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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 Danggui, one of the major herbs in Korean traditional medicine consists of three species: Angelica 
gigas of Korea, Angelica sinensis of China, and Angelica acutiloba of Japan. Despite its importance in Korean 
traditional medicine, recognition of the clinical differences between its three species is insufficien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present review is to suggest evidence in using Angelica gigas, Angelica sinensis, and 
Angelica acutiloba distinctively in clinic, by comparing their pharmacological effects and bioactive compounds. 
Methods: We searched articles published from 2000 to 2009 in Pubmed, EMbase, and RISS. The search keywords 
were “Angelica gigas”, “Angelica sinensis”, “Angelica acutiloba”, “dongquei”, “toki”, “Angelicae Radix”, 
“Archangelica officinalis Hoffm.”, “Garden Angelica”, “Chinese angelica root”, “tangkuei”, and “danggui”. 861 
articles were searched. Among them, we selected 143 articles which met our inclusion criteria.
Results: This review summarizes active constituents, experimental studies, clinical studies, pharmacokinetics, side 
effects and toxicity, drug interaction, and industrial use of Angelica gigas, Angelica sinensis, and Angelica acutiloba.
Conclusions: While Angelica sinensis and Angelica acutiloba are relatively similar, Angelica gigas is quite different 
from the others in main active constituents and genetic form. The main experimental studies of Danggui are 
cardiovascular studies, central nervous system studies and anti-cancer activity. Even though there were cases in which 
the three species show similar pharmacological effects, the mechanism was not always shared. Therefore, 
distinguished use of Angelica gigas, Angelica sinensis and Angelica acutiloba is needed.

Key Words  : Angelica gigas, Angelica sinensis, Angelica acutiloba, z-ligustilide, n-butylidenephthalide, decursin, decursinol angelate

서 론

당귀는 미나리과(산형과; Umbelliferae)에 속한 

당귀의 다년생 본의 뿌리를 건조시킨 것으로 성미

는 감신온(甘辛溫)하다. 감미(甘味)는 보(補)하고 신

미(辛味)는 산(散)하며 온성(溫性)은 통기(通氣)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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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활 (補血活血), 행기지통(行己止痛)하는 효능

이 있고, 주로 심(心), 간(肝), 비(脾) 삼경(三經)에 

작용한다. 당귀는 모든 병(血病)의 요약으로 조경

(調經)에 양호한 효과가 있어 부인과 질환에 상용되

어 왔으며 산어소종(散 消腫)하여 외과질환에도 많

이 사용해왔다1,2).
당귀는 동의보감 처방 에 500회 이상, 방약합

편 처방 에 150회 이상 언 되어 감 , 생강과 함

께 최다 빈용 약물에 속하지만3) 한국, 국, 일본에

서 인정하고 있는 당귀의 기원은 한국(KP)의 경우 

Angelica gigas(참당귀), 국(CP)의 경우 A. sinensis, 
일본(JP)의 경우 A. acutiloba로 각각 다르다.

당귀의 기원 식물에 따라 보 (補血)에는 참당귀

보다 감(甘)한 국당귀나 일당귀를 사용하고 활

거어(活血祛 )에는 국당귀나 일당귀보다 고(苦)
한 참당귀를 쓰는4) 것으로 구분하자는 견해도 있으

나, 학계 반에서 공통 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못

하며, 이러한 경험  기미론(氣味論)에 따른 구분 외

에 기원에 따른 차별화된 운용을 한 객  근거

에 한 인식은 여 히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자들은 당귀의 기원 식물  기미(氣味)의 

차이에 따라 효능  주치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

이 합리 일 것으로 생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참당

귀, 국당귀, 일당귀의 주요 활성 성분과 약리  효

능  그 효능이 작용하는 기작에 하여 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을 상으로 각 연구의 주요 내용과 

범 를 분류하고 세 가지 기원의 당귀가 갖는 유사

과 차이 을 분석하여 기원에 따른 당귀의 차별화

된 운용에 한 기본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국내외 논문의 효율  검색을 해서 국외학술지

는 NCBI Pubmed(http://www.ncbi.nlm.nih.gov/sites/ 
entrez/)와 Embase(http://www.embase.com)의 검색

엔진을, 국내학술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

연구정보서비스(RISS, http://www.riss.kr)의 검색엔

진을 이용하 다. 검색 상 논문의 발행 기간은 

2000년 1월 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로 제한하

고, 이 기간 외의 논문은 연구자의 단에 따라 선

별하여 포함시켰으며, 검색어는 국외학술지 검색 시

에는 세 당귀의 학명인 “Angelica gigas”, “Angelica 
sinensis”, “Angelica acutiloba”와 “dongquei”, “danggui”, 
“toki”, “Angelicae Radix”, “Archangelica officinalis 
Hoffm.”, “Garden Angelica”, “Chinese angelica root”, 
“tangkuei”를 사용하 고, 국내학술지 검색 시에는 

학명과 “당귀”를 사용하 다.
검색된 총 861편의 논문  주제에 합한 논문

을 선별하고 소주제별로 분류하 고 어와 한국어

로 쓰인 논문을 선택하 으며, 당귀 혹은 당귀 추출

물만을 단독으로 실험하지 않고 다른 약재 혹은 다

른 약재 추출물과 혼용하여 사용한 논문은 제외하

다. 당귀 추출물의 용매를 명시하지 않은 논문은 원

칙 으로 배제하되 연구 결과의 요도를 고려하여 

연구자의 단에 따라 일부 포함시켰다.
와 같은 선별 과정을 통해 총 143편의 논문이 

본 연구의 상 논문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

로 당귀의 특성에 한 분석을 시행하 다. 성분 연

구 논문을 제외한 실험 논문들을 실험 상별로 살

펴보면 참당귀의 경우 추출물(extract) 련 논문이 

16편, 주요 유효 성분인 decursin과 그의 이성질체인 

decursinol angelate 련 논문이 27편, 기타 성분과 

다당류(Angelica gigas peptic polysaccharide, angelan) 
련 논문이 17편이었다. 국당귀의 경우 추출물 

련 논문이 33편, 주요 유효성분인 z-ligustilide, 
n-butylidenephthalide, ferulic acid 련 논문이 각각 

14, 6, 5편이었고 기타 성분과 국당귀의 다당류 

성분(Angelica sinensis polysaccaride, AP) 련 논

문이 29편이었다. 일당귀의 경우는 검색 결과 체 

연구 수가 6편으로 매우 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귀의 약리 작용을 체계 으로 분석하기 하여 

검색된 논문을 읽고 유효성분(active constituents), 
실험연구(experimental studies), 임상연구(clinical 
studies), 약동학(pharmacokinetics), 약물상호작용

(drug interaction), 부작용과 독성(side effects and 
toxicity)  당귀의 산업  이용(industrial use)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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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하고 정리하 다.

결 과

 1. Active Constituents

1.1. 참당귀

참당귀의 주성분은 지용성 물질인 coumarin과 수

용성 물질인 polysaccharide이며, coumarin에는 decursin, 
decursinol angelate, umbelliferone, nodakenin, peucedanone, 
marmesin, demethylsuberosin, isoimperatorin 등이 

포함되는데5) 그  주요 활성 성분은 decursin과 

decursinol angelate로 이들은 측쇄인 

의 구조가 서로 다른 이성질체이다6,7). 이 밖에 휘발

성 방향 성분으로 nonane, α-pinene, camphene, 
2-methyloctane, lomatin, 2-furanmethanol, seselin, 
guaiacol, butyrolactone 등이 분석되었다8,9).

1.2. 국당귀

국당귀의 주성분은 정유(essential oil), 유기산

(organic acid) 화합물, polysaccharide 등으로 나뉘

며 주요 활성 물질은 성정유인 z-ligustilide(3- 
butylidene-4,5-dihydrophthalide), butylidene phthalide
와 유기산인 ferulic acid 등이다10).

정유 성분에는 z-ligustilide가 가장 많고, n- 
butylidene phthalide가 그 다음으로 많으며11) senkyunolide 
A도 분리된 바 있다12). 한 정유로부터 항산화성분

인 coniferyl ferulate가 발견되었고13), 그 밖에 휘발

성 방향 성분으로 hexadecanoic acid, β-ocimene, α- 
pinene, undecane, nonane, alloocimene, furfural, 
campene, 4-pyridinol, butylphthalide, guaiacol, 2- 
furanmethanol, 2-methoxy-4-vinylphenol, 1-phenyl 
-1-pentanone, butyrolactone, γ-sitosterol, 2-acetylpyrrole, 
maltol, 9,12-octadecanoicacid, stigmasterol, 2-cyclopenten- 
1-one 등이 분석되었다8,9).

1.3. 일당귀

일당귀의 성분은 국당귀와 체 으로 유사하

여 z-ligustilide, n-butylidenephthalide, ferulic acid, 

polysccharide 등을 함유하고 있으나14,15) 그 외에도 

9,12-octadecanoic acid를 추가로 함유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16). 이 밖에 휘발성 방향 성분으로 

maltol, γ-sitosterol, β-myrcene, β-ocimene, o-cymene, 
β-phellandrene, 2-furanmethanol, 5-methylfurfural, 
squalene, 9,12-octadecanoicacid, butylphthalide, 
acetolacetate, 1-phenyl-1-pentanone, 2-cyclopenten-1-one, 
1-octadecanol, 4-octanone, hexadecanoic acid, γ- 
terpinene, 2-acetylpyrrole, guaiacol 등이 분석되었다8,9).

당귀의 성분에 한 연구는 재 활발히 진행되

고 있는 분야로서 표 인 유효 성분들은 이미 밝

져 있으나 HPLC, GC, NMR, IR 등의 방법을 통

해 보다 정 한 성분 분석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분석 방법, 추출 방법, 건조 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유효 성분의 종류와 함유량은 차이를 

보이나 주요 유효 성분에 해서는 연구마다 공통

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가장 표 인 유효성

분은 참당귀의 경우 decursin과 그의 이성질체인 

decursinol angelate이고, 국당귀와 일당귀의 경우 

z-ligustilide, n-butylidenephthalide  ferulic acid로 

각각의 함유량과 효능을 table 1에 비교하 다. 함유

량에 해서는 계속 연구가 진행 이고 추출법, 분
석방법, 당귀의 생육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시한 비율이 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함유량에 계없이 생리  활성에 따른 요도에 따

라 major, minor를 표시하 다. 당귀의 유효성분을 

비교한 결과 일당귀의 주요 유효성분이 국당귀와 

유사하고11,14,15), 유  유연 계에 있어서도 국

당귀와 일당귀가 참당귀보다 근연 계(近緣關係)에 

있다는17)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

당귀와 국당귀의 유연 계(有緣關系)가 참당귀보

다 가깝다는 제 하에 참당귀의 약리작용과 국당

귀의 약리작용을 주된 분석의 상으로 삼았다.
당귀의 약리작용은 각각 기원 식물의 추출물과 

유효성분을 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주로 사용된 

추출물은 크게 수용성 추출물과 지용성 추출물로 나

뉜다. 지용성 추출에는 에탄올, 메탄올, 에테르, 에
틸아세테이트, 클로로포름 등이 용매로 사용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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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components A. gigas A. sinensis A. acutiloba Major Effects

Decursin

major 
component

(5.613*)

minor 
component

(0.030*)

minor 
component

(0.013*) anti-coagulation effect20)

neuroprotective effect38,39)

acetylcholinesterase inhibition35,38)

anti-cancer effect6,52,54,62)

anti-inflammation effect84,85)

anti-bacterial effect111,112)

Decursinol angelate

major 
component

(8.679*)

minor 
component

(0.043*)

minor 
component

(0.023*)

Z-ligustilide

minor 
component

(0.030*)

major 
component

(0.720*)

major 
component

(0.145*)

vascular relaxation24)

anti-coagulation effect29)

neuroprotective effect41,44)

sedative effect48,50,51)

antei-cancer effect57)

anti-oxidative effect95)

N-butylidenephthalide

minor 
component

(0.020*)

major 
component

(0.105*)

major 
component

(0.037*)

sedative effect48,51)

anti-cancer effect56)

Ferulic acid

minor 
component

(0.12†)

major 
component

(0.34~0.42†)

major 
component

(0.13~0.14†) 

anti-coagulation effect30)

hypotensive effect21)

vascular relaxation22,23)

anti-CVA effect35)

anti-oxidative effect35)

* : Peak area ratio(%). by GC-MS. solvent, ethyl acetate146)

† : Peak area ratio(%). by GC-MS. Pressurized liquid extractions. solvent, methanol147)

Table 1. Active components of Angelica gigas, A. sinensis and A. acutiloba

(368)

며 각 당귀의 표  유효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수용성 추출물의 성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는 것은 다당류로 참당귀의 다당류는 angelan 
(Angelica gigas peptic polysaccharide), 국당귀의 

다당류는 AP(Angelica sinensis polysaccaride)라고 

통칭하는데, 이러한 다당류를 그 로 연구에 이용하

거나 혹은 HPLC로 다시 분리하여 이용한 연구들이 

있었다. 

2. Experimental Studies

2.1. Cardiovascular studies
당귀의 심 계 작용에 한 연구는 압강하, 

허 성 심질환 치료, 액응고 지연 등의 효능에 

한 것으로 나  수 있다18-20)(Table 2).
먼  압강하 작용과 련하여 참당귀는 정상

압의 rat에서 확장효과를 보 는데, 물 추출물은 

NO의 생산  방출을 진하는 한편 부탄올 추출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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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Methods Effects and Mechanisms

AGWE* in vitro: rat aorta vascular endothelial cells vascular relaxation effect18)

AGBE† in vitro: rat aorta vascular endothelial cells vascular relaxation effect18)

Ferulic acid in vivo: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s hypotensive effect21)

Sodium ferulate (SF) in vitro: human plasma vascular relaxation effect22,23)

Z-ligustilide in vitro: rat aortic ring reduce aortic tension24)

in vitro: rat plasma anti-aggregatory effect29)

ASME‡ in vitro: HUVEC§

in vivo: Zebrafish
angiogenic effect19)

ASWE∥ in vivo: mice model protect against doxorubicin-induced 
chronic cardiotoxicity28)

in vitro: HUVEC, CMEC¶

in vivo: myocardial infarction rats
ex vivo: CAM**

angiogenic effect26,27)

Decursin 
&

Decrusinol angelate
&

Nodakenin

in vitro: rat plasma anti-coagulation effect, anti-aggregatory effect20)

ASEE++ in vitro: HUVEC protective effect from injury induced by 
hyperlipidemic serum32)

* : Angelica gigas water extracts 
‡ : Angelica sinensis methanol extracts 
∥ : Angelica sinensis water extracts
** : chick embryo chorioallantoic membrane

† : Angelica gigas butanol extracts
§ :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s
¶ : Cardiac Microvascular Endothlial Cells
++ : Angelica sinensis ethanol extracts 

Table 2. Cardiovascular studies of Angelica gigas, A. sinensis and A. acutiloba

(369)

칼슘의 유입을 해하는 방식으로 그 기작에 있어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참당귀에서 추출된 ferulic 
acid의 경우 이러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나 참당귀에는 ferulic acid 외의 다른 물질이 

확장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고찰되었다18). 비록 

ferulic acid는 확장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고 압 rat에서 압강하효과를 보 는데 그 작용에

는 NO가 련된 것으로 추정되었고21) 그 밖에 사람

장을 이용한 실험에서 sodium ferulate는 수

축인자의 합성을 해함과 동시에22) 이완인자

의 합성을 증가시켰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23). 한편 

국당귀에서 추출한 z-ligustilide는 in vitro에서 용

량 의존 으로 을 이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in 
vivo에서는 rat에게 경구투여 시 압에 향이 없었

으며24) 참당귀, 국당귀, 일당귀의 물 추출물 각각

을 rat 흉 동맥(thoracic aorta)에 처리하여  확

장 효과를 비교한 결과 참당귀의  확장 효과가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나25) 참당귀의 압 강하 효

용성을 시사하 다.
허 성 심질환과 련된 연구에서는 국당귀가 

허 성 심근손상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

고되었는데 국당귀의 메탄올 추출물이 in vitro와 

in vivo 상에서 내피세포의 증식을 자극하여 

형성을 진하 고19), 국당귀의 물 추출물은 in 
vitro, in vivo, ex vivo상에서 이와 비슷한 효과를 보

으며26,27) 국당귀의 물 추출물은 in vivo에서 항

암제인 doxorubicin에 인한 rat의 심근 손상을 개선

하 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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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Methods Effects and Mechanisms

AGME* in vitro: Glu-treated rat cortical cells neuroprotective effect33,37,38)

in vivo: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rats neuroprotective effect39)

AGBE† in vitro: Glu-treated rat cortical cells neuroprotective effect36)

Decursin in vitro: Glu, NMDA-treated rat cortical cells neuroprotective effect39)

in vitro: Glu-treated rat cortical cells anti-oxidative effect38)

in vivo: mice acetylcholinesterase inhibition38)

Decursinol in vitro: Glu-treated rat cortical cells anti-oxidative effect38)

in vivo: β-amyloid peptide induced amnesia rats anti-amnesia effect42)

in vitro: AChE activity measurement acetylcholinesterase inhibition35)

ASEE‡ in vitro: β-amyloid peptide treated Neuro 2A cells neuroprotective effect34)

Z-Ligustilide in vivo: forebrain ischemia rats neuroprotective effect, anti-CVA effect41,44)

Ferulic acid in vivo: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rats anti-CVA effect, anti-oxidative effect35)

AGEE§ in vivo: β-amyloid peptide-induced amnesia rats anti-amnesia effect42)

ASME∥ in vivo: Scopolamine- and cycloheximide-induced amnesia rats anti-amnesia effect43)

AABE¶ in vivo: Scopolamine-induced impairment rats anti-amnesia effect45)

* : Angelica gigas methanol extracts
‡: Angelica sinensis ethanol extracts
∥: Angelica sinensis methanol extracts

†: Angelica gigas buthanol extracts
§ : Angelica gigas ethanol extracts
¶ : Angelica acutiloba buthanol extracts

Table 3. Neuroprotective effects of Angelica gigas, A. sinensis and A. acutiloba

(370)

한 참당귀와 국당귀의 성분은 액응고를 지

연하는 효과를 보 는데 참당귀에서 추출된 decursin, 
decursinol angelate, nodakenin 등은 arachidonic 
acid와 thromboxane A2의 유사체인 U46619으로 

소  응집을 유도한 rat에서 액응고를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냈으며20) 국당귀에서 추출된 z-ligustilide
는 ADP를 처리한 rat에서 ex vivo 상 소  응집을 

해하여  생성을 억제하 고29), ferulic acid도 

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30).
그 밖에 국당귀의 추출물은 죽상동맥경화 토끼

에서 청 성지방 농도를 감소시켜 액학  검사

상 죽상동맥경화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31), 
국당귀의 에탄올 추출물은 in vitro에서 고지질 청

으로 손상이 유도된 내피세포의 융모와 세포막

의 손상을 회복시켰다32).

2.2. Central nervous system studies
2.2.1. Neuroprotective activity
뇌신경학  연구와 련하여 당귀는 신경 독성에 

한 보호 효과와 기억력 개선 효과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3-35)(Table 3).
먼  신경 독성에 한 보호 효과와 련하여, 참

당귀의 경우 메탄올 추출물과 부탄올 추출물이 허

성 뇌손상시 흥분성 신경독성을 일으키는 glutamate
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뇌를 보호하 다33,36,37,38). 특히 
부탄올 추출물  marmesinin, nodakenin, columbianetin- 
O-β-D-glucopyranoside의 세 성분이 신경독성 보호

효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신경보호활성에는 

친유성과 더불어 dihydropyran, dihydrofuran, coumarin 
C-6 furan ring 등의 isoprenyl group의 cyclization 
반응이 요한 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 졌다36). 그
리고 참당귀의 메탄올 추출물과 decursin은 NM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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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수용체를 경유하여 진행되는 세포손상과정을 차단

함으로써 흥분성 신경독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39).
한편 국당귀의 에탄올 추출물은 알츠하이머 치

매의 주요 원인 물질인 β-amyloid peptide로 유도된 

신경독성에 하여 in vitro에서 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4). 국당귀의 성분  coumaric 
acid, nicotinic acid는 신경독성 방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ferulic acid, phthalic acids는 신경독성 

방 효과를 보 으나 체 추출물의 효능에 미치지 

못하 다34). 한 국당귀의 주성분인 z-ligustilide
와 ferulic acid는 허 로 인한 뇌조직의 손상을 보호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z-ligustilide의 경우 항산

화 작용이 주된 기작으로 제시되었고40,41), ferulic 
acid는 항산화 작용과 동시에 면역 반응으로 인한 

뇌장벽(blood-brain barrier)의 손상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5).
기억력 개선과 련된 연구에서는 참당귀의 

coumarin 성분이 기억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특히 decursin, nodakenin은 

in vitro에서 acetylcholinesterase 해 효능을 보

고 in vivo에서는 rat의 기억력 개선 효과를 보 으

나35,38) decursin, nodakenin의 공통 인 사체인 

decursinol은 in vitro에서는 acetylcholinesterase 
해 효능을 보 음에도 불구하고 in vivo에서는 rat의 

기억력 개선 효과를 나타내지 않아 이에 한 연구

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33). 한편 참당귀의 에탄

올 추출물과 decursinol은 β-amyloid peptide로 기억

력 손상이 유도된 rat을 회복시켰는데 에탄올 추출

물이 더 뛰어난 효과를 보 다42). 그 밖에 국당귀

의 메탄올 추출물은 다양한 약물에 의해 유도된 건

망증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 는데, 특히 메탄올 

추출물의 n-hexane fraction이 건망증 치료에 활성

이 있는 부분으로 추정되었으며43), z-ligustilide는 

acetylcholinesterase를 해함으로써 기억력 개선 효

과를 보 다44). 한 일당귀를 butanol, methanol, 
hexane, 물 층으로 분리하여 기억력 개선 효능을 살

펴본 결과 butanol 층과 그 성분인 N-methyl-β- 

carboline-3-carboxamide, 아민류가 in vivo에서 진경

제인 scopolamine에 의한 기억 장애 개선 효능을 보

다45).

2.2.2. Sedative activity
당귀는 진정과 안정의 측면에서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었다46,47,48). 먼  참당귀의 경우 메탄올 추출

물은 CNS에 작용하여 통각 완화 효과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고46), 그  decursinol은 supraspinal 
cyclooxygenase 조 과 련하여 통각 완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며49) 그 밖에 참당귀의 정

유성분이 니코틴으로 유도된 행동과 신경 달물질 

감작(neurochemical sensitization)을 해하는 것으

로 나타나 니코틴 독과 뇌 측좌핵에서의 도 민 

방출 조 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었다47).
국당귀는 쥐의 행동 연구 결과 진정효과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z-ligustilide에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Z-ligustilide는 rat의 불안

완화 효과를 보이며 공격  행동을 이고 사회  

상호 계를 진하 다48,50,51). 그리고 z-ligustilide
가 n-butylidenephthalide와 함께 mouse의 수면을 정

상화 시켰다는 연구가 있었는데 이는 이 두 성분이 

GABAα receptor에 부분 으로 여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48,52).

2.3. Anti-cancer activity
당귀의 항암 작용에 한 연구는 참당귀의 경우 

주요성분인 decursin과 decursinol angelate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53-55), 국당귀는 여러 성분에 

한 연구가 보고되었다56-58)(Table 4).
참당귀의 decursin과 decursinol angelate는 육종

(S180), 액암(K562, U937), 립선암(DU145, PC-3, 
LNCap), 흑색종(B16F10) 등의 다양한 암세포주에 

한 억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련된 몇 가지 기작이 밝 졌다53-55). 표  기작

은 decursin과 decursinol angelate가 다양한 세포의 

분열과 분화에 공통 으로 여하는 protein kinase 
C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다양한 암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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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Methods Effects and Mechanisms

Decursin 
&

Decrusinol 
angelate

in vivo: S180 cell implantation to mice anti-cancer effect62) 

in vitro anti-cancer effect53,54)

in vitro: DU145, PC-3, LNCap cells anti-cancer effect6)

in vitro: LNCaP cells anti-androgen receptor effect55)

in vitro: HEK293, PC-3, Wnt3a-secreting L cells attenuation of Wnt/β-catenin pathway16)

Angelan* in vivo: melanoma cell B16F10 implantation to mice suppression of angiogenesis63)

ASCE† in vitro: GBM 8401 cells
in vivo: DBTRG-05MG와 RG2 cell injection to mice, 
rats

anti-cancer effect66)

in vitro: GBM 8401 cells
in vivo: injection to nude mice

anti-cancer effect65)

ASAE‡ in vitro: A549, HT29, DBTRG-05MG, J5 cells anti-cancer effect64)

N-butylidenep
hthalide

in vitro: DBRTG-05M, RG2 cells
in vivo: DBRTG-05M, RG2 cells implantation to rats

anti-cancer effect56)

in vitro: HepG2, J5 cells a nuclear receptor Nur77 activation67)

Z-ligustilide in vitro: L1210, K562 cells anti-cancer effect57)

AP§ in vitro: K562 cells anti-cancer effect58)

in vitro: S180, L1210 cells, human hepatocellular 
carcinoma cells, Ehrlich ascitic cancer cells 
implantation to mice

anti-cancer effect and supperssion of metastasis68)

in vivo: S180 cells implantation to mouse thymus and 
spleen

anti-cancer effect of APS-2a70)

in vivo: S180 cells implantation to mice. different anti-cancer effect of APS-3a,  APS-3b, APS-3c69)

* : Angelica gigas peptic polysaccharide
‡: Angelica sinensis acetone extracts

†: Angelica sinensis chloroform extracts
§ : Angelica sinensis polysaccharide

Table 4. Anti-cancer effects of Angelica gigas, A. sinensis and A. acutiloba

(372)

주에 한 억제 효과를 갖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며53,54), 
특별히 립선암에 해서는 androgen receptor의 

작용을 억제하거나6,55) Wnt/β-catenin pathway를 방

해하는 것으로 밝 졌다16). 그 밖에 decursin과 

decursinol angelate가 in vitro와 in vivo에서 VEGF
에 의한  형성을 억제하는 등 암의 이 억제에

도 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9,60).
Decursin 구조와 련된 연구에서 coumarin기에 

결합한 측쇄 구조에 따라 protein kinase C의 활성화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를 -로 치환한 decursinol의 경우 항암 효과를 

나타내지 않아 decursin과 decursinol angelate의 항

암 작용에는 coumarin 구조와 

기가 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6,55,61).
이와 같이 다수의 실험 논문에서 decursin과 

decursinol angelate의 항암 작용이 밝 졌는데, 
2009년 Lee 등의 실험에 따르면 에탄올 추출물이 

decursin과 decursinol angelate보다 더 강한 항암활

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에탄올 추출물 속에는 항

암 작용에 여하는 다른 성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

되었다62). 그리고 참당귀의 수용성 추출물  다당

류 성분인 angelan도 in vivo에서 melanoma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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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Methods Effects and Mechanisms

Angelan* in vitro: total splenocyte of BALB/c mice direct activation of B cell, macrophage72)

in vitro: RAW 264.7 cells iNOS activation73,74,75)

in vitro: dendrite cell of C57BL/6, BALB/c, 
C3H/HeN, C3H/HeJ mice

activaition of TLR4 and maturation of dendrite cell76)

in vivo: Non-obese diabetic (NOD) mice suppression of autoimmune diabetes mellitus77)

AP‡ in vitro:  total splenocyte of BALB/c mouse, 
RAW 264.7 cells

direct activation of T cell71)

ASWE§ in vitro: RAW 264.7 cells suppression of HMGB1∥ and delayed systemic immune 
response79)

* : Angelica gigas peptic polysaccharide
‡: Angelica sinensis polysaccharide
∥: High-mobility group protein B1

†: Matrix metallopeptidase 9 
§ : Angelica sinensis water extracts

Table 5. Immunological studies of Angelica gigas, A. sinensis and A. acutiloba

(373)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3).
국당귀는 육종(S180), 립선암(DU145, PC-3), 

뇌종양(DBTRG-05MG, RG2, GBM 8401), 상피세

포암(HHCC, A549, HT29, EAC), 장암(HepG2) 
등의 암세포주에 한 억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56-58,64-66). 국당귀의 아세톤 추출물과 국당

귀의 클로로포름 추출물은 in vitro와 in vivo에서 상

피세포암, 장암, 뇌종양 등의 암에 하여 항암 효

과를 보 다64-66). 특히 국당귀의 클로로포름 추출

물  n-butylidenephthalide가 뇌종양에 하여 항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 졌는데56), 그 기작은 여러 

암세포의 세포자살을 매개하는 핵수용체 Nur77의 

활성화와 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7). 그 밖에 

z-ligustilide도 액암세포에 하여 항암효과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67), n-butylidenephthalide, 
z-ligustilide, senkyunolide A 모두 장암 세포에 

하여 항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세 물

질의 혼합 용액보다 국당귀의 유기용매 추출물의 

항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국당귀에는 이 외에

도 항암 효과를 일으키는 다른 성분이 존재할 것으

로 생각되었다12).
국당귀의 수용성 추출물  다당류 성분인 AP

는 in vitro에서 액암(erythroleukemia) 세포의 증

식을 억제하 고, 암세포를 구와 과립구로 정상 

분화하도록 유도하기도 하 다58). 한 AP는 in 
vivo에서 여러 종류의 액암 세포가 이식된 mouse
의 수명을 늘렸고, 인공기 막을 이용한 in vitro 실
험에서는 간암세포의 이를 억제하 다68). 그러나 

AP 분획의 다당 구조에 따라 육종세포에 하여 서로 

다른 항암활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69,70).

2.4. Immunological studies
당귀의 면역작용에 한 연구는 다당류 성분을 

심으로 이루어졌다71,72)(Table 5). 참당귀의 다당류 

성분인 angelan, 국당귀의 다당류 성분인 AP는 모

두 주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AP는 T cell을 직 으로 활성화시키는 반면 

angelan은 B cell과 macrophage, NK cell를 직

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71,72). 그 기작은 

angelan에 한 것만 연구되었는데, in vitro 실험 결

과 angelan은 macrophage의 세포막 수용체인 CD14, 
CR3에 결합하여 protein tyrosine kinase와 p38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MAPK)을 활성화

시킨 후 NF-κB/Rel를 핵으로 이동시키고 핵 내에서 

iNOS의 발 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3-75).  

다른 in vitro 실험에서는 angelan이 dendrite cell의 

세포막 수용체인 TLR4에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도 하 다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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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귀의 성분이 반 로 면역반응을 억제한

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기도 하 는데, non-obese 
diabetic(NOD) mouse에 angelan을 처리한 결과 

angelan이 오히려 면역반응을 하시켜 자가면역성

당뇨의 유발을 억제하 고77), 국당귀의 물 추출물

의 분자 분획은 신면역 유발 인자인 HMGB1을 

억제하여 패 증에서의 신 면역반응을 억제시켰

다78,79).

2.5. Hematopoietic activity
당귀가 조 작용을 진시킨다는 연구들이 보고

되었는데, 국당귀의 다당류인 AP는 항암제인 

cyclophosphamide에 의하여 유발된 백 구 수의 감

소와 십이지장 의 감소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80), 일당귀의 물 추출물은 5-fluorouracil로 

빈 을 유도한 mouse의 immature erythroid cell을 

자극함으로써 조 작용을 진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81). 그 밖에 hydrocortisone acetate로 유발된 rat
의 어  병태 모델에서 참당귀, 국당귀, 일당귀의 

물 추출물이 액학  검사 상 조 작용을 증 시킨 

연구 결과도 있었다82).

2.6. Anti-inflammatory activity
당귀의 항염 작용에 한 연구는 부분 참당귀

를 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참당귀의 에탄올 추출물

은 in vivo 실험에서 TNF-α-NO 경로를 억제하여 항

염 효과를 보 지만 COX II-prostaglandin E2 경로

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83). 한 

decursin은 in vitro에서 macrophage와 THP-1 cell의 

NF-κB 신호 달을 억제하여 LPS 자극에 의한 

MMP-9과 NO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84), decursin과 decrusinol angelate는 macrophage
의 acyl-CoA:cholesterol acyltransferase 활동을 억제

하여 동맥경화증의 기에 macrophage가 intima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5). 그 밖에 참당귀에서 추출된 octadeca- 
1,9-dien-4,6-diyn-3,8,18-triol과 18-acetoxy-octadeca- 
1,9-dien-4,6-diyn-3,8-diol도 in vitro에서 LPS 처리

된 macrophage의 iNOS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86).
한편 국당귀의 경우 에틸아세테이트 추출물이 

in vitro에서 mouse macrophage의 NF-κB 신호 달

을 억제하여 NO에 의한 염증반응을 억제하 으며, 
prostaglandin E2에도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87,88).

2.7. Anti-oxidative activity
당귀의 항산화 작용은 주로 국당귀의 수용성 

추출물을 상으로 연구되었는데, 국당귀의 물 추

출물은 매우 강한 수산화라디칼 분해 효과를 보 고89), 
다당류인 AP는 과산화수소  자외선에 의한 산화 

스트 스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0).
AP의 항산화 작용에 하여 Yang은 AP를 gel 

filtration column chromatography로 분리하여 단당 

조성이 다른 3개의 분획 APF1, APF2, APF3을 얻고, 
이를 이용한 일련의 연구를 시행하 다. 세 가지 분

획 모두 산화 스트 스 억제 효과가 있었는데, 특히 

in vitro에서 macrophage에 과산화수소 혹은 tert- 
butylhydroperoxide(t-BHP)를 처리한 경우에는 APF3, 
APF2, APF1의 순으로 항산화 효과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91-93). 가장 강한 효과를 보인 APF3의 경우 

결합단백질 성분은 방어작용과 련이 있는 반면 다

당류 성분은 NO 생성의 조 과 련되었고93), 두 

번째로 강한 효과를 보인 APF2는 TLR4에 작용하여 

NO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조사되었다94).
그 밖에 국당귀의 유기용매 추출물 성분인 z- 

ligustilide는 in vitro에서 과산화수소에 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었고95), 해독효소(detoxification enzyme)
인 NAD(P)H:quinone oxidoreductase 1(NQO1)을 강

하게 발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96).

2.8. Gastrointestinal studies
당귀의 소화기계 보호 작용은 국당귀의 다당류 

성분인 AP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그 작

용은 AP의 항염 효과와 항산화 효과와 련이 있었

다. AP는 성구의 소화  막 침투를 억제하 고97), 
산화 스트 스를 감소시켰으며98), epidermal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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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EGF) 활성을 통해 막의 손상을 회복시킴으

로써99) 소화 을 궤양으로부터 보호할 것으로 생각

되었다. 그리고 2,4,6-trinitrobenzenesulfonic acid 
(TNBS)와 ethanol 장, 혹은 2,4 dinitrobenzene 
sulfonic acid(DNBS)에 의해 장 손상이나 직장궤

양이 유발된 mouse에 AP를 처리한 실험결과 장

의 염증이 회복되었다100,101).
반면에 참당귀의 경우는 참당귀의 물 추출물이 

pH를 하시켜102) 유해세균의 증식은 억제하지만 

Bifidobacterium adolescentis KCTC 3216과 같은 장

내 유용세균의 성장은 진시킴으로써103) 장  보호

활성을 가질 것으로 기 되었다.

2.9. Hepatoprotective studies
당귀의 간보호 작용은 국당귀의 다당류 성분인 

AP에 해 주로 연구되었으며, AP는 acetaminophen 
는 LPS에 의해 간손상이 유발된 mouse의 면역 

물질과 항산화 물질들을 조 함으로써 간손상을 회

복시켰고104,105), 한 cytochrome P450과 GSH를 조

하여 면역억제제인 prednisolone에 의한 간손상을 

회복시켰다106).

2.10. Regeneration of connective tissue 
당귀는 상처부 의 재생효과를 나타내었으며 , 
  기타 결합조직의 재생에도 여하 다107-110). 

먼  SBD.4A라 명명된 국당귀 추출물의 분자 

분획은 in vivo 실험에서 결합조직의 재생을 진하

여 강한 상처회복 효과를 나타냈는데, 특히 SBD.4A
의 친수성 분획은 상처부 의  재생성을 강화하

고 fibroblast와 osteoblast의 증식을 진하 으며 

hyaluronic acid의 축 을 돕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07,108). 한편 국당귀의 물 추출물은 in vitro에서 

alkaline phosphatase와 type I collagen의 형성을 통

하여 낮은 농도에서는 human osteoprecursor cell 
(OPC-1)의 osteogenesis를 진하고 높은 농도에서

는 억제하는 조 효과를 보이기도 하 다109).
반면에 참당귀의 추출물은 골 괴를 방지하 는

데, in vitro 실험에서 TNF-α에 의해 유도된 tartrate- 

resistant acid phosphatase(Trap)과 NF-κB의 활성을 

하시켜 bone marrow cell이 osteoclast로 분화하는 

것을 억제하 다110).

2.11. Anti-microbial or Anti-parasite activity
당귀는 몇 가지 세균 혹은 기생충의 생장을 억제

하 는데, 참당귀에서 추출된 decursin과 decursinol 
angelate는 고 균(Bacillus subtilis)의 생장을 억제

하 으며111), 돼지 회충(Ascaris suum)의 핵심 인 

효소인 NFRD를 해하여 생장을 억제하 고112), 
국당귀에서 추출된 polyyne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의 생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0).

2.12. Other studies
그 밖에 당귀는 당뇨, 비만과 같은 내분비 불균형 

질환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여성의 생리주기

를 조 하고,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으로 문제가 되

는 폐렴을 억제하기도 하 다113-117).
먼  내분비 질환과 련하여 참당귀의 에탄올 

추출물은 streptozotocin으로 유발된 당뇨 모델 rat에
서 glucokinase와 acetyl CoA carboxylase 활성을 조

하거나 streptozotocin에 의한 췌장 손상을 완화하

여 당뇨 완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13), 
국당귀의 물 추출물은 in vitro 실험에서 Caco-2/ 
TC7 enterocyte의 apolipoprotein A-IV 유 자의 

사를 억제하고 3T3-L1 adipocyte의 성지방 형성

을 억제하여 비만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114).
여성질환과 련하여 국당귀의 에탄올 추출물

은 estrogen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in vivo 
실험을 통해 밝 졌는데, 암컷 rat의 난소를 제하

면 생리주기가 길어지고, LH 수 이 낮아지고, 자궁

의 막층과 근육층이 감소하고, 질상피가 각질화 

길어지나 이에 estrogen을 주입하면 이러한 손상이 

회복된다. 난소를 제한 암컷 rat에 국당귀의 에

탄올 추출물을 주입한 결과 estrogen을 투여한 것과 

비슷하게 손상된 자궁조직, 질조직, LH 수 , 생리

주기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15).
방사선에 의한 부작용과 련한 연구에서 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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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의 추출물은 in vivo에서 TNF-α의 발 을 감소시

켜 면역 반응을 억제하고 콜라겐 합성 진 물질인 

TGF-β1과 콜라겐 구성 물질인 hydroxyproline의 발

을 감소시켜 방사선에 의해 유발된 폐섬유증과 폐

렴을 완화시켰다116,117).

3. Clinical Studies

당귀의 단미(單味) 약제에 한 임상연구는 국

당귀에 련한 연구만이 있었는데, 먼  폐고 압을 

동반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군을 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 국당귀의 추출물이 폐동맥

압, 폐 항, 액 endothelin-1, angiotensin-II, 
endogenouendigitalis-like factor(EDF)를 감소시키고 

산소분압()을 증가시키는 폐 역학  변화를 

나타내었다118). 두 번째로 국당귀의 추출물은 궤

양성 장염 환자에서 증한 소  농도를 감소시

킴으로써 내피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미세순환

을 증진하 다119). 세 번째로 만성신부 성 빈  환

자  재조합 조 진인자(erythropoietin, EPO) 
항성을 나타내는 환자의 빈 을 뚜렷하게 개선하

다120). 네 번째로 국당귀 추출물은 neuro-function 
deficit score와 Barthel score를 높이고 뇌경색 병변

의 부피를 임으로써 성뇌경색을 치료하는 효과

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121). 마지막으로 자궁 내막의 

이형성 용종양 선근종(atypical facpoid adenomcoma) 
환자  불임인 환자를 상으로 당귀와 농도의 

aspirin을 함께 복용시켰더니 임신에 성공하고 선근

종이 치료된 임상치험례가 있었으나122), 국당귀를 

단독으로 사용하면 자궁내막증식이나 질성숙과 같

은 estrogen 유사 작용을 보이지 않고 갱년기 장애

(menopausal symptom)에도 라시보(placebo) 이상

의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123).

4. Pharmacokinetics

Rat의 liver microsome을 이용한 in vitro 실험 결

과 참당귀의 decursin과 decursinol angelate은 체내

로 흡수된 후 간에서 decursinol로 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24). Decursin과 decursinol angelate는 소화

을 통해 흡수되어 문맥순환을 통해 조직에 운송되

고 분포된 후 담즙과 오 을 통해 배설되는데 담즙

의 형태로 변을 통해 배설되는 양이 더 많았으며 

체내에 잔류되지 않고 모두 배설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124).
참당귀의 다른 성분이 decursin의 흡수를 진시

키도 했는데 decursin을 단독 투여한 것보다 decursin
과 당귀의 에테르 혹은 메탄올 추출물을 함께 투여

한 경우  decursinol의 AUC(area under curve)
가 더 크게 나타났다125). 그 밖에 decursin과 천궁추

출물을 함께 투여한 경우는 AUC가 증가하 으나 

시호추출물을 함께 투여한 경우는 AUC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5).

5. Drug Interactions

당귀의 약물상호작용에 하여 참당귀의 경우 

decursin과 decursinol angelate가 몇 가지 cytochrome 
P450 isomer에 한 억제 효과를 보여 다른 약물의 

사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26-128). 먼  

decursin과 decursinol angelate는 CYP2A6을 억제하

는데126,127), CYP2A6은 사람 간세포에 존재하는 

주요 coumarin 7-hydroxylase로129,130) quinoline, nicotine, 
cotinine, aflatoxin B1, 2,6-dichlorobenzonitrile, butadiene 
등의 사에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1). 한 

decursin과 decursinol angelate는 in vitro에서 

CYP1A1/2, CYP2D15, CYP3A12을 억제하 는데130), 
CYP1A1/2는 7-ethoxyresorufin-O-deethylation(7-EROD)

사를 억제하여 theophylline, mexiletine, quinolone
과 같은 caffeine 포함 음식과 약물의 사에 여하

고132), CYP2D15는 1’-hydroxybufuralol(BLH) 사를 
억제하여 amitriptyline, codeine, dextromethorphan, 
imipramine, propranolol의 사에 여하며133), CYP3A12
는 1’-hydroxymidazolam(MDZ1H)와 4-hydroxymidazolam 
(MDZ4H) 사를 억제하여 임상 으로 사용되는 약

물의 약 50%의 사에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34).
반면에 국당귀의 경우 항암제와 액응고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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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작용에 한 연구가 보고되었다135-138). Angelan
을 doxorubicin과 함께 B16F10 melanoma cell이 이

식된 mouse에 처리하면 각각의 약물을 단독으로 사

용하는 것보다 더 효과 으로 암세포의 성장과 이

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135), 국당귀의 물 추

출물은 in vitro에서 doxorubicin의 항암활성은 억

제하지 않으면서 doxorubicin으로 인한 chronic 
cardiotoxicity를 갖게 된 rat의 심근손상과 부정맥은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당귀가 항암제에 의한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되었다27). 
한 낮은 농도의 n-butylidenepthalide와 1,3-bis 

(2-chloroethyl)-1-nitrosourea(BCNU)의 복합물은 DNA 
repair gene인 O6-methylguanine methyltransferase 
(MGMT)의 promoter에 methylation을 일으킴으로써 

human hepatocellular carcinoma(HCC) cell에 항암 

효과를 가졌는데 각각의 약물을 따로 사용했을 때보

다 복합물을 사용했을 때 그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36). 한 임상 사례에서는 warfarin을 복용

하고 있는 46세의 한 여성이 국당귀를 4주간 지속

으로 복용한 후 prothrombin time(PT)가 보다 상

승하 는데, 이는 국당귀 성분이 알부민에 결합하

여 warfarin을 유리시켜서 warfarin의  농도를 

높이기 때문이라고 추정되었다137,138).

6. Side Effects and Toxicity

재까지의 연구결과 국당귀의 가장 큰 부작용

은 유방암 악화로 보고되었으며, 참당귀의 부작용을 

명확하게 밝힌 연구는 없었다139,140). 국당귀의 알

코올 추출물과 물 추출물은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진시켰는데, 특히 알코올 추출물은 in vitro에서 

MCF-7 cell의 증식을 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139), 
물 추출물은 in vitro에서 estradiol의 agonist로 작용

하여 MCF-7 cell의 분열을 진하거나 estradiol과 

무 한 기작으로 BT-20 cell의 분열을 진하여 

estrogen 민감도와 계없이 유방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0).

7. Industrial Use

당귀는 수분 보습력 향상과 습도 하에서도 수

분 방출을 억제할 수 있는 보습 능력을 가진 생약으

로 단되었고141) 미백효과가 입증되어142) 화장품 

개발에 이용되고 있으며, 기호 식품인 차(茶)로도 이

용되고 있다143,144). 
그 밖에 당귀의 산업  이용 가능성을 살펴보면 

국당귀  일당귀의 주요 유효성분인 z-ligustilide
는 모기 물림을 방지하는 효과가 DEET(N, N- 
diethyl-m-toluamide)보다 높아 모기기피제로서의 가

능성을 보 고11), 참당귀의 물 추출물  메탄올 분

획은 아질산염 소거능을 보여 육류 보 의 안 성을 

높이는 물질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되었다145). 

고 찰

 당귀는 동의보감 처방 에 500회 이상, 방약합

편 처방 에 150회 이상 언 되어3) 처방을 운용함

에 있어 그 요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그 기원식

물이 한국, 국, 일본에서 각각 참당귀(Angelica 
gigas), 국당귀(Angelica sinensis), 일당귀(Angelica 
acutiloba)로 서로 다른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참당귀

와 일당귀가 구분 없이 이용되고 있다. 기미론(氣味
論)에 따라 참당귀는 (破血), 국당귀와 일당귀

는 보 (補血)로 그 효능을 구분하여 사용해야한다

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 으나 명확한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당귀의 

기원에 따른 유효성분  그 약리  작용에 한 기

존의 연구들을 고찰하여 세 가지 당귀를 비교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상이 된 단일 약재로서의 당귀에 

한 해외  국내의 연구는 총 143편이었다. 기원별

로는 참당귀 련 연구가 60편, 국당귀 련 연구

가 87편, 일당귀 련 연구가 6편으로, 참당귀와 

국당귀를 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국당귀와 일당귀의 주요 유효성분은 z-ligustilide, 

n-butylidenephthalide, ferulic acid로 유사하나11,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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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당귀는 decursin과 decursinol angelate로 차이를 

보여5) 국당귀와 일당귀의 유사성이 참당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국당귀와 일당귀의 

주요 유효성분의 비율은 서로 차이가 있으며, 그 외

의 유효성분의 종류와 구성 비율 역시 차이를 보여
8,9,146,147) 국당귀, 일당귀도 서로 구분되었다. 그러

나 성분에 한 연구는 재까지도 진행 이고, 추
출 방법, 분석 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여 세 당귀가 

서로 어느 정도의 유사성과 차이성이 있는지를 정량

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다만 주요 유

효성분  유  유연 계에 한 선행 연구17)를 

근거로 일당귀와 국당귀의 유연성이 높고 참당귀

는 상 으로 유연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

었으며 이는 재 임상에서 경험  기미론(氣味論)
에 따라 당귀를 기원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과 

상통하는 바이다.
당귀의 약리  작용에 한 실험연구(experimental 

studies)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주제는 심 계, 
추신경계, 항암 작용 분야이며, 그 외에 면역, 항

산화, 항염증, 항미생물, 소화 보호, 간보호, 조 , 
상처회복 등의 분야에서도 지속 인 연구가 진행되

어 왔다. 국당귀는 참당귀보다 연구 빈도가 높고 

연구 분야도 더욱 다양했는데, 특히 항산화, 간보호 

련 연구와 임상연구는 오직 국당귀에 한 연구

만이 존재하 다.
참당귀, 국당귀  일당귀는 공통 으로 심

계와 추신경계 보호, 항암 활성 등의 효과를 보

으나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는 주요 활성성분  구

체 인 기 은 차이가 있다. 특히 항암 작용과 련

해서 참당귀와 국당귀 모두 항암 효과를 나타내었

으나 그 작용 기작은 다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53,67) 
면역 련 연구에서도 국당귀와 참당귀의 다당류 

성분은 모두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상 세포가 각각 B cell과 T cell로 다르게 

나타났다.71,72) 추신경계 련 연구 보고되었으며, 
5 국당귀의 알코올 추출물은 모두 신경독성물질에 

한 보호 작용이 있었으나 참당귀는 glutamate, 
국당귀는 β-amyloid peptide에 한 신경 보호 작용

이 주로 보고되었다.34,36) 이상의 연구 결과들이 토

가 되어 임상에서 당귀의 기원을 구분하여 용하

는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약리작용과 한

의학  효과를 단순히 연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

고, in vitro, in vivo 상에서의 약리 작용과 임상  

효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직 으로 한의학  이론을 증명하는 실험과 더 많

은 임상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 동일한 기원식물을 사용하더라도 추출 용매

에 따라 추출물의 효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임상에서 목 에 따라 추출 용매를 구분하여 사

용하는 것과 상통하는 결과를 보 다. 용매 추출물과 

단일 유효성분의 효능을 비교한 결과 단일 유효성분

보다 용매 추출물이 더 높은 효능을 나타내어12,34,62) 
임상에서 행해지는 통 인 추출식 제제(製劑) 방
식이 단일성분을 추출하는 방식보다 치료에 유리하

게 작용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단일 약재의 실험

연구  임상연구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유효성분보

다는 용매에 따른 추출물 단 의 연구를 진행한다면 

단일 약재 치료 효과의 실제 인 모습을 더 잘 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귀의 통 인 활용과 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조  작용에 한 실험연구에서는 참당귀, 
국당귀, 일당귀의 물 추출물이 모두 조 에 유효

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80-82), 임상연구에

서도 국당귀 추출물이 만성신부 성 빈 을 개선

하는 효과를 보 다120). 그러나 여성 질환과 련해

서는 국당귀의 알코올 추출물이 in vivo에서 

estrogen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115) 
이와 련하여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진하는 부작

용에 한 in vitro 실험 결과도 보고된 반면139,140), 
임상 연구에서는 국당귀가 estrogen 유사작용을 

보이지 않았고123) 여성 질환의 치료 효과 여부에 

해서도 상반되는 결과들이 나타나122,123) 여성 질환

에 당귀를 용하는 문제에 해서는 실험  임상 

연구에서 일 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당귀

가 표 인 보 (補血) 약물로 분류되어 부인과의 

요약으로 꼽히는 만큼 이와 련된 연구들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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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서양의학과 련하여서는 당귀가 doxorubicin, 

scopolamine, cyclophosphamide, prednisolone, 방사

선과 같은 서양의학  치료의 부작용을 해소시킨다

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고28,45,80,106,116,117), 당귀와 양

약의 상호작용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므로
126-138) 이를 고려한다면 한양방 병행 치료시 보다 객

인 치료의 토 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 한 탐색을 통해 각 당귀의 추출물과 유효

성분의 효능을 정리하고 각각의 당귀의 기원에 따른 

효능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 으나, 가장 정확한 

분석은 한 연구 내에서 변인 통제 하에 당귀의 기원

별 는 추출 용매  성분별 효능의 차이를 직  

분석하는 실험 연구를 통하는 것일 것이다. 향후 이

러한 형태의 연구가 지속 으로 진행되어 나아가기

를 바라며 당귀가 개별 임상이나 산업에서 이용될 

때 본 연구 결과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결 론

 당귀는 임상에서 그 요성이 매우 크고 활용 범

가 넓은 약재이나 그 기원식물이 한국, 국, 일본

에서 각각 참당귀(Angelica gigas), 국당귀(Angelica 
sinensis), 일당귀(Angelica acutiloba)로 다르기 때문

에 당귀의 기원에 따른 효능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당귀의 기원에 따른 유효성분  그 약리  작용에 

한 기존의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국당귀와 일당귀의 주요 유효성분은 z- 

ligustilide, n-butylidenephthalide, ferulic acid
로 유사하고, 참당귀는 decursin과 decursinol 
angelate로 차이를 보이며, 기타 유효성분에 

한 연구는 재까지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 당귀의 약리  작용에 한 실험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분야는 심 계, 추신경

계, 항암 효과이며 그 외 면역, 항산화, 항염증, 

항미생물, 소화 보호, 간보호, 조 , 상처회복 

등의 분야에서도 지속 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임상연구와 항산화, 간보호 분야에 한 

연구는 국당귀만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3. 참당귀, 국당귀  일당귀의 효과는 체로 

공통 이나 세부 으로 유효성분에 따라 차이

를 보 으며, 추신경질환, 항암, 면역 등의 

분야에서는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어도 그 작

용 기 에 차이가 있었다.
4. 부인과 질환과 련한 당귀의 효능에 한 연

구는 in vivo/vitro 실험연구와 임상연구 결과 

간에 불일치가 존재하여 이에 한 추가 연구

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 외 당귀의 기

원에 따른 효과와 작용 기 의 차이를 이해하

고 한의학  임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실험 

설계와 연구에 한 노력이 지속 으로 이루

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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