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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참당귀(Angelica gigas Nakai)는 미나리과(Apiaceae)에 속

하는 다년생 식물로서 우리나라에 자생하며, 서늘한 기후를 좋

아한다. 현재 국내 참당귀 재배지는 강원 평창, 충북 제천, 경북 

봉화 등 해발 300-700 m의 산간 고랭지이다(Yu et al., 2004). 

농림축산식품부 특용작물 생산물 실적 조사 기준에 의하면 참

당귀의 전국 재배면적은 2012년 625 ㏊, 2015년 514 ㏊, 2018년 

457 ㏊로 점점 줄고 있는 추세이며, 생산량도 2012년 1,857 톤, 

2015년 1,371 톤, 2018년 1,135 톤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MAFRA, 2019). 

당귀는 뿌리를 이용하는 한약재로 한방에서는 보혈약(補血

藥)으로 사용되어 왔으며(Sung et al., 2004), 간보호, 당뇨합병

증 개선, 신경 보호, 전립선암, 폐암, 미백, 항균, 항산화 등의 

효능이 알려져 있다(Bae et al., 2016; Kang et al., 2003; Kim 

et al., 2008; Kim et al., 2014; Kim et al., 2016; Lee et al., 

2003; Park et al., 2011; Yim et al., 2005; Yoon et al., 2011). 

그러나 당귀는 나라마다 약전에 등재된 식물의 기원이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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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ngelica gigas Nakai (AGN) is a perennial plant belonging to the family Apiaceae. Its root has been utilized as 

a traditional medicine especially in Korea.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potential use of extracts from AGN root 

parts as a cosmetic material. The dried AGN roots are divided into body (B), thick root (TkR), medium root(MR) and thin 

root (TnR) according to their diameter before cutting into medicine. B, TkR and MR of AGN are combined and used as 

medicinal herbs (MH). The extracts from AGN each root part (B, TkR, MR, TnR, MH) were used to test the effect on cell 

viability using MTS assay and to examine inhibitory effect on melanin accumulation in B16F10 melanoma cells. All 

extracts (50 - 200 ㎍/mL) from the each root part did not affect the cell viability. And inhibitory effect of all root extracts 

(200 ㎍/mL) on melanin accumulation was 12-19%. Especially, TnR showed similar inhibitory effect on melanin 

accumulation to MH. In addition, DPPH and ABTS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ere higher in the TnR extract 

compared to MH. This study showed that the TnR extract exhibit high inhibitory effect on melanin accumulation and 

antioxidant activity compared to MH, suggesting that TnR extract has potential as a cosmetic ingre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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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중국약전은 A. sinensis(중국당귀), 일본약전은 A. acutiloba 

(일당귀), 우리나라 약전에는 A. gigas (참당귀)로 규정하고 있

다(Lee et al., 2017). 현재 국내에서는 참당귀와 일당귀만 재배

되고 있으며, 중국당귀는 재배되고 있지 않다(Kim et al., 2018).

부산물을 이용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축

의 사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Kim et al., 2002; Park et 

al., 2007; Yoo et al., 2004),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이용하려는 

연구(Ju et al., 2015; Lee et al., 2014; Park and Lee, 2015), 

화장품 원료로 이용하려는 연구(Jang et al., 2011; Kim et al., 

2010a) 등이 보고된 바 있다. 특히, 화장품은 기능이 첨가된 화

장품(Pharmaceuticals)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추세이며(Baik et al., 2017), 다양한 식

물 소재에서 항산화, 미백, 주름개선 등의 기능성 효능이 보고

된 바 있다(Baik et al., 2017; Kim et al., 2010b; Lee and Park, 

2011; Lee, 2019). 

당귀에서도 부산물을 가축 사료 및 건강기능성 원료로 이용

하기 위한 연구는 보고된 바 있으나(Lee et al., 2019a; Lee et 

al., 2019b),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는 미미

한 실정이다. 특히, 참당귀 세미의 경우 건조 후 뿌리 굵기에 따

라 분류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며, 전체 중량의 약 15%정

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Lee et al., 2019b). 또한, 

세미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 지표성분인 decursin과 decursinol 

angelate의 총합이 8% 정도로 약재의 6.5%보다 높아 인삼의 미

근 부산물처럼 건강기능성 식품의 원료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Lee et al., 2019b). 따라서 본 연구는 당귀 가공 

시에 부산물로 버려지고 있는 세미에서 미백 및 항산화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당귀 부산물의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추출물 제조

본 실험재료는 제천 송학영농조합 법인에서 가공에 이용하

는 참당귀 시료를 이용하였다. 대조구로 사용된 참당귀 약재 또

한 제천 송학영농조합 법인에서 가공 후 판매되는 절편 한약재

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참당귀의 정식 시기는 2019년 3월 상

순이었고, 재식방법은 외줄로 이랑 33 ㎝, 고랑 40 ㎝, 재식거리 

35 ㎝로 하였으며, 10월 하순에 채취하였다. 채취된 시료는 수

세 후 1차 건조한 다음 자동분류기를 통해 선별하였으며, 본 실

험은 선별된 시료와 참당귀 한약재를 동결 건조하여 균일하게 

분쇄하여 사용하였다. 분쇄된 당귀 5 g에 70% 에탄올을 10배 가

한 후(1/10, w/v), 24시간 상온 추출하여 얻어진 추출물을 회전

감압농축기를 이용하여 농축시킨 후 얻어진 분말을 100% 

DMSO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 녹여 세포에 

농도별 활성을 확인하였다.

Melanoma 세포배양 

B16F10 melanoma 세포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A,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배지는 1% 

penicillin/streptomycin과 10% fetal bovine serum이 포함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Gibco, Grand Island, 

NY, USA)을 사용하였으며, 37℃, 5% CO2 조건하에서 배양하였다.

Melanoma 세포 생존율 

96-well plate에 B16F10 melanoma 세포를 1 × 104 cells/ 

well씩 분주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추출물을 농도별(25, 50, 

100, 200 ㎍/mL)로 각각 처리한 다음, 3-isobutyl-1-methyl-

xanthine (IBMX;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을 100 

μM 처리하였다. 48시간 후 3-(4,5-dimethylthiazol-2-yl)- 

5-(3-carboxymethoxyphenyl)-2-(4-sulfophenyl)-2H-tet

razolium (MTS; Promega, Madison, WI, USA) assay를 수행하

여 multimode microplate reader (Biotek Inc., Winooski, VT, 

USA)로 490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추출물을 처리하지 

않은 B16F10 melanoma 세포를 대조군으로 하여 세포 생존율을 

계산하였다.

Melanin 함량 측정 

멜라닌 함량 측정은 Hosoi et al. (1985)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B16F10 세포를 6-well plate에 1.0 × 105 cell/well

로 분주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부위별 추출물을 200 ㎍/mL 농

도로 처리한 다음, IBMX를 100 μM 처리하였다. 48시간 후 

Dulbecco’s phosphate-buffered saline (Gibco)로 세포를 회수

하고 1N sodium hydroxide (NaOH)로 90℃에서 1시간 동안 가

열하여 세포를 용해하였다. Multimode microplate reader로 

405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함량을 계산하였다. 또한 저해

율은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였다.

Inhibition% =
ControlIBMX – SampleIBMX

× 100
ControlIB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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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IBMX: B16F10 세포에 IBMX 100 μM 처리하였을 

때의 흡광도 값

SampleIBMX: B16F10 세포에 IBMX 100 μM와 추출물을 

함께 첨가했을 때의 흡광도 값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은 Lee et al. (2015)의 방법을 이

용하였다. 100 mM의 DPPH (2,2-Diphenyl-1-picryl hydrazyl) 

메탄올 용액을 제조한 후, 여과하여 사용하였다. 시료는 농도별

로 제조한 후(100, 200, 500, 700, 1,000 ㎍/mL), 시료 40 μL에 

DPPH solution 160 μL을 첨가한 후 23℃ 암실에서 30분간 반응

시킨 후 517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 radical 소거능

은 DPPH radical을 50% 감소시키는 농도인 IC50 (㎍/mL)값으로 

표현하였으며,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였다.

Inhibition% =
ControlAbs - (SampleAbs – Sample blankAbs)

× 100
ControlAbs

SampleAbs: 추출물을 넣었을 때의 흡광도 값

Sample blankAbs: 추출물대신 동량의 증류수를 첨가했을 

때의 흡광도 값 

ABTS radical 소거능 측정

ABTS radical 소거능 측정은 Lee et al. (2015)의 방법을 이용

하였다. 7 mM의 2,2-azino-bis (3-ethylbenthiazoline-6- 

sulfonic acid)와 2.45 mM potassium persulpate를 최종 농도

로 혼합하여 실온인 암실에 12시간 이상 방치하여 ABTS를 형성 

시킨 후 734 ㎚에서 흡광도 값이 0.7 ㎚가 되도록 희석하였다. 

희석된 ABTS solution 180 μL에 시료 20 μL을 첨가한 후 30분간 

반응시킨 다음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BTS radical 소거능은 

ABTS radical을 50% 감소시키는 농도인 IC50 (㎍/mL)값으로 표

현하였으며,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였다.

Inhibition% =
ControlAbs - (SampleAbs – Sample blankAbs)

× 100
ControlAbs

SampleAbs: 추출물을 넣었을 때의 흡광도 값

Sample blankAbs: 추출물대신 동량의 증류수를 첨가했을 

때의 흡광도 값

통계분석

실험결과는 SAS Enterprise Guide 4.2 (Statistical analysis 

system, 2009, Cray, NC, USA)로 분석하였고, 3반복한 결과 값

을 평균치 ± 표준편차(means ± SD)로 나타내었다. 시료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MRT)로 유

의수준 5% (p < 0.05)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당귀 뿌리 부위별 세포 생존율

참당귀 뿌리의 분류는 기존 Lee et al. (2019b)의 연구를 바탕

으로 자동분류기를 이용하였으며, 뿌리 굵기에 따라 신, 대미, 

중미, 세미의 4부위로 분류하였다. 

참당귀 뿌리 부위별 추출물이 B16F10 melanoma 세포에서 

독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출물을 각각 농도별(25, 50, 

100, 200 ㎍/mL)로 처리하고, 48시간 후 MTS assay를 수행하

였다(Fig. 1). 추출물의 처리 농도에 따른 B16F10 melanoma 세

포의 생존율은 대미에서 103 ~ 109%, 중미에서 106 ~ 108%, 세

미에서 104 ~ 110%, 신에서 98 ~ 106%, 그리고 대조구로 쓰인 

약재에서 97 ~ 111%로 나타나 유의적인 세포독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후의 실험은 200 ㎍/mL 농도로 진행하였다.

 

당귀 뿌리 부위별 melanin 생성 억제효과

참당귀 뿌리 부위별 추출물의 melanin 생성 억제효과를 확인

하기 위해 B16F10에 부위별 추출물(200 ㎍/mL)과 IBMX (100 

μM)를 처리하여 세포 내 멜라닌 함량 변화를 측정하였다(Fig. 2). 

뿌리 부위별 melanin 생성 억제효과는 12 ~ 19%로 나타났으며

(Table 1), 세미는 약재와 비슷한 melanin 생성 억제효과를 보

였다. 

당귀 뿌리 부위별 항산화 활성

참당귀 뿌리 부위별 항산화 활성은 DPPH와 ABTS radical 소

거능을 측정하여 검정하였다. DPPH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DPPH radical 소거능이 

50%에 달하는 IC50 값은 신 552.9 ± 13.0 ㎍/mL > 세미 677.9 

± 30.5 ㎍/mL > 중미 754.4 ± 10.1 ㎍/mL > 대미857.4 ± 50.4 

㎍/mL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과 세미의 IC50 값은 대조군으로 

이용된 약재의 728.0 ± 42.4 ㎍/mL보다 낮은 값을 보여 항산화 

활성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중미와 대미의 IC50 값은 약

재보다 높은 값을 보여 항산화 활성이 약재보다 떨어짐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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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ABTS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

낸 바와 같다. ABTS radical 소거능이 50%에 달하는 IC50 값은 

세미 114.9 ± 0.1 ㎍/mL > 신 140.3 ± 6.7 ㎍/mL > 중미 161.7 

± 3.4 ㎍/mL > 대미 209.0 ± 3.8 ㎍/mL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미를 제외한 세미, 신, 중미의 IC50 값은 대조군으로 이용된 

약재의 173.6 ± 1.3 ㎍/mL보다 낮은 값을 보여 항산화 활성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항산화 활성 측정 결과, 약재로 사

용되는 신, 대미, 중미의 부위별 항산화 활성은 측정 방법에 상

관없이 신 > 중미 > 대미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산물인 세미의 

경우 측정 방법에 상관없이 중미, 대미, 그리고 대조군으로 쓰

인 약재보다 항산화 활성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당귀 추출물의 세포 생존율의 경우 추출방법에 따라 다르게 

보고된 바 있다. 열수 추출물의 경우 50 ㎍/mL 농도에서는 

100%, 1,000 ㎍/mL의 고농도에서는 70% 이상의 생존율을 보인

다는 보고가 있으며(Lee and Lee, 2013), 초고압 공정에 의한 

추출물의 경우 1,000 ㎍/mL의 고농도에서 76.51%의 생존율을 

Fig. 1. Cell viability of Angelica gigas extracts on B16F10 melanoma cells. (A): thick root extract, (B): thin root extract, (C): medium 

root extract, (D): root body extract, (E): medicinal herb extract. Cell viability was examined using MTS assay. Each experiment was 

conducted in triplicates, and the results are means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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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는 보고가 있었다(Kim et al., 2008). 본 실험은 70%의 

주정을 사용하여 추출물을 제조하였는데, 25 ~ 200 ㎍/mL의 

농도에서 98 ~ 109%의 생존율을 보여 세포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귀 추출물의 melanin 생성 억제효과의 경우 초고압 

처리 추출물의 경우 최적조건에서 18%의 melanin 생성 억제효

과를 보인다고 하였는데(Kim et al., 2008), 본 실험의 경우에도 

추출방법은 다르지만 비슷한 억제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대조

군으로 쓰인 약재와 세미의 melanin 생성 억제효과도 비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부산물인 세미의 미백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참당귀 약재의 경우 이미 항산화활성, 미백효과 등이 보고되

어 있으며(Kim et al., 2008; Lee et al., 2003; Lee and Lee, 

2013), 실제로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본 실험

결과 부산물인 세미는 약재보다 높은 항산화 활성과 약재와 비

슷한 melanin 생성 억제효과가 있음이 나타나 기능성 화장품 원

료로서의 이용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세미는 전체 생산량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높고(Lee et al., 

2019b), 현재 점점 줄고 있는 참당귀의 생산량을 고려해 볼 때, 

세미가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이용될 시에 농가 소득향상과 참

당귀 수급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able 1. Inhibitory effect on the melanogenesis of Angelica gigas root parts

　 MH B TkR MR TnR

Inhibition rate (%) 17 ± 1.1az 19 ± 3.4a 12 ± 1.5b 17 ± 1.7a 15 ± 1.2a

Values indicate means ± SD. 
z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 a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MRT). MH, B, TkR, MR, 

TnR indicates medicinal herbs, body, thick root, medium root, thin root, respectively.

Table 2.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Angelica gigas root parts

　 MH B TkR MR TnR

IC50 (μg/mL) 728.0 ± 42.4bcz 552.9 ± 13.0a 857.4 ± 50.4d 754.4 ± 10.1c 677.9 ± 30.5b

Values indicate means ± SD. 
z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 a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MRT). MH, B, TkR, MR, 

TnR indicates medicinal herbs, body, thick root, medium root, thin root, respectively.

Table 3. ABTS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Angelica gigas root parts

　 MH B TkR MR TnR

IC50 (μg/mL) 173.6 ± 1.3dz 140.3 ± 6.7b 209.0 ± 3.8e 161.7 ± 3.4c 114.9 ± 0.1a

Values indicate means ± SD. 
z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 a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MRT). MH, B, TkR, MR, 

TnR indicates medicinal herbs, body, thick root, medium root, thin root, respectively. 

Fig. 2. Inhibitory effect of Angelica gigas extracts on melanin 

accumulation in B16F10 melanoma cells. B16F10 melanoma 

cells were treated with IBMX (100 μM) and root extracts of 

200 ㎍/mL for 48hours. TkR, TnR, MR, B, MH indicates thick 

root extract, thin root extract, medium root extract, body 

extract, medicinal herb extract, respectively. The results are 

means ± SD.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 a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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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

본 연구는 참당귀 가공 시에 버려지는 부산물인 세미를 기능

성 화장품 원료로 활용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수행하였

다. MTS assay 수행결과 70% 주정을 이용한 뿌리 부위별 추출물

의 경우 처리농도 25 ~ 200 ㎍/mL까지 세포독성이 없었다. 추출

물 200 ㎍/mL를 처리하였을 때의 melanin 생성 억제효과는 추

출 부위별로 12% ~ 19%로 나타났으며, 세미와 약재의 melanin 

생성 억제효과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DPPH radical 소거

능이 50%에 달하는 IC50 값은 세미 677.9 ± 30.5 ㎍/mL, 약재 

728.0 ± 42.4 ㎍/mL로 나타났고, ABTS radical 소거능이 50%

에 달하는 IC50 값은 세미 114.9 ± 0.1 ㎍/mL, 약재 173.6 ± 1.3 

㎍/mL으로 나타나 세미가 약재보다 항산화활성이 높게 나타났

다. 따라서 본 실험결과를 고려해 봤을 때, 부산물인 세미는 기능

성 화장품 원료로 이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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