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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인삼은 널리 알려진 약용식물로, 다양한 식품 및 치료제로 활용되며 이
와 관련 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연구된 인삼의 
생화학적, 생리적, 약리적 효능은 다양하다. 인삼의 주된 약리작용을 담
당하는 ginsenoside 중에서도 Rg3는 차세대 항암제로서 각광받고 있다. 
다양한 암세포에서 탁월한 항암효과가 보고되었지만 명확한 항암기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한편, Ginsenoside Rg3는 혈관에서 
강한 수축 저해 효과를 보이는데, 이러한 혈관 평활근의 비가역적인 수
축 기능 손상은 apoptosis를 초래하는 독성현상임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g3의 항암기전을 밝히고, 정상 혈관 평활근 세포에서 
항암효과를 지닌 Rg3의 독성 기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앞서 세포골격인 actin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actin은 암세포 증
식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최근 항암치료 분야에서 새로
운 표적으로서 연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혈관 평활근에서도 actin은 
수축 기능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초대 배양한 혈관 평활
근 세포를 도입하여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Rg3는 caspase-3의 활성 증
가 및 apoptosis를 유발한다. 또한 agonist에 의한 myosin light chain 
(MLC)의 인산화를 유의적으로 억제시킴을 보였다. 특히 이 두 가지 현
상들을 시간상으로 관찰하면서 수축 기능 손상이 apoptosis보다 선행됨
을 확인하였다.
정확한 기전을 밝히고자 Rg3에 의해 RhoA 활성 저해를 매개로한 actin

의 붕괴를 관찰하였다. 이는 pro-apoptotic Bmf를 actin으로부터 유리시
켜 미토콘드리아로 이동시켰으며, 이에 따라 미토콘드리아의 membrane 
potential이 감소하였다. Rg3에 의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actin 
stabilizing 물질과 함께 처리 시 회복됨을 보임으로써, actin의 붕괴가 
궁극적으로 apoptosis, 즉 혈관 독성을 유발함을 밝혔다. 한편 암세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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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Rg3에 의한 actin의 붕괴 및 apoptosis를 관찰하였고 actin을 보존
시켰을 때 회복됨을 보임으로써, Rg3의 항암기전 또한 actin을 매개로 
함을 밝혀냈다. 
 본 연구를 통해, 정상 혈관 평활근에서 Rg3에 의한 세포골격 붕괴에 
따른 기능적 손상은 궁극적으로 apoptotsis를 일으킬 수 있음을 제시하
였다. 또한 Rg3의 항암효과가 이와 동일한 기전을 공유함을 밝힘으로써 
정상세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세포골격을 표적으로 하는 항암물질들의 
독성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Vascular smooth muscle cell, Ginsenoside Rg3, Actin 
cytoskeleton, Contractile dysfunction, Apop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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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삼 (Panax ginseng C. A. meyer)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
용된 대표적인 약용식물로, 다양한 식품 및 치료제로 활용되면서 세계적
으로 사용이 증가 하고 있다. 인삼의 생화학적, 생리적, 약리적 효능은 
매우 다양하며 인삼의 사포닌 성분인 ginsenoside는 그 중에서도 주된 
약리작용을 담당한다 (Choi, Chun, Kundu, & Kundu, 2013; Helms, 
2004; Radad, Gille, Liu, & Rausch, 2006; Zhou et al., 2004). 특히 
ginsenoside Rg3 (Rg3) 는 강한 혈관 수축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N. D. Kim et al., 2003). 최근에는 Rg3의 암세포 전이 억제 
작용과 탁월한 세포 사멸 효과 또한 보고되어 항암제로서의 연구가 활발
히 진행 중이다 (Shinkai et al., 1996; Zhang et al., 2012). 현재까지 밝
혀진 Rg3의 항암기전에는 NF-kB, ERK, ROS 등이 있지만 명확한 기전
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B. M. Kim, Kim, Park, Surh, & Na, 
2014).
 여러 가지 항암제들의 기전은 매우 다양하나, 최근 암세포의 세포골격 
중 actin을 표적으로 하는 물질들이 주목 받고 있다 (Desouza, Gunning, 
& Stehn, 2012). 이들은 암세포의 actin을 손상시킴으로써 정상 상태에서 
actin에 붙어있던 BH-3 only 단백질인 Bmf의 분리를 촉진시킨다. Actin
에서 유리 된 Bmf는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하여 apoptosis를 유도한다 
(Puthalakath et al., 2001). 그러나 암세포의 actin과 정상세포의 actin은 
구조적으로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구별하지 못함으로
써 심장과 혈관 및 횡격막의 부작용 또한 보고되었다 (Stehn, Schevzov, 
O'Neill, & Gunning, 2006). 일반적으로 근육에서 actin은 myosin과 결합
하여 수축을 일으키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Reho, Zheng, & Fisher, 
2014), 포괄적인 actin 붕괴는 수축 기능 손상을 유발한다. 대표적으로 
actin polymerization을 억제하여 actin을 붕괴 시킨다고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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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tochalasin D와 latrunculin A는 암세포의 이동 및 증식을 억제하고 
apoptosis를 일으키며 항암효과를 입증하였다 (Franklin-Tong & 
Gourlay, 2008; Konishi et al., 2009). 하지만 정상세포의 actin 또한 붕괴
시킴으로써 혈관 평활근 세포의 myosin light chain (MLC) 인산화를 억
제하며 심근세포의 수축 기능 손상을 초래한다 (Bruijns & Bult, 2001; 
Stehn et al., 2013; D. D. Tang & Tan, 2003). 이처럼 정상 세포에서도 
actin 붕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구조 및 기능적 측면에서의 독성은 본 
기전을 통한 항암제 개발의 한계로서 작용한다.
 인삼 또한, 남용할 경우 임상적으로 고혈압 또는 저혈압이 나타난다고 
보고되면서 (Ernst, 2002; Siegel, 1980) 인삼의 약리효과에 대한 연구뿐
만 아니라 독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항암효과를 갖고 있는 Rg3는 비가역적으로 정상 혈관의 기능 
손상을 유발한다. 이러한 혈관의 수축 기능 손상은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데, 정확한 기전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J. Y. Lee et al., 2010). 한
편 혈관의 수축에서 세포골격인 actin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Reho et al., 2014), 혈관 기능 상실 측면에서도 RhoA를 매개로 하는 
actin의 변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Kang et 
al., 2014). 이는 암세포의 actin을 표적으로 하는 항암기전과 같이, 정상
세포에서도 actin 붕괴가 일어나면서 수축 기능 손상이 세포사멸로 이어
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상 혈관 세포에서 혈관의 수축 기능 손상이 세
포사멸로 이어지는 과정에 actin이 실제로 관여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
다. 또한 Rg3의 항암효과도 이와 같이 actin을 매개로 하는지 확인함으
로써, actin이 붕괴되는 기전이 암세포와 정상세포에서 공유되는가를 연
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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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방 법

시약 
 Ginsenoside Rg3, serotonin hydrochloride (5-HT), dimethyl sulfoxide 
(DMSO) 등의 시약은 모두 Sigma-Aldrich Co. (St. Louis, MO)로부터 
구입하였으며, Jasplakinolide(Jasp)는 Molecular Probes Inc. (Eugene, 
OR) 제품을 사용하였다. 세포 실험에 필요한 모든 시약은 Gibco Co. 
(Carlsbad, CA)로부터 구입하였으며 그 밖의 시약은 모두 특급 시약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실험 동물 
 Sprague-Dawley 수컷 흰쥐를 샘타코 (Korea)로부터 공급 받아, 서울대학
교 동물실험 연구동에서 일주일가량 적응 시킨 뒤 실험에 이용하였다. 사육
실은 온도 22 ± 2 ℃, 습도 55 ± 5% 의 온도 환경을 유지하였으며, 오전 7 
시와 오후 5 시를 기준으로 하여 밤낮을 조절하였다. 사료 (애그니브랜드, 
퓨리나코리아) 와 물은 제한 없이 공급하였다. 모든 실험에서 수컷 흰쥐 
150-170 g을 사용하였다.

세포 배양
 혈관 평활근 세포는 초대배양을 통해 얻었다. 흰쥐를 CO2 가스로 안락사 
시킨 후, 개흉하여 신속하게 흉부 대동맥 (thoracic aorta)을 적출하여 혈액
을 제거하였다. 내피와 외막을 제거 한 후,  대동맥을 잘게 잘라  
collagenase와 elastase (Worthington Biochemical Co. Lakewood, NJ)을 
처리하여 조직으로부터 혈관 평활근 세포를 분리하였다. 사람 기원의 간
암 세포주인 HepG2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배지는 각각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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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EM)과 low glucose DMEM에 fetal bovine serum (FBS) 10%, 
penicillin-streptomycin 1%씩 포함되도록 만들어 사용하였다. 95% air/5% 
CO2 37 ℃의 조건하에서 배양하였으며, 2-3일 마다 새 배지로 갈아주었고, 
confluency가 80%에 이를 때 0.25% trypsin-EDTA를 사용하여 1:2~1:3의 
ratio로 subculture하거나 실험에 사용하였다. 모든 실험에 혈관 평활근 세
포는  passage 1-3을 사용하였다. 

Caspase-3 활성 측정
 초대 배양한 혈관 평활근 세포 및 HepG2 세포에 Rg3 또는 용매인 
DMSO를 가하여 37 ℃에서 24 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PBS로 세척하여 
반응을 종결시켰다. Protease inhibitor와 phosphatase inhibitor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Rockford, IL)가 포함된 RIPA buffer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300 μl를 가해 lysis 시켰으며, 4 ℃에서 lysate를 
12,000 g에서 10 분간 원심 분리하여 debris를 제거하였다. 상층액에 4× 
Laemmli sample buffer (Bio-Rad, Hercules, CA)를 가하고 95 ℃에서 5 
분간 boiling 하여 샘플을 얻었고, caspase-3 antibody (Cell Signaling 
Technology Inc.)를 사용하여 western blotting 하여 cleaved 된 
caspase-3를 측정하였다.

TUNEL assay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 (TdT) 
mediated deoxyuridine triphosphate (dUTP) nick end labeling)
  TUNEL 염색을 통하여 apoptosis를 관찰하였다. 혈관 평활근 세포 또는 
HepG2 세포 현탁액을 collagen coating된 cover glass에 2 ml씩 가하여 
37 ℃에서 하루 동안 부착시켰으며, 세척을 통해 부착되지 않은 cell을 
제거하였다. 부착된 세포에 Rg3와 Jasplakinolide (Jasp) 50 nM 또는 용
매인 DMSO를 가하여 37 ℃에서 각각의 처리 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PBS로 세척하여 반응을 종결시켰다. Click-iT® TUNEL Alexa Flu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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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g Kit (Molecular Probes Inc. Eugene, OR)을 이용하여 TUNEL 
염색을 진행하였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Rg3를 처리한 세포에 4% 
formalin을 가하여 상온에서 10 분간 고정하고 PBS로 세척 후 0.5% 
Triton X-100을 가하여 상온에서 5 분간 permeation 시켰다. 그리고 
TdT가 포함 된 TUNEL 반응 혼합물을 37 °C humidified chamber에
서 1 시간동안 반응시켰다. TUNEL 반응이 끝난 후, Alexa 488 azide가 
포함 된 Click-iT 반응 혼합물을  30 분 동안 상온에서 차광하여 노출 
시켰다. 핵 모양 또한 관찰하기 위하여 Hoechst 33342을 사용하여 함께 
염색하였다. Mounting solution을 이용하여 slide glass에 mounting 한 
후 Axiovert 200M 형광현미경 (Carl Zeiss, Jena, Germany)을 사용하여 
형광 이미지를 얻었다. 형광 세기는 ImageJ program (NIH, Bethesda, 
MD)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Myosin Light Chain의 인산화 측정
 Rg3 또는 용매인 DMSO를 가하여 37 ℃에서 각각의 처리시간 동안 
incubation 시킨 혈관 평활근 세포에 10-5 M serotonin으로 10 분간 자극
을 가한  후 protease inhibitor와 phosphatase inhibitor가 포함된 RIPA 
buffer 250 μl를 가해 lysis 시켰다. 4 ℃에서 lysate를 12,000 g에서 10 
분간 원심 분리하여 debris를 제거하였다. 상층액에 4× Laemmli 
sample buffer를 가하고 95 ℃에서 5 분간 boiling 하여 샘플을 얻었고, 
anti-MLC-phospho antibody, anti-MLC-antibody (Cell Signaling 
Technology Inc.)를 사용하여 western blotting 하였다.

RhoA 활성 측정
RhoA/Rac1/Cdc42 Activation Assay Combo Biochem Kit 

(Cytoskeleton, Inc.)를 사용하여 RhoA의 activity를 측정하였다. 25T 
flask에 기른 혈관 평활근 세포에 Rg3 또는 용매인 DMSO를 37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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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1 시간 동안 incubation 한  10-5 M serotonin으로 10 분간 자극
을 가했다. 이 후 protease inhibitor와 phosphatase inhibitor가 포함된 
lysis buffer 200 μl로 lysis 시키고, lysate를 4 ℃ 조건 하에 9,800 g에
서 15 분간 원심 분리하여 debris를 제거하였다. 상층액 중 20 μl에는 
2× Laemmli sample buffer (Bio-Rad, Hercules, CA)를 가하고 95 ℃에
서 5 분간 boiling 하여 total RhoA protein 샘플을 얻었다. 나머지 상층
액 중 180 μl에는 20 μl의 rhotekin-RBD beads를 가하고 4 ℃에서 1 
시간 동안 교반 시키면서 active RhoA protein의 binding을 유도하였다. 
Wash buffer 200 μl를 가하여 beads를 세척한 후 2× Laemmli sample 
buffer를 가하고 95 ℃에서 5 분간 boiling하여 active RhoA protein 샘
플을 얻었다. 이렇게 얻은 샘플을 RhoA antibody (Cytoskeleton Inc., 
Denver, CO)를 사용하여 western blotting하였다.

Actin assembly 관찰
 혈관 평활근 세포 또는 HepG2 세포 현탁액을 collagen coating된 cover 
glass에 2 ml씩 가하여 37 ℃에서 하루 동안 부착하였다. 부착된 세포에 
Rg3 또는 용매인 DMSO를 가하여 37 ℃에서 4 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4% formalin을 가하여 상온에서 10 분간 고정하였다. PBS로 세척 후 
0.5% Triton X-100을 가하여 상온에서 5 분간 permeation 시키고 2% 
bovine serum albumin (BSA)가 포함된 PBS를 가하여 상온에서 1시간 
동안 blocking 시켰다. 2% BSA가 포함된 PBS에 1:250으로 희석시킨 
Rhodamin-phalloidin (Molecular Probes Inc., Eugene, OR)과 1: 500으로 
희석시킨 DNase I-Alexa488 (Molecular Probes Inc., Eugene, OR)을 차
광조건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켜 각각 F-actin과 G-actin을 염색 한 후 
PBS로 세척하였다. PBS에 300 nM로 희석시킨 4', 6-diamidino-2- 
phenylindole (DAPI)를 30 초간 반응시켜 핵 또한 염색 한 후 세척하였
다. Slide glass에 mounting 한 후 Carl Zeiss Axiovert 200M 형광 현미
경을 통해 관찰하였으며 ImageJ program을 통해 수치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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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f의 세포 내 이동 관찰                                    
 Mitochondria Isolation kit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Rockford, 
IL) 를 이용하였고 제조사에서 제시한 실험방법에 따라 실험하였다. 혈
관 평활근 세포에 Rg3, Jasp 50 nM 또는 용매인 DMSO를 37 ℃에서 4
시간 동안 처리한 후, cytosol 분획과 mitochondria 분획을 분리하여 얻
었다. 각각의 분획에서 단백질을 정량한 후 4X Laemmli sample buffer 
(Bio-Rad)에 현탁하고, Bmf antibody (Cell Signaling Technology Inc., 
Danvers, MA)를 사용하여 western blotting으로 Bmf의 이동을 관찰하
였다. Cytosolic과 mitochondrial protein의 loading control로는 α- 
tubulin과 cytochrome c oxidase (COX) IV antibody (Cell Signaling 
Technology Inc.)를 각각 사용하였다. 

미토콘드리아 membrane potential(ΔΨm) 관찰
 Cationic fluorochrome JC-1 (Sigma-Aldrich Co.)을 사용하여 미토콘드
리아 membrane potential (ΔΨm)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JC-1은 정상적
인 ΔΨm를 가지는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적색 형광으로 나타나는 반면, 
ΔΨm 이 감소하면 monomer 형태인 녹색 형광으로 나타난다. 혈관 평활
근 세포에 Rg3, Jasp 50 nM 또는 용매인 DMSO를 37 ℃에서 24 시간 
동안 처리한 후, JC-1 2 μg/ml을 37 °C, 차광 상태에서 15분 동안 반
응시켰다. 형광 이미지는 Carl Zeiss Axiovert 200M를 통해 얻었으며 
ImageJ program을 통해 분석하였다.

Western blot 
 혈관 평활근 세포 또는 HepG2 세포로부터 얻은 샘플들을 15% 
SDS-PAG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용 acrylamide gel에서 
분리하였고, PVDF membrane으로 transfer 하였다. 5% BSA가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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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s/glycine buffer (Bio-Rad Laboratories, Inc., Hercules, CA)로 1 시
간 동안 blocking 하고 각각의 1차 antibody를 4 ℃에서 하루 동안 부착
시켰다. Membrane의 세척은 0.05% Tween-20을 포함한 Tris/glycine 
buffer를 사용하였고 antibody 희석은 5% BSA를 포함한 Tris/glycine 
buffer를 사용하였다. 1차 antibody 부착이 끝난 membrane을 세척한 뒤 
2차 antibody인 HRP-linked anti-rabbit IgG로 2 시간 동안 상온에서 부
착시키고 다시 세척하였다. Super Signal West Femto (Thermo Fisher 
Scientific Inc.)를 이용해 발색하였으며, 단백질 band의 분석은 Quantity 
One 1-D analysis software (Bio-Rad laboratories, Inc)를 이용하였다.

세포 생존율 측정
 세포 생존율은 CCK-8 kit를 사용하여  WST-8  [2-(2-methoxy-4- 
nitropheyl)-3-(4-nitrophenyl)-5-(2,4-dinitrophenyl)-2H-tetrazolium, 
monosodium salt] assay를 통해 측정하였다. 배양한 혈관 평활근 세포 
또는 HepG2 세포를 48-well plate에 4x104 cells/well 씩 seeding 한 후,  
Rg3를 37 ℃에서 24 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이 후 WST-8/1-methoxy- 
phenazine methosulfate solution을 각각의 well에 넣고 차광한 후, 3 시
간 동안 37 °C에서 반응시켰다. ELISA를 사용하여 450 nm에서의 흡광
도를 측정하여 수치화하였다.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mean ± SEM으로 표시하였다. 두 군 사이의 차이는 
t-test로서 검증하였으며, 세 군 이상의 비교에서는 ANOVA test를 수행
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유의적인 차이는 p value가 0.05 이하인 경우에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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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결 과
  

Rg3에 의한 혈관 평활근 세포의 caspase-3 활성화 및 apoptosis
Ginsenoside Rg3에 의한 혈관에서의 apoptosis 기전을 연구하기 위해 초
대 배양한 혈관 평활근 세포를 도입하였다. 먼저 apoptosis의 지표인 
caspase-3의 활성을 관찰하였다. Caspase-3는 p35 procaspase-3가 p17 
caspase-3로 잘리면서 활성화 된다. Western blot으로 관찰한 결과, Rg3
에 의해 농도 의존적으로 활성화된 형태인 p17 caspase-3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Figure 1A). 또한 TUNEL assay를 통해 Rg3에 의한 
apoptosis를 관찰하였다. Rg3에 의해 TUNEL positive세포가 증가함을 
보임으로써 혈관 평활근 세포에서 apoptosis가 일어남을 증명하였다 
(Figure 1B). 
  

Rg3에 의한 혈관 평활근 세포의 수축 기능 손상
Rg3에 의한 혈관의 수축 기능 손상을 파악하기 위해 agonist인 
serotonin (5-HT)에 의한 myosin light chain (MLC) 인산화 정도를 측
정하였다. Western blot으로 확인한 결과, 혈관 평활근 세포에서 Rg3에 
의해 MLC 인산화 정도가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다 (Figure 2). 
 

혈관 평활근 세포에서 Rg3에 의한 수축 기능 손상 및 apoptosis의 
Time-frame
Rg3 처리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한 결과, apoptosis는 4 시간 이후부
터 점차 증가하는 반면 (Figure 3A), 5-HT에 의한 MLC 인산화 수준은 
30 분부터 빠르게 억제됨을 보였다 (Figure 3B). 실험 결과를 토대로 
Rg3에 의한 수축 기능 손상 및 apoptosis를 시간에 따라 그래프화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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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수축기능 손상이 세포사멸보다 선행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Figure 3C).
 

Rg3에 의한 혈관 평활근 세포의 RhoA 활성 저해 및 actin 변화
Rg3에 의한 수축 기능 손상 및 apoptosis의 명확한 기전을 파악하기 위
해, 혈관 근육 움직임 및 수축 기능 손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된 RhoA의 활성을 측정하였다 (de Godoy & Rattan, 2011; Kang et al., 
2014; Reho et al., 2014). Figure 4A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Rg3는 
RhoA의 활성을 농도 의존적으로 낮춘다. RhoA는 actin filament의 
polymerization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Takai, Sasaki, & 
Matozaki, 2001), Rg3는 RhoA 활성 억제와 비슷한 양상으로 F-actin도 
감소시켰다. 한편, Rg3가 저농도일 때는 F-actin이 감소하고 G-actin이 
증가하며 평형상태를 이루다가 고농도로 갈수록 평형이 완전히 깨져 
actin의 integrity가 비가역적으로 파괴되었다 (Figure 4B). 
 

Rg3에 의한 혈관 평활근 세포 내 Bmf의 이동 및 미토콘드리아 
membrane potential 감소
Bmf는 정상세포의 세포골격에서 actin과 붙어있는 BH-3 only bcl 
protein 중 하나이다. 이는 세포골격이 붕괴될 경우, actin으로부터 유리
되어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하며 Bcl-2단백질을 불활성화 시켜 apoptosis
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Puthalakath et al., 2001). Rg3에 의한 actin
붕괴에 따라 Bmf의 세포 내 이동을 관찰하고자, cytosol과 미토콘드리아 
분획으로 나누어 Bmf의 변화를 western blot으로 확인하였다. Figure 
5A에서와 같이 Bmf는 Rg3에 의해 cytosol에서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한
다. JC-1을 처리하여 ΔΨm을 측정한 결과, Rg3에 의해 평활근 세포의 
ΔΨm 이 감소함 또한 확인하였다 (Figure 5B). 



- 11 -

혈관 평활근 세포에서 Rg3의 효과에 대한 reversibility 연구
Rg3에 의한 일련의 과정들이 actin 붕괴에 기인하는 것인지 파악하기 위
해, actin을 stabilization 시킨다고 알려진 Jasplakinolide (Jasp)를 Rg3와 
동시에 처리하여 가역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Rg3에 의한 Bmf의 세포 내 
이동이 Jasp에 의해 억제됨을 보였다 (Figure 6A). ΔΨm 감소 역시 
Jasp에 의해 유의성 있게 회복됨을 관찰하였다 (Figure 6B). Jasp 단독
으로 처리한 군은 Bmf의 이동이나 미토콘드리아 외막 손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Rg3에 의한 세포골격 붕괴가 Bmf의 이동 
및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을 초래함을 확인하였다. TUNEL assay 에서 또
한 Rg3에 의한 apoptosis가 Jasp로 회복됨을 보임으로써 (Figure 7), 혈
관 평활근 세포에서 actin의 붕괴가 Rg3에 의한 apoptosis 기전에서 핵
심임을 시사하였다.
 

Rg3에 의한 혈관 평활근 세포 및 암세포 생존율 감소 
Rg3의 항암효과도 actin을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HepG2 세포를 도
입하였다. WST-8 assay를 통해 Rg3를 동일한 조건으로 처리한 뒤, 혈
관 평활근과 HepG2의 세포 생존율을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정상세포와 
암세포에서 모두 Rg3에 의해 세포 생존율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
다 (Figure 8). 
 

Rg3에 의한 암세포의 caspase-3 활성화
암세포에서도 Rg3에 의해 apoptosis가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apoptosis의 지표인 caspase-3의 활성을 western blot을 통해 관찰하였
다. HepG2 세포에 Rg3를 처리한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p35 procaspase 
-3가 p17 caspase-3로 활성화되었다 (Figur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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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3에 의한 암세포의 actin 변화
암세포에서 나타나는 Rg3에 의한 apoptosis 기전에도 actin이 실제 관여
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Rg3 에 의한 암세포의 actin 변화를 관찰하였
다. 그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F-actin, G-actin이 모두 감소하며 actin의 
intensity 완전히 파괴되었다 (Figure 10).
  

암세포에서 Rg3의 효과에 대한 reversibility 연구
혈관 평활근 세포에서와 같이 Rg3에 의한 일련의 과정들이 actin 붕괴에 
기인하는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암세포에도 Jasp와 Rg3를 동시에 처리
하여 가역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TUNEL assay 에서 나타난 Rg3에 의
한 암세포의 apoptosis가 Jasp로 회복됨을 확인함으로써 (Figure 11), 
Rg3의 항암기전에도 actin의 붕괴가 핵심 역할을 담당함을 알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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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ffects of Rg3 on activation of caspase-3 and apoptosis in VSMCs. (A) p17-active caspase-3 and 
p35-procaspase-3 were detected using Western blot analysis. After 24 hr incubation with vehicle (DMSO) 
or Rg3 (1, 10, 25 μM) in primary cultured rat VSMCs, (B) Apoptosis was determined by TUNEL staining, 
followed by Hoechst 33342 counterstaining. Merged images of TUNEL (green) and Hoechst 33342 (blue) 
were presented. Intensity of green fluorescence was measured as a parameter of extent of apoptosis. Scale 
bar = 100 μm. Values are mean ± SEM of at least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represents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controls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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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ffects of Rg3 on contractile dysfunction in VSMCs. After Rg3 (1, 10, 25 μM) was treated for 24 
hr to primary VSMCs, followed by 5-HT 10-5 M stimuli for 10 min, phosphorylation of myosin light chain 
(MLC) was determined by Western blot analysis. Values are mean ± SEM of at least five independent 
experiments. * represents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controls (p<0.05). # represents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5-HT-treated group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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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ime frame of Rg3-induced contractile dysfunction and apoptosis in VSMCs. (A) Effects on 
apoptosis were determined by TUNEL staining, after primary VSMCs were incubated with Rg3 25 μM for 
1, 4, 24 hr. (B) After Rg3 25 μM was treated for 1, 4, 24 hr to primary VSMCs, followed by 5-HT 10-5 M 
stimuli for 10 min phosphorylation of myosin light chain (MLC) was determined by Western blot. (C) 
Time-course effects of Rg3 25 μM on the inhibition of MLC phosphorylation and apoptosis in primary 
VSMCs. Data are summarized from (A) and (B). Scale bar =100 μm. Values are mean ± SEM of at least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represents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controls (p<0.05). # represents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5-HT-treated group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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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ffects of Rg3 on activation of RhoA and change of actin in VSMCs. (A) Concentration 
dependent effect of Rg3 on RhoA activation was evaluated after treatment of Rg3 (1, 10, 25 μM for 1 hr), 
followed by 5-HT 10-5 M stimuli for 10 min to primary cultured rat VSMCs. (B) After Rg3 (1, 10, 25 μM) 
was treated for 4 hr, immunocytochemistry of actin was investigated with rhodamine-phalloidin, 
DNaseI-Alexa 488 and merged images of F-actin(red) and G-actin(green) were obtained. Scale bar = 100 μ
m. Values are mean ± SEM of at least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represents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control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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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ffects of Rg3 on mitochondrial translocation of Bmf and membrane potential in VSMCs. (A) 
After Rg3 25 μM was treated for 4 hr, cytosolic and mitochondrial fraction were isolated from VSMCs and 
the amount of Bmf in each fraction was determined by Western blot. α-Tubulin and cytochrome c oxidase 
(COX) were used as loading controls for cytosolic and mitochondrial fractions, respectively (B) After Rg3 
(1, 10, 25 μM) was treated for 24 hr, mitochondrial outer membrane potential was determined with JC-1 
dye.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was evaluated as a ratio of red to green fluorescence intensity. 
Scale bar = 100 μm. Values are mean ± SEM of at least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represents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controls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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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eversal of Rg3 effects with actin filament stabilization in VSMCs. (A) After Rg3 25 μM and 
jasplakinolide (Jasp) 50 nM were co-incubated for 4 hr, cytosolic and mitochondrial fraction were isolated 
from VSMCs and the amount of Bmf in each fraction was determined by western blot. α-Tubulin and 
cytochrome c oxidase (COX) were used as loading controls for cytosolic and mitochondrial fractions, 
respectively (B) After Rg3 25 μM and jasplakinolide (Jasp) 50 nM were co-incubated for 24 hr, 
mitochondrial outer membrane potential was determined with JC-1 dye. Scale bar = 100 μm. Values are 
mean ± SEM of at least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represents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controls (p < 0.05). # represents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Rg3-treated group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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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Reversal of Rg3-induced apoptosis with actin filament stabilization in VSMCs. Apoptosis was 
determined by TUNEL staining, followed by Hoechst 33342 counterstaining. Merged images of TUNEL 
(green) and Hoechst 33342 (blue) were presented. Inhibitory effects of Jasp were determined after Rg3 25 μ
M with Jasp 50 nM was treated for 24 hr. Scale bar = 100 μm. Values are mean ± SEM of at least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represents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controls (p < 0.05). # represents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Rg3-treated group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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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Effects of Rg3 on cell viability in VSMCs and HepG2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vehicle(DMSO) or Rg3 (1, 10, 25 μM) and incubated for 24 hr.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using the 
WST-8 assay. Values are mean ± SEM of at least four independent experiments. * represents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controls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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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Effects of Rg3 on activation of caspase-3 in HepG2 cells. p17-active caspase-3 and 
p-35-procaspase-3 were detected using Western blot analysis. After 24 hr incubation with vehicle (DMSO) 
or Rg3 (1, 10, 25 μM) in HepG2 cells, concentration dependent effects on caspase-3 activation were 
determined. Values are mean ± SEM of at least four independent experiments. * represents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controls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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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Effects of Rg3 on change of actin in HepG2 cells. After Rg3 (1, 10, 25 μM) was treated for 4 
hr, immunocytochemistry of actin was investigated with rhodamine-phalloidin, DNaseI-Alexa 488 and 
merged images of F-actin (red) and G-actin (green) were obtained. The extent of F-actin and G-actin 
was evaluated with intensity of red and green fluorescence. Scale bar = 100 μm. Values are mean ± SEM 
of at least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represents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controls.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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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Reversal of Rg3-induced apoptosis with actin filament stabilization in HepG2 cells. Apoptosis 
was determined by TUNEL staining, followed by Hoechst 33342 counterstaining. Merged images of TUNEL 
(green) and Hoechst 33342 (blue) were presented. Inhibitory effects of Jasp were determined after Rg3 25 μ
M with Jasp 50 nM was treated for 24 hr. Scale bar = 100 μm. Values are mean ± SEM of at least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represents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controls (p < 0.05). # represents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Rg3-treated group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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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Suggested mechanism of Rg3-induced apoptosis in both normal vascular smooth muscle cells and 
cancer cells. Ginsenoside Rg3 (Rg3) disrupts actin integrity, which results in contractile dysfunction. 
Disruption of actin integrity initiates translocation of Bmf followed by mitochondrial apoptotic pathway, 
ultimately leading to vascular toxicity. Disruption of actin integrity is the key role of Rg3-induced 
apoptosis which can explain both anti-cancer effects and vascular tox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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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에서는 인삼 유효성분 중 항암효과를 지닌 Ginsenoside Rg3가 
정상 혈관 평활근 세포의 actin 붕괴를 일으킴으로써 수축 기능 손상을 
통해 apoptosis를 유발함을 확인하였다. Rg3는 RhoA의 활성을 저해시켜 
F-actin을 감소시켰다. Actin 붕괴로 Bmf의 미토콘드리아로의 이동을 
촉진시켰으며, 미토콘드리아 membrane potential을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apoptosis를 유발하였다. 일련의 과정들이 actin stabilizing 물질인 
jasplakinolide (Jasp)로 회복됨을 확인함으로써, 혈관 평활근 세포에서 
Rg3에 의한 apoptosis가 actin 붕괴로부터 시작됨을 증명하였다. 
 암세포인 HepG2 cell에서도 Rg3에 의한 actin 붕괴를 관찰하였으며, 
jasp로 apoptosis가 회복됨을 보이며 Rg3의 항암기전 또한 actin을 매개
로 함을 밝혔다. 항암물질로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 Rg3는 ROS 생
성, NF-κB signaling 억제, PI3K-Akt signaling 억제를 통해 세포 모양 
변화,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유도함으로써 apoptosis를 초래한다 (B. M. 
Kim et al., 2014; Qiu, Bai, Jiang, He, & Wang, 2014; C. Z. Wang et 
al., 2009). 뿐만 아니라 angiogenesis를 저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 (J. W. Kim et al., 2012). 이는 Rg3가 세포골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암시하지만, 명확한 항암기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Rg3가 암세포의 actin을 붕괴시켜 apoptosis를 
유발함을 밝힘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항암기전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최근 암세포의 actin을 공격하는 actin-targeting 약물들이 주목 
받고 있다 (Bonello, Stehn, & Gunning, 2009). 본래 actin은 apoptosis과
정에서 활성화 된 caspase에 의해 분해되기 때문에, 세포골격의 붕괴는 
apoptosis의 결과로서 설명된다 (Mashima, Naito, & Tsuruo, 1999). 반
면 세포골격의 붕괴가 apoptosis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 또한 존
재한다 (Desouza et al., 2012). 암세포에서 세포골격인 acti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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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ion, adhesion, retraction을 담당하며 암세포의 이주, 침입, 전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Fife, McCarroll, & Kavallaris, 
2014; Yamazaki, Kurisu, & Takenawa, 2005). 이렇게 기능적으로 중추
적인 역할을 하는 actin을 붕괴시킴으로써 암세포의 apoptosis를 유발하
는 연구가 항암제 개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Desouza et al., 2012). 
Puthalakath et al은 그 중에서도 actin과 연결된 myosin V motor와 붙
어있는 pro-apoptotic Bmf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Cytochalasin D 처리
시, 세포골격으로부터 분리된 Bmf는 미토콘드리아를 경유한 apoptosis를 
유도하였다. Bmf는 정상상태에서는 세포골격에 붙어 있다가 세포골격 
파괴 시 actin으로부터 유리되어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하며 anti- 
apoptotic Bcl2를 억제함으로써 apoptosis를 유발한다 (Puthalakath et 
al., 2001). 이는 실제 항암제로 사용 중인 paclitaxcel의 apoptosis 기전으
로도 보고된 바 있다 (Kutuk & Letai, 2010). 하지만 actin을 표적으로 
하는 약물들은 암세포의 actin과 정상세포의 actin을 효과적으로 구분해
내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전임상 단계에서 광범위한 독성이 보고되었다 
(Stehn et al., 2013).
 한편, 선행 연구에서 Rg3에 의한 혈관 평활근의 비가역적 수축 기능 
손상은 apoptosis로 나타나는 독성 현상임을 보고하였다 (J. Y. Lee et 
al., 2010). 그 명확한 관계를 규명하고자 수축 및 apoptosis에 직접적으
로 관여하는 actin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Gourlay & Ayscough, 2005). 
특히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Rg3에 의한 평활근 세포의 actin 변화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세포골격으로서 actin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actin binding proteins (ABPs)에 의해 polymer인 F-actin 또는 
monomer인 G-actin으로 변화하면서 그 비율을 조절하는 dynamics한 상
태를 이룬다 (S. H. Lee & Dominguez, 2010). Rg3가 저 농도일 때는 
F-actin이 감소하는 반면 G-actin이 증가하여 F/G-actin 간의 평형을 유
지하지만, 고농도로 갈수록 F-actin과 G-actin 모두 감소한고 F/G-ac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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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평형이 완전히 깨진다. 이처럼 Rg3는 평활근에서 비가역적인 actin
의 붕괴를 일으킨다 (Figure 4B). 이는 actin의 붕괴가 비가역적인 혈관 
기능 상실로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Rg3에 의한 혈관 독성 기전의 핵심
임을 시사한다. 
 RhoA는 actin microfilament의 polymerization에 기여하며 actin 
assembly를 조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Takai et al., 2001). 또
한 RhoA의 활성화는 ROCK을 통해 MYPT1과 CPI-17를 인산화시킴으
로써 MLC phosphatase를 억제하며 수축에도 영향을 끼친다 (de Godoy 
& Rattan, 2011; Reho et al., 2014). Kang et al은 혈관 평활근의 수축 
기능을 조절하는 RhoA의 활성억제가 비가역적인 혈관 독성을 일으킨다
고 보고하였다 (Kang et al., 2014). 본 연구에서도 평활근 세포에서 Rg3
가 RhoA 활성 저해를 매개로 actin 붕괴를 유발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한편, 암세포에서도 RhoA는 actin과 관련하여 암세포의 증식 및 전이를 
담당한다 (Parri & Chiarugi, 2010; Vega & Ridley, 2008). 이를 positive
하게 조절하는 Rho GDP dissociation inhibitor (GDI)도 정상세포보다 
암세포에서 높은 수준으로 관찰되는데 (H. Wang et al., 2014), 실제 항
암효과를 가진 Histone Deacetylase Inhibitor (HDACi)의 경우에도 암세
포에서 RhoA의 활성 저해를 매개로 F-actin이 감소하여 apoptosis를 일
으킨다고 보고되었다 (Y. A. Tang et al., 2010). 마찬가지로 Rg3에 의해 
암세포에서 Rho GDI가 저해된다는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보아 (S. Y. 
Lee et al., 2009), RhoA 활성 저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RhoA 활성 저해
를 매개로 한 actin의 손상이 Rg3 항암기전 및 혈관 독성 기전의 중추적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Rg3는 HepG2 cell과 동일 origin인 정상 간세포의 세포 생존율에는 영
향을 끼치지 않아 부작용 없는 항암물질로서 각광받는다 (Cheong et al., 
2015). 그러나 암세포와 같이 actin이 구조 및 기능적으로 중요한 혈관 
평활근 세포에서 Rg3의 독성이 나타났다. 이는 세포골격의 손상이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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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핵심 기능을 상실했을 때 apoptosis로 유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따라서 actin targeting 약물들의 정상 근세포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을 줄이기 위해서는, 암세포 특이적인 actin의 구별법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ABPs 구성에 따라 actin은 기능적 다양성을 가지는데, 그 중에서
도 tropomyosin (Tm) isoforms의 차별성이 향후 항암제 개발 분야에 활
용되고 있다 (Gunning, Schevzov, Kee, & Hardeman, 2005). 암세포에서 
특이적으로 발달한 Tm5NM1/2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TR100은 actin 
붕괴를 일으키면서 apoptosis를 유도하지만, 심근세포의 수축 능력 손상
을 유발하지는 않았으며 in vivo에서도 심장, 간 독성 또한 나타나지 않
았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Rg3와 같이 포괄적인 actin 붕괴를 일
으키는 cytochalasin D는 수축 기능 손상을 유발하였다 (Stehn et al., 
2013). 이처럼 효과적인 actin의 선택적 붕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
능적으로 세포골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상 세포에서의 심각한 부작
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정상 혈관 평활근 세포에서 Rg3에 의한 
actin 붕괴는 수축 기능 손상이 apoptosis로 이어지는 작용을 하였다. 또
한 Rg3의 항암효과 또한 actin을 매개로 함을 밝혔다. 종합해보면, Rg3
는 세포골격 붕괴를 통한 apoptosis라는 동일한 기전을 공유함으로써, 암
세포에서는 항암효과를 보이는 반면 정상 혈관 세포에서는 독성을 일으
킨다. 이는 포괄적으로 세포골격을 붕괴함으로써 항암효과를 지닌 물질
들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정상세포에서의 부작용 및 독성 기전을 제시
한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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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inseng, which is well-known as one of herbal medicines and widely 
applied in various food and therapeutic agents, is now in a wide 
range of study. Previous studies have shown a broad variety of 
biochemical, biological and physiological effects of ginseng. 
Ginsenoside Rg3 (Rg3), an active ingredient of ginseng, is to be the 
focus of future anticancer drugs. Although Rg3 has outstanding 
anticancer effects on various cancer cells, however, the mechanism of 
anticancer remained unclear. Additionally, recent studies have reported 
that ginsenoside Rg3 has a potent vessel relaxing effect, and thus, 
Rg3-induced irreversible contractile dysfunction in vascular smooth 
muscle leads to apoptosis which results in vascular toxicity. In this 
study, therefore, we clarified the mechanism of anticancer effect by 
Rg3, and suggested the toxic mechanism of Rg3 on normal vascular 
smooth muscle cells. 
 Actin is to be a new target in recent anticancer studies, as it plays 
key roles in cancer cell proliferation. In addition, actin is attributed to 
contractile function on vascular smooth muscles. In this study, 
Rg3-induced apoptosis was discovered in primary smooth muscle 
cells through activation of caspase-3. Also, phosphorylation of myosin 
light chain by agonist was significantly inhibited. Through 
confirmation of these two events in a time-dependent manner, 
contractile dysfunction was observed prior to apoptosis.
 To investigate the exact mechanism, disruption of actin via 
suppression of RhoA activity caused by Rg3 was detected. It 
triggered translocation of pro-apoptotic Bmf from acti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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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ochondria, which corresponded well with the dissipation of 
mitochondria membrane potential. A series of process induced by Rg3 
was all rescued by an actin stabilization agent, indicating that 
disruption of actin ultimately results in apoptosis. It was also in 
cancer cells that Rg3-induced actin disruption and apoptosis were 
confirmed. And Rg3 induced apoptosis was rescued by an actin 
stabilization agent, suggesting that damages of the actin integrity lie 
at the center of the anticancer effect of Rg3.
 In the present study, we established that Rg3 induced apoptosis in 
primary VSMCs via disruption of actin integrity, which could explain 
the contractile dysfunction. Additionally, it was demonstrated that Rg3 
has anticancer effects sharing the same mechanism, indicating the 
potential toxicity of actin targeting drugs like Rg3 in normal cells. 
 
 Key words: Vascular smooth muscle cell, Ginsenoside Rg3, Actin 
cytoskeleton, Contractile dysfunction, apop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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