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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ound healing in the skin is a complex process involving several steps. First is the inflammation stage, in
which the wound causes constriction of damaged blood vessels and the aggregation of platelets, aiding neutrophils and
macrophages in removing the damaged tissue and preventing infection. This is followed by the proliferation stage
involving keratinocytes and fibroblasts. Finally, in the tissue remodeling stage, the wound healing process is completed
through contraction of the wound area, which promotes the growth of new tissue. In particular, the migration of
keratinocytes and fibroblasts during the proliferation stage to the wound site and penetration of these cells into the
surrounding tissues promote the wound healing process. In this study, we performed MTT assays to evaluate the toxicity
of 20(R)-Rg3 and 20(S)-Rg3, stereoisomers of ginsenoside Rg3, an active ingredient of Korean ginseng, on the
keratinocytes and fibroblasts involved in the proliferation stage. Migration assays, invasion assays, and quantitativ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qRT-PCR) were used to assess the expression of genes related to wound healing.
We observed that 20(R)-Rg3 was non-toxic and promoted the expression of COL1A2 and ACTC1, genes related to wound
healing, thereby increasing the mobility and invasiveness of keratinocytes. In addition, we confirmed that 20(R)-Rg3
increased the initial rate of wound healing in vivo in BALB/c mice. The positive effect of 20(R)-Rg3 on wound healing
can be assessed by separating this isomer from 20(S)-Rg3, which has moderate toxicity against keratinocytes and reduces
mobility and invasiveness. Thus, 20(R)-Rg3 optical isomers could be potential candidates for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wound healing medicines.
Keywords Ginsenoside Rg3, 20(R)-Rg3, HaCaT, Wound healing

서 론(Introduction)

행된다. 모든 상처에서 발생하는 과정은 단계별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염증단계에서는 상처 초기 혈관 파괴에 의해서 혈소판

상처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즉시 상처치유과정이 진

이 응집하여 지혈 효과를 나타낸다. 혈소판은 혈소판유래성장인
자(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PDGF),

1)

형질전환증식인자β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TGF-β), 상피세포증식인자(epiderm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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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factor, EGF) 등의 성장인자들을 분비하며 상처치유과정
을 시작하고 호중구와 대식세포에 의해서 세균의 감염이 방지
되며 손상된 조직들이 제거된다. 두 번째, 증식단계에서는 염증
단계를 거쳐 깨끗해진 상처부위로 각질세포와 섬유아세포가 이
동하여 증식하면서 콜라겐을 합성한다. 그 과정에서 혈관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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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고 육아조직이 형성된다. 또한 상처가 아물면서 상피화가
진행된다. 세 번째, 재형성단계는 상처치유의 마지막 단계로 새
로운 상피와 최종적으로 상처 부위의 조직이 형성된다. 콜라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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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ma-Aldrich, St. Louis, MO, USA)로 세포를 용해시키고 Gen
5 (2.03.1) software (BioTek Eon, Winsooski, VT, USA)를 사용
하여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9)

세포 이동성 분석
세포의 이동 능력은 Boyden chamber assay (Life Sciences,
Corning, NY, USA)로 측정하였다. 각 챔버의 상부에는 FBS를 함
유하지 않는 DMEM 배지에서 5.0×10 개의 HaCaT, 1.0×10 개의
5

6

NIH3T3 세포를 배양하였다. 이어서 5% FBS를 함유하는 DMEM
배지를 하부 챔버에 첨가하여 화학 유인 물질로써 사용하였다.
Fig. 1. Structure of ginsenoside Rg3. Determination of stereoisomers
of 20(R)-ginsenoside Rg3 and 20(S)-ginsenoside Rg3, based on the
arrangement of the hydroxyl group (OH) at the C-20 position of the
non-sugar part.

14~16시간 동안 세포를 안정화 시킨 후에. 각각의 세포에 20(R)Rg3와 20(S)-Rg3를 28, 14, 7, 3.5 µM 처리해 주었다. 이 후 추가
적으로 24시간 동안 안정화 시킨 후, 상부 챔버의 세포를 Diff
Quik 키트(Sysmex, Japan)로 고정시켰다. 이어서, 면봉으로 막 내
부의 세포를 기계적으로 제거하고, 막의 하부에 부착된 세포를

과 세포외기질이 회복되며 1~2년 정도 걸리면서 상처 피부 부

염색하고 챔버 당 왼쪽, 오른쪽의 위, 아래 구역과 가운데 구역

위가 정상화되면서 탄력을 회복한다.

을 선택하여 총 5구역을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따라서 상처치유과정에서 섬유아세포와 각질세포는 상처부위
또는 인접한 조직으로의 이동인 침투(invasion) 과정이 필수적이

세포 침윤성 분석
세포의 침윤성은 Boyden chamber assay (Life Sciences,

다. 특정 후보 물질이 상처부위에 독성을 가지지 않으면서 섬유

Corning, NY, USA)로 측정하였다. 1%의 젤라틴으로 8 µM 구멍

아세포와 각질세포의 이동과 침투 능력을 향상시킨다면, 상처치

사이즈의 폴리카보네이트 막으로 이루어진 상부 챔버를 코팅하

유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였다. 각 챔버의 상부에는 FBS를 함유하지 않는 DMEM 배지

로의 이동(migration)과 조직 내 세포 외 기질을 통과하여 이동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고려인삼은 다양한 약리활성을 가지

에서 2.0×10 개의 Caco2, 5.0×10 개의 HaCaT 세포를 배양하였

면서 생체기능조절을 위한 생약으로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

다. 이어서 5% FBS를 함유하는 DMEM 배지를 하부 챔버에 첨

5

5

안 활용되었다. 그러한 활성들을 가지게 하는 주요 활성성분은

가하여 화학 유인 물질로써 사용하였다. 14~16시간 동안 세포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진세노사

를 안정화 시킨 후에. 각각의 세포에 20(R)-Rg3와 20(S)-Rg3를

이드 중 Rg3를 사용했다. Rg3는 최근까지 다양한 연구들을 통

28, 14, 7, 3.5 µM 처리해 주었다. 이 후 추가적으로 24시간 동

해 혈당조절, 항암,

안 안정화 시킨 후, 상부 챔버의 세포를 Diff Quik 키트(Sysmex,

3)

4)

5,6)

간 보호 등에도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
7)

졌다. Rg3는 라세미혼합물로 존재한다. 같은 Rg3일지라도, 광학

Japan)로 고정시켰다. 이어서, 면봉으로 막 내부의 세포를 기계

활성에 따라서 다른 약리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으로 제거하고, 막의 하부에 부착 된 세포를 염색하고 침습

8)

본 연구자들은 R형(20(R)-Rg3)과 S형(20(S)-Rg3)가 각질세포, 섬

된 세포는 챔버 당 왼쪽, 오른쪽의 위, 아래 구역과 가운데 구

유아세포에 세포 독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파악하고 이동과 침

역을 선택하여 총 5 구역을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0)

투에 미치는 수준을 측정하면서 창상치유과정에 활성을 가지는

정량적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Quantitative real time PCR)
20(R)-Rg3와 20(S)-Rg3 28 μM 시료가 처리된 각각의 세포 그

지 평가하였다(Fig. 1).

방 법(Methods)

룹으로부터 총 RNA (1 μg)을 M-MLV 역전사 효소 키트(Invitrogen,
Carlsbad, CA, USA)를 사용하여 cDNA로 전환 시켰다.

11)

qRT-

PCR 반응 및 분석은 SYBR green (Enzynomics, Korea) 및

20(R)-Ginsenoside Rg3 및 20(S)-Ginsenoside Rg3
20(R)-Ginsenoside Rg3 및 20(S)-Ginsenoside Rg3는 아레즈(주)

CFX (Bio-Rad, Hercules, CA, USA)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qRT-PCR에 사용된 유전자 및 프라이머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에서 공급받아 실험에 사용하였다.

유전자 발현의 상대적인 차이는 GAPDH를 기준으로하여 ΔΔCt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세포 독성 분석
HaCaT와 NIH3T3 세포(각각 2.5×10 세포/웰)를 96-웰 플레이
3

Rg3를 100~12.5 μM의 농도로 처리해주었다. 48시간 뒤에 37 C

Avertin 제조법
쥐의 마취를 위해 사용한 Avertin은 기 보고된 참조논문 등의

에서 MTT reagent를 처리하고 4시간 동안 배양 한 후 DMSO

방법에 따라 조제하였다. 제조 방법을 요약하여 설명하면 0.25 g

트에 파종하고 24시간 동안 성장시킨 다음 20(R)-Rg3와 20(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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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genes and primer sequences subjected to Quantitative RT-PCR (qRT-PCR)
Name

Gene

primer

ACTC1

Actin, alpha, cardiac muscle 1

(forward) 5'-TACCCTGGTATTGCCGACC-3'

COL1A2

Collagen, type I, alpha 2

(forward) 5'-CCTTTCTGCTCCTTTCTCCA-3'

(reverse) 3'-GGACGATGGAAGGACCACTC-3'
(reverse) 5'-AGCAACACAGTTACACAAGG-3'
GAPDH

Glyceraldehyde 3-phosphate dehydrogenase

(forward) 5'-ATCACCATCTTCCAGGAGCGA-3'
(reverse) 5'AGTTGTCATGGATGACCTTGGC--3'

Expression of ACT1 and COL1A2, genes that affect wound healing, was confirmed by qRT-PCR.

의 Tribromo ethanol을 0.5 mL의 2-methyl-2-butanol에 용해시킨
solution을 미리 만들어 둔다. 빛을 차단한 상태에서 약 20 mL의
증류수에 미리 만들어 둔 solution을 혼합하여 40 C로 가열하며
o

Table 2. IC50 values of 20(R)-Rg3 and 20(S)-Rg3 for viability of
HaCaT and NIH3T3 cells
Compounds

IC (µM)
50

600 rpm 2시간 교반하였다. 0.45 μM 시린지 필터(Sartorius Stedim

HaCaT

NIH3T3

Biotech, Germany)를 사용하여 교반액을 여과하였다. 여과가 끝

20(R)-Rg3

172.4

341.9

난 용액은 pH검사를 진행하여 pH가 5보다 높은지 확인하였다.

20(S)-Rg3

83.1

ND

Final solution은 Amber tube에 등분하여 빛을 차단한 –4 C에서
o

14 일 이내로 보관하였다.

Viability of HaCaT and NIH3T3 cells treated with 20(R)-Rg3 or 20(S)Rg3. IC50 values for cell viability were obtained by MTT assay.

In-vivo wound healing assay

에 관여하는 세포들에 독성을 가지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체중 20~25 g의 5주령 BALB/c 수컷 흰쥐를 (주)오리엔트 바

사람 각질형성세포 HaCaT와 쥐 섬유아세포 NIH3T3를 사용하

이오에서 구입하여 일정한 조건(온도: 27.2 C, 습도: 60%, 12시

여 세포 독성 분석을 하였다. 측정된 흡광도를 기반으로 20(R)-

o

간 명암주기)에서 1주일 동안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Rg3와 20(S)-Rg3의 각 세포에 대한 IC 를 계산하였다. HaCaT

실험용 쥐의 경우, Avertin 250 mg/kg을 복강주사하여 마취시킨

에서 20(R)-Rg3의 IC

후, 전기제모기로 창상을 만들 등 부위의 털을 상처가지 나지

나타났다. NIH3T3에서 20(R)-Rg3의 IC 값은 341.9 µM, 20(S)-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하였다. 털이 제거된 등 부위를 70% Ethanol

Rg3은 독성을 가지지 않아 측정할 수 없었다(Table 2).

50

50

값은 172.4 µM, 20(S)-Rg3은 83.1 µM로
50

로 소독한 뒤, 등 부위에 일회용 펀치를 사용하여 지름 5 cm의

세포독성은 Borenfreund와 Puerner(1984)의 독성판정기준에 따

크기로 원형 창상을 4개/마리씩 유발하였다. 20(R)-Rg3와 20(S)-

라 추출액의 세포독성[고독성, IC <10 µM (or µg/mL); 중간독

Rg3의 창상 치유 효과를 각각 비교하기 위하여, 대조군인 DMSO

성, 10 µM (or µg/mL)≤IC <100 µM (or µg/mL); 저독성, 100 µM

를 사용하였다. 20(R)-Rg3와 20(S)-Rg3 100 μM, DMSO를 각각

(or µg/mL)≤IC <200 µM (or µg/mL); 무독성, 200 µM (or µg/

PBS에 희석하여 5마리의 각각의 상처부위에 매일 도포하였다.

mL)≤IC ]을 적용하였다.

50

50

50

13)

50

창상 치유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 매일 상처로부터 일정한 높

실험결과로부터 HaCaT에서 20(R)-Rg3는 저독성, 20(S)-Rg3 중

이에서 모든 상처들을 촬영하여 상처부위 면적을 Photoshop 프

간독성으로 나타났으며, NIH3T에서는 20(R)-Rg3와 20(S)-Rg3 모

로그램을 이용하여 픽셀화하였다. 창상치유효과는 초기 상처의

두 무독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S)-Rg3의 경우, 중간독성을

크기에 대한 매일 상처의 크기의 백분율로 평가하였다.

나타내기에 상처부위에 처리되었을때 각질형성세포에 20(R)-Rg3
에 비해 독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통계 분석
실험 데이터의 수치들은 평균±표준오차(Standard error of the

각질형성세포의 경우, 상처치유과정의 두 번째 단계인 염증단
계에서 깨끗해진 상처부위로 이동한 후 증식을 하게 되는데 본

mean, SEM)로 나타내었고, 통계학적인 비교는 unpaired “t-test”

실험의 최저 농도인 12.5 µM보다 낮은 농도인 10 µM의 20(R)-

로 이루어졌다.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Rg3가 처리되었을 때, 21.7%의 증식증가율이 보인다고 제시된

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바 있다.

결과 및 고찰(Results and Discussion)
HaCaT, NIH3T3 세포에 대한 20(R)-Rg3, 20(S)-Rg3의 독성
20(R)-Rg3, 20(S)-Rg3을 처리하였을 때, 상처부위 세포와 치유

14)

20(R)-Rg3에 의한 HaCaT의 이동성과 침윤성 증가
각질형성세포가 상처부위로 이동(Migration)할 때, 20(R)-Rg3,
20(S)-Rg3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포 이동성 분석
과 침윤(Invasion)을 확인하기 위한 세포 침윤성 분석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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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bility and invasiveness of HaCaT cells treated with 20(R)-Rg3 and 20(S)-Rg3. (A) Quantitative analysis of migration assays in
HaCaT cells treated with non-toxic concentrations (28, 14, 7, and 3.5 μM) of 20(R)-Rg3 and 20(S)-Rg3. Mobility of cells treated with 20(R)Rg3 increased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On the other hand, mobility of cells treated with 20(S)-Rg3 decreased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B) Quantitative analysis of invasion assays in HaCaT cells treated non-toxic concentrations (28, 14, 7, and 3.5 μM) of
20(R)-Rg3 and 20(S)-Rg3. Invasiveness of cells treated with 28 µM 20(R)-Rg3 was higher than in control cells. Invasiveness of cells treated
with 20(S)-Rg3 decreased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p≤0.05, **p≤0.01, ***p≤0.001 vs. DMSO (control).

였다. 세포 독성 분석에서 확인한 농도를 기준으로 28, 14, 7,
3.5 µM의 20(R)-Rg3와 20(S)-Rg3를 실험군으로 설정하였고
DMSO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Migration assay 결과, 20(R)-Rg3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HaCaT
의 이동성이 증가하였다. 반면, 20(S)-Rg3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20(R)-Rg3와 20(S)-Rg3에 의한 NIH3T3의 이동성
상처치유과정 중 증식단계에서 섬유아세포의 이동과 증식도
이후 상처 치유에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쥐의 섬유아세포인
NIH3T3을 이용한 세포 이동성 분석을 하였다. HaCaT의 분석과
동일하게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였다.

이동성이 감소하였다. 20(S)-Rg3의 경우, HaCaT에 중간독성을

Migration assay 결과, 20(R)-Rg3에서는 농도에 따른 변화는 없

나타내며 농도가 증가할수록 독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동 가

었지만, 대조군에 비해 20% 정도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 실험

능한 세포 수가 감소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Fig. 2).

결과는 p-Value 값 계산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

Invasion assay 결과, 20(R)-Rg3는 28 µM에서 침윤성이 대조군
에 비해 16%의 증가를 보였다. 20(S)-Rg3는 농도가 증가할수록
침윤성이 감소하였는데, 이 또한 독성의 영향이라고 생각하였다.

다. 20(S)-Rg3에서는 농도가 증가할수록 NIH3T3의 이동성이 감
소하였다(Fig. 3).
상처치유과정 중 증식단계에서 20(R)-Rg3에 의한 섬유아세포

상처치유과정 중 증식단계에서 각질형성세포의 이동과 증식

의 이동성에 대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각질형성세포

이 20(R)-Rg3에 의해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20(S)-Rg3는

에서 20(R)-Rg3의 이동성과 침윤성 증대의 확실한 실험 결과가

Rg3의 광학 이성질체지만, 20(R)-Rg3에 비해 독성을 가지고 상

있었기 때문에 20(R)-Rg3가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의약품의

처치유에 역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20(R)-Rg3를 이용한 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 광학 이성질체 의약품의 개발이 바람직하다. 이때, 20(R)-Rg3
가 각질형성세포의 이동과 증식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피부암
등에 미칠 부작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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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bility of NIH3T3 cells treated with 20(R)-Rg3 and 20(S)-Rg3. Quantitative analysis of migration assays in NIH3T3 cells treated
with non-toxic concentrations (28, 14, 7, and 3.5 μM) of 20(R)-Rg3 and 20(S)-Rg3. Migration of cells treated with 20(R)-Rg3 did not change
with drug concentration. Migration of cells treated with 20(S)-Rg3 decreased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p>0.05, **p≤0.01 vs.
DMSO (control).
NS

20(R)-Rg3에 의해 발현이 증가한 ACTC1 유전자는 액틴에 대
한 단일 필수 유전자를 암호화 하는 유전자로 알려져 있다(Table
1). 세포 모양 변경 및 재배열이 필요한 다른 생물학적 과정과
마찬가지로 상처치유 과정에서 액틴으로 구성된 미세소관과 미
세섬유는 새로운 막 구성 요소 및 세포들을 상처 부위로 이동
시키는 역할을 한다.

17)

ACTC1 유전자의 발현 증가는 상처치유

에 동원되는 액틴 단백질의 활성화로 상처 부위로의 호중구, 대
식세포, 각질세포, 섬유아세포 및 새로운 막을 구성하는 막 단
백질의 운반을 증가시켜 상처치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라고 생각된다.
Fig. 4. 20(R)-Rg3 increases the level of type 1 collagen, a
structural protein of extracellular matrix (ECM), and expression
of genes involved in wound healing. mRNA levels of genes related
to wound healing in HaCaT cells treated with 20(R)-Rg3 or 20(S)Rg3 28 uM concentrations. In HaCaT cells treated with 20(R)-Rg3,
expression of COL1A2 and ACTC1 genes was higher than in control
cells treated with DMSO. On the other hand, HaCaT cells treated
with 20(S)-Rg3 expressed lower levels of COL1A2 and ACTC1 than
in the DMSO-treated control group. p>0.05, *p≤0.05 vs. DMSO
(control).
NS

In-vivo 상처 치유 분석
상처유발 후 15일까지 상처면적 변화를 육안으로 관찰하였다.
상처유발 초기에는 상처 부위에서 혈액과 삼출물이 분비되고,
염증성 변화가 나타났으나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처 부위 조
직의 수축과 상피화가 진행되면서 미상피 육아 조직이 점차 감
소되어 상처면적이 줄어들고 마지막 15일에는 반흔 형성이 일어났다.
DMSO와 20(R)-Rg3, DMSO와 20(S)-Rg3를 처리한 마우스에
서 상처유발 후 초기면적에 대한 상대적 면적 크기를 비교하였

처치유 작용기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관된 유전자들을 스크리

다. 상처 유발 7일 경과 후에 20(R)-Rg3를 처리한 마우스는

닝 하였다. 실험 결과로써 20(R)-Rg3를 처리했을 때, COL1A2,

DMSO를 처리한 대조군에 비해 상처면적이 더 크게 감소하였

ACTC1 유전자가 DMSO를 처리한 대조군에 비해 발현이 증가

고 그에 반해 20(S)-Rg3를 처리한 마우스는 DMSO를 처리한 대

되었고, 그에 반해 20(S)-Rg3를 처리하였을 때는 DMSO를 처리

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초기면적에 대한 상대면적의 크기 감소

한 대조군에 비해 발현이 감소되었다(Fig. 4).

가 큰 차이가 없었다. 상처 유발 15일 경과 후에는 20(R)-Rg3,

COL1A2는 콜라겐 유형 I의 구성성분인 α2체인 단백질을 암

20(S)-Rg3를 처리한 마우스 모두 다 DMSO를 처리한 대조군과

호화 하는 유전자로 알려져 있다(Table1). 이전의 다른 연구에서

초기면적에 대한 상대면적 크기가 비슷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

Ginsenoside 혼합물에 의해 프로 콜라겐 유형 I의 합성이 유도

다(Fig. 5).

되고, COL1A2 프로모터의 활성화를 통해 콜라겐 생성을 촉진

결과적으로 20(R)-Rg3가 초기 단계에서 상처 치유 속도를 증

우리의 연구 결과는 Ginsenoside 혼합물 중에서도 단일

가시켰고, 20(S)-Rg3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속도에 영향을 주지

성분인 20(R)-Rg3가 COL1A2의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켰는데

못하였다. 비록 상처가 최종적으로 완치되는 시점이 동일하여

했다.

15)

20(R)-Rg3에 의한 COL1A2 유전자 활성화는 콜라겐 유형 I의

상처의 전체 치료 기간이 같다고 하더라도, 20(R)-Rg3에 의한

ECM 축적을 촉진시켜 창상의 재상피화 과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상처치유 초기 속도의 증가는 초기에 상처 면적을 신속하게 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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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20(R)-Rg3 improves wound closure in the early stages of wound healing, whereas 20(S)-Rg3 has no effect. (A) Representative
photographs of wounds on the skin of BALB/c mice treated with 20(R)-Rg3 and 20(S)-Rg3 diluted in PBS at a 100 µM concentrations, showing
the macroscopic wound closures on days 0, 7, and 15 after injury, compared with control mice treated with DMSO. (B) Ratios of wound areas on
day 7 and day 15 vs. the initial area on day 0 after treatment with DMSO (control), 20(R)-Rg3, or 20(S)-Rg3 treatment. Seven days after surgery,
mice treated with 20(R)-Rg3 had lower wound area ratios than mice treated with DMSO. By contrast, mice treated with 20(S)-Rg3 exhibited no
difference in wound area ratio relative to the control group. p>0.05, *p≤0.05 vs. DMSO (control).
NS

축함으로써 이차 감염에 대한 가능성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나

따라서 이러한 20(R)-Rg3의 활성에 대한 검증은 각질형성세포

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의 상처 치유의 가능성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20(R)-Rg3의 상처치유 약리활성에 대해서 검
증하였다. 각질형성세포를 이용한 세포 독성, 이동성, 침윤성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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