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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의 차등적 항산화 효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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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a comparison of the antioxidant effects of Angelica gigas Korea (AG), 
Angelica sinensis of China (AS), and Angelica acutiloba of Japan (AA), and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AG, AS and 
AA on tight-junction related genes in human keratinocyte HaCaT cells. All species showed a strong antioxidant effect, 
and AA was higher than AG and AS in antioxidant effects. The cytotoxicity was confirmed to be higher in AS than AG 
and AA at a concentration of 1,600 μg/ml using the MTS assay in HaCaT cells. We analyzed the effects of AG, AS, 
and AA on mRNA expression levels of various tight-junction related genes in HaCaT cells. We found that no obvious 
changes in expression of Claudin 1, 3, 4, 6, 7, 8, Occludin, JAM-A, ZO-1, ZO-2, and tricellulin by treatment of all 
species, suggesting that there is less possibility of side effects and skin moisturizing effects due to changes in 
tight-junction gene expression. Our results suggest that AG, AS, and AA are thought to be effective in reducing the 
oxidative stress of the skin and preventing the aging of the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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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當歸는『神農本草經』1) 中品에 “味甘溫. 主咳逆上氣, 溫瘧寒熱
洗洗在皮膚中, 婦人漏下絶子, 諸惡瘡瘍, 金瘡, 煮飮之.”라고 처음 
收載된 이후, 補血和血, 調經止痛, 潤燥滑腸의 효능이 있어 月經不
調, 經閉腹痛, 癥瘕結聚, 崩漏, 血虛頭痛, 眩暈, 痿痺, 腸燥便難, 
癰疽瘡瘍, 跌打損傷을 치료하는 약물로 사용되어 왔다.2)

    현재 한국, 중국, 일본 3국에서 사용하는 당귀는 그 기원식물이 
각각 달라 한국에서는 Angelica gigas Nakai, 중국에서는 Angelica 
sinensis (Oliv.) Diels, 일본에서는 大和當歸 Angelica acutiloba 
Kitag의 根을 자국의 약전에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당귀의 기원에 
따른 성분과 약리적 효과는 상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

    함유성분으로는 coumarin계의 decursin, decursinol 
angelate와 nodakentin, umbelliferon, β-sitosterol 등3)으로 참당
귀의 주성분은 decursin으로 주로 빈혈증, 복통, 신체동통, 월경불
순, 월경곤란, 월경통, 기타 부인의 갱년기장애 등에 응용한다. 중국
당귀는 뿌리에 0.4∼07% 정도의 정유를 함유하고 있으며 정유의 주

요성분은 butylidene phthalide, N-valerophenone-O-carboxylic 
acid 및 △2.4-dihydrophthalic anhydride로 부인과 질환에 주로 
많이 쓰이는데 특히 월경불순이나 폐경에 이용한다. 일본당귀는 뿌
리에 정유를 0.2% 정도 함유하며, 그 중 phthalide계 성분으로 
ligustilide, butylidene phthalide, cnidilide, isocnidilide 등이 있
으며, 신체허약, 빈혈, 월경불순, 요슬냉통, 두통, 신체동통 등에 사
용하고 있다.4)

    당귀의 약리작용은 참당귀에서 혈관신생작용과 혈관이완효과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고5), 중국당귀를 중심으로 혈액 및 조혈계통
에 대한 작용, 자궁에 대한 작용, 심혈관 계통에 대한 작용, 면역계
에 대한 작용, 진통작용, 소염작용, 항균작용, 간 기능 보호 작용, 
항암작용 등이 보고되었으며, 일당귀에서는 중추억제작용이 보고되
었다.6)

    표피 각질층의 밀착연접 (Tight-junction)은 외부 환경으로부
터 장벽을 형성하여, 물리적, 화학적 그리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와 같은 생물학적 공격을 방어한다. 그리고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
아 피부보습의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7) 또한 마우스에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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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밀착연접중 하나인 Claudin 1을 결핍시킨 경우 표피층에서 심
각한 수분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태어난 후 하루 만에 죽게 되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있다.8)

    현재 일당귀가 피부에 가지는 미백 효능 및 피부노화억제 효능
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9) 하지만 당귀가 인간 유래 각
질 형성 세포인 HaCaT 세포의 밀착연접에 미치는 영향은 보고되
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가 
가지는 항산화 효능 및 HaCaT 세포에 가지는 독성과 밀착연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약재
   실험에 사용된 참당귀, 중국당귀, 일본당귀는 한국 서울의 동양
허브 주식회사로부터 2016년 9월에 구입 (NO; 2016-0901, 
2016-0902, 2016-0903)하여 기원의 진위와 품질의 우열을 가천대
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에서 감정하였고, 약재는 초음파 세척
기 (Branson, USA)를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실험에 사용하
였다. 

2. 방법
 1)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 열수추출물 제조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 각각의 약재를 50 g으로 정확하게 
중량을 측정한 뒤, 환류추출기에 1차 증류수 2,000 ml와 함께 넣
은 뒤 탕액이 끓는 시점으로부터 2 시간 동안 가열하여 추출한 다
음 추출액을 filter paper (Advantec No.2, Japan)로 감압 여과한 
여과액을 rotary vacuum evaporator를 이용하여 농축액을 얻었
으며, 이 농축액을 동결건조기를 이용하여 건조한 분말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동결건조 추출물은 참당귀 17 g, 수율 34%, 중국당귀 
27.5 g, 수율 55%, 일당귀 14 g, 수율 28%였다.
 2) 세포 배양
    HaCaT 세포를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에서 분양 받아 실험에 
사용하였다. HaCaT 세포는 37℃, 5% CO2조건에서 10% fetal 
bovine serum (FBS, WELGENE, Korea)과 1% penicillin, 
streptomycin (WELGENE, Korea)이 첨가된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WELGENE, Korea)을 이용하
여 배양하였다.
 3) ABTS 라디칼 소거능 측정
    항산화능 측정은 ABTS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 
-6-sulphonic acid)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potassium 
persulfate (sigma, #216224, USA) 2.4 mM과 ABTS (sigma, 
#A1888, USA) 7 mM을 같은 부피로 혼합해주고 실온에서 차광된 
상태로 24 시간 반응시켜 free radical 상태의 ABTS를 만들어 주
었다. 그 후 free radical 상태의 ABTS를 0.7 부근이 되도록 증류
수를 이용하여 희석하였다. 96 well plate의 각 well에 ABTS 
working solution 80 μl와 sample 20 μl를 넣어준 뒤, 4 분간 암
실에서 반응시키고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EMax Plus, USA)로 650 nm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측정값을 
이용하여 시료의 항산화 효능을 시료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 대비 
백분율로 다음의 식에 따라 항산화 효능을 계산하였다.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 1 -
ASample–ASampleblank ) x 100

ABlank

 4) 세포 독성 평가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가 HaCaT 세포에서 나타나는 세포 
독성을 확인하고 적정 실험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MTS assay를 
진행하였다. HaCaT 세포를 5,000 cells/well씩 96 well plate에 분
주하고 24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각각의 well에 각 시료를 농도별
로 첨가한 후 다시 24 시간 동안 배양한 뒤, MTS 시약 (Promega, 
USA)을 첨가하고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EMax 
Plus, USA)를 이용하여 49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후 
시료를 처리한 세포의 독성을 시료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
를 통해 상대적인 세포독성을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세포 생존율(%) =
(시료첨가군의 흡광도 - 시료자체의 흡광도)

x 100
대조군의 흡광도

 5) Quantitative RT-PCR
    HaCaT 세포를 6 well culture dish에 1 X 105 cells/well로 
분주 후 24 시간 배양하였다. 이 후 각 시료를 200 μg/ml로 처리
한 뒤, 36 시간 배양하였다. 각 시료가 첨가된 배지를 제거한 뒤, 
eCube Tissue RNA Mini Kit (PhileKorea, Korea)를 이용하여 
RNA를 추출하였다. cDNA를 합성하기 위하여 The Qubit 2.0 
Fluorometer (Invitrogen, USA)를 이용해 RNA를 정량한 뒤, 
Total RNA 1 μg에 Random Hexamer (100 pmol/μl) 1 μl, 
dNTP mix (10 mM) 1 μl 를 넣은 후 DEPC-treated water를 이
용해 총 부피를 10 μl로 조정하였다. 65℃에서 5 분간 반응시킨 
후, 즉시 얼음에 냉각시킨 다음, M-MLV reverse transcriptase 
(Promega, USA) 1 μl, 5X M-MLV RT reaction buffer 
(Promega, USA) 4 μl, RNase inhibitor (Enzynomics, Korea) 1 
μl, DEPC-treated water 4 μl를 각각 추가적으로 첨가하였다. 10 
분간 실온에서 둔 뒤에 1 시간 동안 50℃에서 반응시켜 cDNA를 
합성하였다. cDNA를 증류수로 1/10로 희석시켜 실험에 사용하였
다. 밀착연접 관련 유전자들의 mRNA 발현량을 quantitative 
RT-PCR (qRT-PCR)을 이용해 비교하였다. 1/10로 희석시킨 
cDNA 5 μl에 nuclease free water 2 μl, 2X Prime Q-mater 
Mix (GENET BIO, Korea) 10 μl, 10 pmol/μl forward primer와 
10 pmol/μl reverse primer를 각각 1.5 μl씩 넣고 AriaMx 
(Agilent, USA)를 이용하여 95℃에서 3 분, 95℃에서 20 초, 58℃
에서 20 초, 72℃에서 20 초를 40 cycle 실시하여 qRT-PCR을 수
행하였다. 

3. 통계처리
    대조군과 각 실험군과의 평균의 차이는 student's t-test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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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 p-value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Table 1. Primer sequences

Gene Primer sequence (5’ to 3’) Product 
size (bp)

Annealing 
temp. (℃)

Claudin1 F GCA GAT CCA GTG CAA AGT CT 136 58
R CAT ACA CTT CAT GCC AAC GG

Claudin3 F GCA TGG ACT GTG AAA CCT CA 145 58
R AAT ATC AAG TGC CCC TTC CA

Claudin4 F CGC ATC AGG ACT GGC TTT AT 131 58
R AGT TGA GGA CCT GGA AGG CT

Claudin6 F GGC CCT CTG AGT ACC CTA CC 136 58
R GCA GGA GGC AGA AAC AAA AG

Claudin7 F ATG TAC AAG GGG CTG TGG AT 132 58
R CAC CAG GGA GAC CAC CAT TA

Claudin8 F GGC TGT TTC TTG GTG GTG TT 137 58
R CAC GCA ATT CAT CCA CAG TC

Occludin F TTT GTG GGA CAA GGA ACA CA 137 58
R ATG CCA TGG GAC TGT CAA CT

JAM-A F TGC CTC TTC ATA TTG GCG AT 144 58
R TGT CAC GGA CTT GAA GGT GA

ZO-1 F AGA GCA CAG CAA TGG AGG AA 133 58
R GAC GTT TCC CCA CTC TGA AA

ZO-2 F AGC AGG AGC AGA AGC AGA AG 148 58
R CAT ATC AGC TCT TCC ATG CC

Tricellulin F GGC AGC TCG GAG ACA TAG AG 147 58
R TTT GCT GTT CTC AGT TCC TTG A

β-actin F TCA CCC ACA CTG TGC CCA TCT ACG A 295 58
R CAG CGG AAC CGC TCA TTG CCA ATG G

결    과

1.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의 중금속 함향 분석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 내에 포함된 납과 카드뮴의 양을 
Inductively coupled plasma - mass spectroscopy (ICP-M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한약재의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중
금속 기준인 납 5 mg/kg 이하, 카드뮴 0.3 mg/kg 이하를 참당
귀, 중국당귀, 일당귀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Table 2. Pb and Cd levels in Angelica gigas Nakai, Angelica sinensis 
(Oliv.) Diels and Angelica acutiloba Kitagawa

Sample Element Certified value Unit

Angelica gigas Nakai
Pd 0.145

mg/kg
Cd 0.027

Angelica sinensis (Oliv.) Diels
Pd 0.129

mg/kg
Cd 0.005

Angelica acutiloba Kitagawa
Pd 0.043

mg/kg
Cd 0.040

2.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 열수추출물이 가지는 항산화 효과
    당귀가 가지는 항산화 효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ABTS 라디칼 
소거능 실험을 수행하였다. 대조군으로 항산화능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있는 resveratrol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이 농도의존적으로 
나타났다.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가 가지는 항산화 효능을 비교 
확인한 결과 모든 당귀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라디칼 소거능이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흥미롭게도 일당귀는 참당귀, 
중국당귀보다 높은 66.8%의 소거능이 확인되었다(Fig. 1). 

Fig. 1.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AG (Angelica gigas Nakai), 
AS (Angelica sinensis (Oliv.) Diels), AA (Angelica acutiloba Kitagawa) 
and RSV (Resveratrol). ***p < 0.001.

3. HaCaT 세포에 미치는 세포 독성 평가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가 HaCaT 세포에 미치는 세포독성을 
MTS assay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 1,600 μg/ml 농도의 
중국당귀는 세포활성도를 58.8%까지 감소시킨 반면 참당귀는 
1,600 μg/ml 농도에서 94.3%, 일당귀는 1,600 μg/ml 농도에서 
87.6%로 거의 독성을 보이지 않았다(Fig. 2).

Fig. 2. Effect of AG (Angelica gigas Nakai), AS (Angelica sinensis 
(Oliv.) Diels), AA (Angelica acutiloba Kitagawa) on cell viability. HaCaT 
cells were treated with 0 to 1,600 μg/ml AG, AS, AA for 24 h. *p < 0.05, 
***p < 0.001.

4. HaCaT 세포의 세포 연접 관련 유전자의 mRNA 발현 확인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가 HaCaT 세포의 밀착연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능 결과에 의하면 한
국당귀, 중국당귀, 일당귀 모두 1600 μg/ml 농도에서 가장 높은 항
산화 효능이 확인되었지만, 중국당귀의 경우 1600 μg/ml 농도에서 
HaCaT 세포에 큰 독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HaCaT 세포의 
세포활성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200 μg/ml 농도에서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를 36 시간 처리하였고, 그 후 Claudin 1, 3, 4, 
6, 7, 8, Occludin, JAM-A, ZO-1, ZO-2, Tricellulin의 발현량을 
확인하였다.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 모두 여러 밀착연접 유전자
의 발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실험 조건의 신뢰성을 확보하
기 위해 다양한 밀착연접 중 Claudin 8 만 선택특이적으로 발현량
을 감소시키는 물질인 steviol을 250 μM 농도로 HaCaT 세포에 처
리한 뒤 밀착연접 유전자의 발현변화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Claudin 8의 발현이 0.29 배로 감소하였지만, Claudin 8을 제외한 
다른 밀착연접 유전자의 발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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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AG (Angelica gigas Nakai), AS (Angelica sinensis 
(Oliv.) Diels), AA (Angelica acutiloba Kitagawa) and steviol 250 μM on 
mRNA expression of tight-junction related genes. After 36 h of 200 μ
g/ml AG, AS, AA and 250 μM steviol treatment in HaCaT cells, mRNA 
expression level was determined by qRT-PCR.

고    찰

    補血藥에 속하는 當歸는(Angelicae Gigantis Radix)의 기원 
식물은 현재 한국, 중국, 일본 3국에서 사용하는 기원식물이 각각 
달라 자국의 약전에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당귀의 기원에 따른 
성분과 약리적 효과는 상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
    Coumarin 유도체로서 decursinol이 참당귀의 주성분으로 분
리되어 있고, 기타 7-de-methyl-suberosine, umbelliferone, 
isoimperatorin, xanthyletin, nodakenin 등이 알려져 있다. 이외에
도 참당귀에는 다당체로서 angelan이 함유되어 있다. 중국당귀에는 
정유성분이 0.2-04 % 함유되어 있으며, 정유성분 중에서 ligustilide
가 45 % 정도 차지한다. Ferulic acid 및 n-butylidenephthalide, 
angelicide 등도 함유되어 있다. 일당귀에는 정유로서 ligustilide, 
sedanonic acid, safrole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지방산으로서 
palmitic acid, linolic acid, coumarin 유도체로서 bergaptene, 
scopoletin 등이 함유되어 있다.10)

    약리작용으로는 항산화활성11,12),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 등 
생육특성이나 감별법에 대한 연구13-16), 활성성분에 대한 연구17-20), 
혈관이나 혈액에 미치는 영향21-23) 등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가 가지는 항산화 효
능의 비교 및 HaCaT 세포에서 밀착연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생리적 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생성되는 활성산소는 피부의 면
역기능을 감소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피부암을 포함한 각종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여 피부의 노화를 가속화시킨다.24) 이러한 
활성산소의 효과적인 제거는 피부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가 가지는 항산화 효능
을 확인하기 위해 ABTS 라디칼 소거능을 확인하였다. 1,600 μ
g/ml 농도에서 참당귀는 30.7%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을 보였고 
중국당귀는 참당귀보다 뛰어난 46.1%의 소거능을 보였다. 일당귀
는 특히 참당귀, 중국당귀보다 높은 66.8%의 소거능을 보였다.
    실험을 위한 물질 처리의 적정농도와 사람 피부에 대한 안정성
을 확인하고자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가 HaCaT 세포에 미치는 
세포독성을 MTS assay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 1,600 μ

g/ml 농도의 중국당귀는 세포활성도를 58.8%까지 감소시킨 반면 
참당귀는 1,600 μg/ml 농도에서 94.3%, 일당귀는 1,600 μg/ml 
농도에서 87.6%로 거의 독성을 보이지 않았다.
    상피세포에는 세포들 사이에는 gap junction, tight junction, 
adherens junction 및 desmosome과 같은 특화된 세포간의 구조
를 가지는데, 그중 밀착연접은 세포 사이의 치밀한 이음부로서 외
부 환경으로부터 장벽을 형성하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으며 수분의 증발을 막아 피부 보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25,26) 
피부에서 밀착연접 유전자 발현의 균형이 무너진 경우 다양한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된다. 아토피피부염 환자 피부에서 Claudin 1 
mRNA와 protein이 급격하게 감소되어있는 현상이 보고되어 있으
며27) 건선환자의 경우 Claudin 1, Occludin, ZO-1이 피부에서 비
정상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발현되는 현상이 보고되어 있다.28,29) 또
한 Claudin 1의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나타난 경우 NISCH 
syndrome이 발생한다.30) 특히 Claudin 1을 결핍시킨 마우스에서 
표피층에 심각한 수분손실이 나타났으며 Claudin 6가 과발현 되는 
마우스에서는 다양한 밀착연접 유전자의 발현이 변화하여 표피층에
서 높은 수분손실이 확인되었다.31)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가 피
부의 밀착연접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피부의 
보습 효과를 새롭게 규명할 수도 있으며, 보고되지 못했던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 또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참당귀, 중국당
귀, 일당귀가 HaCaT 세포의 밀착연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자 하였다. HaCaT 세포의 세포활성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200 μM/ml 농도에서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를 36시간 처리하
였고, 그 후 Claudin 1, 3, 4, 6, 7, 8, Occludin, JAM-A, ZO-1, 
ZO-2, Tricellulin의 mRNA 발현량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여러 
밀착연접 유전자의 발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참당귀, 중국
당귀, 일당귀는 피부의 밀착연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의한 피부 보습 효과 및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은 없
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는 항산화 효능
을 보유하고 있어 피부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피부의 노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효과는 
일당귀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는 
다양한 밀착연접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밀착연접 유
전자의 발현 변화에 의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과 피부의 보습 효과
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는 HaCaT 세포
에 미치는 세포독성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항산화 효능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를 사람 피부에 적용하기 위해 
추후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가 가지는 항산화 효능에 대한 분자
수준의 특성을 확인하는 연구의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를 열수추출하여 얻은 
시료를 대상으로 항산화 효능의 비교 및 HaCaT 세포에서 밀착연
접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을 확인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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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1,600 μg/ml 농도에서 참당귀는 30.7%의 ABTS 라디칼 소거능
을 보였고 중국당귀는 참당귀보다 뛰어난 46.1%의 소거능을 보였
다. 일당귀는 특히 참당귀, 중국당귀보다 높은 66.8%의 소거능을 
보였다.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가 HaCaT 세포에 미치는 세포독성을 
MTS assay를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1,600 μg/ml 농도의 중국당
귀는 cell viability를 58.8%까지 감소시킨 반면 참당귀는 1,600 μ
g/ml 농도에서 94.3%, 일당귀는 1,600 μg/ml 농도에서 87.6%로 
거의 독성을 보이지 않았다.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가 HaCaT 세포의 밀착연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HaCaT 세포의 세포활성도에 큰 영향
을 미치지 않는 200 μg/ml 농도에서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를 
36 시간 처리하였고, 그 후 Claudin 1, 3, 4, 6, 7, 8, Occludin, 
JAM-A, ZO-1, ZO-2, Tricellulin의 발현량을 확인하였다. JAM-A
의 발현을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 열수추출물 모두 1.4배 이상 
증가시켰으나 의미 있는 발현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JAM-A
를 제외한 여러 밀착연접 유전자의 발현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이상의 실험결과는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는 항산화 효능을 
보유하고 있어 피부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피
부의 노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효과는 일
당귀에서 더욱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
귀는 다양한 밀착연접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밀착연
접 유전자의 발현 변화에 의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과 피부의 보습 
효과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에서 보이
는 세포독성 및 항산화 효능의 차이에 대한 분자수준의 특성 연구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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