 이용하여

glucose uptake와 lactate production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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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tracellular acidification rates (ECAR)

XF-24 extracellular flux analyzer (Seahorse Bioscience, Billerica, MA )를 이용하여 ECAR 

측정. CO2가 없는 37℃의 incubator 에서 키워서 XF-24 로 측정하였다. 세포를 24-well 

plate에 배향 후 1 시간동안 CO2가 없는 incubator 에 배양 후 ECAR 을 측정하였다. .5 

μg/mL oligomycin, 25 mM glucose, 1 M 2-DG (all purchased from Sigma-Aldrich)  약물을

사용한 후 ECAR 을 측정하였다.

6. Metabolite profiling

세포를 80%의 ice methanol 을 이용하여 모아줌. Liquid-liquid extraction 을 이용하여

metabolites 를 추출한 후 liquid chromatography-mass tandem mass spectrometry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Multiple reaction monitoring은 각각의 metabolite의 특정 변화에 상응

하는 negative ion mod 와 extracted ion chromatogram 를 세트로 하여 수치화했다. 각

metabolite의 peak 면적의 비율은 Bradford assay를 이용하여 얻은 protein content data

를 사용하여표준화하였다.

7. Quantitaive real-time PCR (qRT-PCR) analysis

Total RNA를 PureLinkTM RNA Mini Kit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을 이

용하여 추출하고 cDNA를 cDNA synthesis Kit 와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iNtRON Biotechnology, Seoul, Korea) 을 이용하여 합성하였다. qRT-PCR를 위

해 PRISM® 7500 sequence detection system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와 함

께 SYBR® Green master mix (Applied Biosystems)를 이용하였다. Primer sequence 로

GLUT1 forward, 5′-CTTTGTGGCCTTCTTTGAAG-3 와 reverse, 5′

CCACACAGTTGCTCCACAT-3′; GLUT3 forward, 5′-CGGCTTCCTCATTACCTTC-

3′와 reverse, 5′-GGCACGACTTAGACATTGG-3′; HKII forward, 5′

CAAAGTGACAGTGGGTGTGG-3′와 reverse, 5′-GCCAGGTCCTTCACTGTCTC-

3′; PFK forward, 5′-GGATTACTGACCGCCTCTTTAGTT-3′ 와 reverse, 5′

GCATTCCGTGAATTGTCCATC-3′; LDHA forwar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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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ACAGGATTCTAGGTGGAGGTT-3′ 와 reverse, 5′

GAGTTGATGTTTTTCCCAGTCCAT-3′, β-actin forward, 5′

AGATGACCCAGATCATGTTTGAGA-3′ 와 reverse, 5′

ATAGGGACATGCGGAGACCG-3′와 같다.  위 모든 실험 결과는 세번씩 반복되었고, 

결과값은 mRNA expression을 계산하였다.

8. Cell counting

세포를 6-well plate에 1 × 105 cells/well 씩 seeding 하였다. 10 mM 2-deoxy-ᴅ-glucose (2-

DG; Sigma-Aldrich, St. Louis, MO), 5 µM AT101 (TORCIS Bioscience, Ellisville, MO), 

12.5 µM bis-2-(5-phenylacetamido-1,2,4-thiadiazol-2-yl)ethyl sulfide (BPTES, Sigma-

Aldrich), 100 µM epigallocatechin gallate (EGCG, Sigma-Aldrich) 를 48 시간동안 처리하

였다. 세포를 trypan blue 로 염색 한 후에 Countess® II automated cell counter (Life 

Technologies)를 이용하여 counting 하였다.

9. Tumor xenograft models

모든 동물실험은 the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at the Laboratory of 

Animal Research, Asan Institute for Life Sciences 에 따라 진행하였다. UMSCC1 와

UMSCC1-R 세포 (각 1 × 107 cells)를 6-week-old male non-obese diabetic/severe 의

immunodeficient gamma mice 의 오른쪽 옆구리 쪽에 심었다.(NOD.Cg-Prkdcscid 

Il2rgtm1Wjl/SzJ, The Jackson Laboratory, Bar Harbor, ME). UMSCC1 과 UMSCC1-R 을

심은 mice 들의 tumor volume 이 약 150-200 mm3 일 때 각각 control 과 약물 group 으로

mice를 5 마리씩 나누고 약물 2-DG 를 주사하였다. 2-DG 를 매일 500 mg/kg로 복강주

사 하였다. Tumor growth를 2 일에 한번씩 측정하였다. Tumor volume, V, 를 V = D  ×

d2 × 0.52 의공식을이용하여계산하였다. (D = 장경 , d = 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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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p53 변이에따른방사선저항성두경부암세포주의확립

p53 변이가 서로 다른 두경부암 세포주 HN30 (p53 wild type) 과 UMSCC1 (p53 null 

type) 에 2-Gy의 방사선을 70-Gy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조사하여 방사선 저항성 세

포주를 구축하였다(Fig.1). 방사선 저항성 세포주에는 모세포 뒤에 – R 을 붙여 표기하

였다. clonogenic assay를 통해 HN30-R 과 UMSCC1-R 의 방사선저항성획득여부를확

인하였다. 우선 0, 3, 6, 9 Gy 로 그룹을 나눠 방사선 조사 후 약 10- 14 일 동안 약 50 개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진 colonies 를 세어 seeding한 세포 수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 Fig. 

1 과 같이 HN30-R, UMSCC1-R 모두 방사선 dose 별 surviving fraction이 높은 것을 통해

방사선 저항성 획득여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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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current cancer cells after radiotherapy (HN30-R and UMSCC1-R) established by 

fractionated irradiation at 2-Gy up to a cumulative dose of 70-Gy were analyzed by a 

clonogenic survival assay. HN30-R and UMSCC1-R cells showed significantly better 

proliferation after irradiation when compared to their parent cells (HN30 cells [p53 wild 

type] and UMSCC1 cells [p53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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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53 변이에따른방사선저항성획득두경부암세포주에서세포대사관찰

방사선 저항성을 획득한 HN30-R 과 UMSCC1-R 의 glucose metabolic profile을 분석하

였다. 먼저 glucose uptake 와 lactate production 을 kit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Extracellular acidification rate (ECAR) 을 XF-24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p53-wild type

의 HN30-R 은 glucose uptake, lactate production, extracellular acidification rate에서 HN30

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p53-null type 의 UMSCC1-R 은 parent cell 인

UMSCC1 보다 glucose uptake, lactate secretion, extracellular acidification rate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Fig.2A,B and C). 또 3-phosphoglycerate, pyruvate을 포함한 glycolytic 

intermediates 를 liquid chromatography-mass tandem mass spectrometry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그 결과 HN30-R은 HN30 과의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UMSCC1-R 은 UMSCC1

에 비해 glucose-6-phosphate, fructose-6-phosphate glucose, fructose-1,6-bisphosphate, 3-

phosphoglycerate, pyruvate 가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Fig.2D). 그리고 Quantitative real-

time PCR (qRT-PCR) 을 통해 glycolytic enzyme 의 발현 정도를 확인해 보았다. HN30, 

HN30-R, UMSCC1, UMSCC1-R 에서 total RNA 를 분리해 낸 뒤, cDNA 를 합성하여

primer 등과 함께 qRT-PCR 을 실행하였다.  Glycolytic enzyme 인 GLUT3, HKII, LDHA

등 mRNA 의 발현 정도가 HN30-R 은 HN30 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UMSCC1-R 은 UMSCC1 보다 GLUT3, HKII, LDHA의 mRNA 발현 정도가 높은 것을

볼 수있다(Fig.2E).

위의 Metabolic 분석 결과, 각각의 parents cell 들에 따라 p53-wild type 인 HN30-R 의

glycolysis 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지만 p53-null type 인 UMSCC1-R 은 UMSCC1 보다

glycolysis 가 촉진되었음을 알수있었다.

또 UMSCC1-R 은 방사선치료 후에 생존했을 경우, 필수 carbon source로 glutamine 보

다 glucose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을볼수있다.(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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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lucose metabolic profiles were evaluated through glucose uptake (A), lactate 

production (B), and extracellular acidification rate (C), Intracellular glycolytic intermediates 

were measured by liquid chromatography-mass tandem mass spectrometry. UMSCC1-R 

cells exhibited increased concentrations of glycolytic intermediates (3-PG and PYR) 

compared to UMSCC1 cells. G6P/F6P, glucose-6-phosphate /fructose-6-phosphate glucose; 

FBP, fructose-1,6-bisphosphate; 3PG, 3-phosphoglycerate; PYR, pyruvate (D). The 

expressions of glycolytic pathway enzymes were determined by qRT-PCR. UMSCC1-R cells 

exhibited an increased expression of glycolytic enzymes (GLUT3, HKII, and LDHA) 

compared to UMSCC1 cells. GLUT1, glucose transporter type 1; GLUT3, glucose 

transporter type 3; HKII, hexokinases-II, PFK, phosphofructokinase; LDHA, lactate 

dehydrogenase-A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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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 vitro 에서의 glycolysis-targeting drug 에 대한세포반응성관찰

앞의 결과는 glucose metabolism에 대한 의존성에 따라 glycolytic shift 된 p53-null type

의 재발암세포에서 성장을 도와주기 위한 molecular 합성하는 쪽으로 glucose를 전환

하는 metabolic 이점의 활용으로 방사선 조사 후 생존에서 적응된 mechanism이 될지도

모른다는 추측으로이어졌다.(11,12,19)

위와 같은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glucose를 glucose-6-phosphate로 전환하는 것을 막는

hexokinases inhibitor (2-deoxy-D-glucose; 2-DG) 와 lactate를 pyruvate으로의 전환을 억

제하는 lactate dehydrogenase-A inhibitor (AT101) 과 같은 glycolysis 를 targeting한 약물

을 이용하여 방사선치료 후 재발암세포의 민감성 테스트를 해보았다. p53 wild type 의

HN30-R 은 HN30 과 비교하였을때 2-DG 와 AT101에 차이가없는반면 p53 null type의

UMSCC1-R 은 UMSCC1 보다 cell survival 이 감소하였다. 즉 UMSCC1-R 은 2-DG 와

AT101 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Fig.3A). 그리고 글루타민 대사를

target 으로 한 drugs 에 대한 민감성도 확인하였다. glutamine을 glutamate로 전환하는

것을 억제하는 glutaminase inhibitor (BPTES)와 glutamate를 α-ketoglutarate로 전환하

는 것을 억제하는 Glutamate dehydrogenase inhibitor (EGCG) 로 테스트 해보았다. 당대

사를 표적으로 한 약물에 대한 민감성 결과와는 반대로 UMSCC1-R의 글루타민 대사

를 표적으로한약물에대한민감성이 UMSCC1보다 감소했다 (Fig.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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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oportional cell viability after treatment with glutamine metabolism inhibitors (12.5 μM 

glutaminase inhibitor bis-2-[5-phenylacet-amido-1,2,4-thiadiazol-2-yl]ethyl sulfide and 100 

μM glutamate dehydrogenase inhibitor [epigallocatechin gallate]) was measured by cell 

counting at 48 h post-treatment (A). Proportional cell viability in response to treatment with 

10 mM 2-DG and 5 μM AT101 was measured by cell counting at 48 h post-treatment. 

UMSCC1-R cells had an increased sensitivity to the glycolytic inhibitors (B).

A

B



13

4. In vivo 에서의 glycolysis-targeting drug (2-DG) 에대한 세포반응성확인

In vitro에서 glycolysis 를 target 으로 한 drug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xenograft model에서도 glycolysis 를 target 으로 한 drug에 대한 민감도를 확인

해 보았다. xenograft model 에서, UMSCC1 과 UMSCC1-R 을 각각 mice 에 심었다. 

Tumor size가 평균 100 mm3 이 되었을 때부터 2-DG 를 주사하였다. 20 일동안 2-DG 를

주사한 후 tumor size를 2 일에 한번씩 측정한 결과, UMSCC1 에 의해 생성된 tumor 는

2-DG 에 대한 효과가 거의 없는데 비해 UMSCC1-R 에 의해 생성된 tumor 는 2-DG 에

의해 약 50%이상 성장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있다. 위 결과들은 p53 의 상태가 방

사선치료 후 glycolytic shift 조절로 glycolytic inhibitor 에 대한 재발암세포의 민감성을

결정한다는것을 보여준다 (Fi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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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antitumor effect of 2-DG was evaluated for the growth of UMSCC1 and UMSCC1-R 

cell xenografts in non-obese diabetic/severe combined immunodeficient gamma mice. 

Treatment began when the tumor volume reached 150–200 mm3. The control group (n = 5) 

received daily saline intraperitoneal injection, and the 2-DG treatment group (n = 5) received 

a daily 2-DG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500 mg/kg. The 2-DG exhibited a significant 

antitumor effect on UMSCC1-R xenogra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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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두경부암은 보통 발견이 늦고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후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 중 하나

이다. 방사선치료 후 방사선 저항성 습득의 이유 때문인지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의 치료가한정적이다. 

정상세포에서 암세포가 될 때 세포대사에 reprogramming 이 일어난다. p53 은 정상세

포의 세포대사와 암세포의 세포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p53은 cell cycle, DNA 

repair, 그리고 glycolysis 를 조절한다. 정상세포와 암세포에서의 p53 의 역할은 많이 알

려져 있는데 반해 genotoxic therapy-induced metabolic shift 에서 p53 의 역할은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genotoxic therapy-induced damage 중에서도 방사선치료 후 방사

선 저항성획득후 p53 변이에 따라 세포대사의변화를 확인해보았다.

두경부암 세포주들 중 HN30 (p53 wild type) 과 UMSCC1 (p53 null type) 를 이용해 2-Gy

를 70-Gy가 될 때까지 방사선 조사 후 방사선 저항성 획득 여부를 확인하였다. 방사선

저항성 획득한 HN30-R 과 UMSCC1-R에서세포대사를 관찰하였다. 

우선 p53-wild type 과 p53-null type 의 재발암 세포들에서 glucose uptake 와 lactate 

production 을 확인하였다. p53-wild type 인 HN30 과 HN30-R 에서는 glucose uptake, 

lactate production 그리고 ECAR 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p53-null type인 UMSCC1-

R 이 UMSCC1 보다 glucose uptake, lactate production, ECAR 이 증가했다.

또 방사선 저항성 획득한 재발 암 중 p53-wild type 인 HN30-R 에서는 3-PG, Pyruvate과

같은 glycolytic intermediates 와 GLUT3, HKⅡ와 같은 glycolytic 관련 enzymes 의 변화

가 HN30 과 비교했을 때 거의 없었다. 반면에 p53-null type 의 UMSCC1-R 에서는

UMSCC1 보다 증가하였다. 이 결과들은 p53-wild type 의 재발 암세포는 glycolytic 

phenotype의 변화가 거의 없지만 p53-null type의 재발 암세포에서 glycolytic shift 가 일

어난 것을보여준다.

p53-null type 의 재발 암세포에서 glycolytic shift 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당대사 표적 약물에 대한 세포 반응성을 확인해 보았다. 역시 p53 의 type에 따라

방사선치료 후 재발 암에서의 hexokinase inhibitor (2-DG), LDH inhibitor (AT101) 과 같

은 당대사 표적 약물에 대한 세포반응이 크게 달라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p53-wild 

type 의 HN30 과 HN30-R 에서는 세포사멸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p53-null type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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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SCC1-R 은 2-DG 와 AT101 를 처리하였을 때, UMSCC1 보다 세포사멸이 증가하였

다. 또 glucose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글루타민 대사를저해

하는 약물에 대한 세포 반응성을 확인하였다. glutaminase inhibitor (BPTES)와

glutamate dehydrogenase inhibitor (EGCG)를 처리하였을 때, p53 wild type의 HN30 과

HN30-R 사이에서는 당대사 표적 약물을 처리했을때와 마찬가지로 변화가 없었다. 하

지만 p53 null type 인 UMSCC1 과 UMSCC1-R 에서는 변화가 보였는데 UMSCC1 이

UMSCC1-R 보다 세포사멸이 증가하였다. 이는 p53 null type의 방사선 저항성 세포주

는 glutamine 보다는 glucose에 더 의존적으로 세포대사가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In vitro에서 p53 null type 의 방사선 저항성 세포의 당대사 표적 약물에 대한 세포반응

을 확인하였고, In vivo xenograft model에서도 당대사 표적 약물인 2-DG 에 대한 세포

반응을 확인해보았다. UMSCC1 을 심은 그룹에서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그룹과

2-DG 처리 그룹에서의 tumor 사이즈의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UMSCC1-R 을 심은 그

룹에서는 2-DG 를 처리한 그룹의 tumor 사이즈가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그룹의

tumor 사이즈보다 작았다. 즉 p53 null type의 방사선 재발암 세포인 UMSCC1-R 은 당

대사표적 약물인 2-DG 에의해 tumor growth가 억제되는 것을의미한다. 

이는 p53-null type의 방사선 저항성을 획득한재발암에서 glycolytic shift 가 되는 대사

리모델링이 일어난 것을 보여준다. 재발암에서 Metabolic pathway를 target 으로 하는

약물의 치료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많은 제한이 남아 있다 (18-21). 하

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방사선치료 후 발생한 방사선 저항성 획득으로 인

한 치료 실패 시, p53 변이 확인을 통한 대사 약물의 병행 치료 효능을 더욱 더 높여줄

수 있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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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요약

p53 is one of the best known tumor suppressor genes and regulates the expression of genes 

involved in intracellular cell cycle, apoptosis and DNA repair in response to a variety of 

stress stimuli. Recently, p53 wild-type cell metabolism is known to inhibit glucose 

metabolism in cells. In this study, we examined long-term repeated irradiation of head and 

neck cancer cell lines to observe the changes of the cell metabolism and the therapeutic 

effect of the metabolism drug on the p53 mutation. The HN30 cell lines of p53 wild type and 

UMSCC1 cell lines of the p53 null type in Head and neck cancer cell lines were repeatedly 

irradiated with 2-Gy to 70-Gy, and the radiation-resistant cell lines identified by the 

clonogenic assay called each HN30-R and UMSCC1-R. After confirming the cellular 

metabolism of the radiation-resistant cells, compare to UMSCC1 cells, the p53 null type 

radiation-resistant cancer cell lines (UMSCC1-R) increased glucose uptake and lactate 

production, elevated glycolytic intermediates including 3-phosphoglycerate (3-pg), pyruvate, 

and upregulated glycolytic enzymes including glucose transporter type 3 (GLUT3), 

hexokinases-II (HKII) and lactate dehydrogenase-A (LDHA). But p53 wild type radiation-

resistant cell lines (HN30-R) exhibited similar results to HN30 cells for glucose uptake, 

lactate production, and extracellular acidification rate as well as glycolytic intermediates and 

related glycolytic enzymes. We tested the sensitivity of the recurrent cancer cells after 

radiotherapy to glycolysis-targeting drugs such as a hexokinases inhibitor (2-deoxy-ᴅ-

glucose; 2-DG) and a lactate dehydrogenase-A inhibitor (AT101). UMSCC1-R cells 

exhibited an increased sensitivity to 2-DG and AT101 but HN30-R cells did not show any 

changes. The same results were obtained in the in vivo xenograft model of p53 null type in 

which the tumor suppression effect on 2-DG was increased in UMSCC1-R.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p53 null type (UMSCC1) were more dependent on glycolysis 

while acquiring radiation resistance, but the p53 wild type (HN30) showed no change in 

glucose metabolism even after obtaining the radiation resistance. Therefore, concurrent 

treatment of glucose metabolism target drug with confirmation of p53 mutation will be an 

effective method for improving the prognosis of recurrent cancer in case of treatment failure 

due to acquisition of radiation resistanc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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