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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This study demonstrated the effects of extracts from the mushroom Keumsa sangwhang (Phellinus linteus) (KPLE) on

fasting glucose and cholesterol levels in human blood. In this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human intervention study,

healthy volunteers were randomized to receive 3.3 g of KPLE (n=31) or placebo (n=31) per day by oral administration

for 8 weeks. The cholesterol and fasting serum glucose levels were evaluated before and after treatment. The fasting serum

glucose level was significantly decreased by KPLE administration (p<0.01), but the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DL-

cholesterol and LDL-cholesterol concentrations did not change. This study suggests a possibility that KPLE may be useful

as a functional food for the prevention of diabetes mellitus.

Key Words : Keumsa Sangwhang (Phellinus linteus) mushroom extracts, human intervention study, blood glucose,

cholesterol

I. 서 론

상황버섯(Phellinus linteus)의 자실체 추출물은 소화기

계통의 암에 억제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Ikekawa 등

1968)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항암활성 뿐 아니라 대장암

과 방광암 등의 원인효소인 장내세균의 유해효소 저해 작용

등 상황버섯의 다양한 생리활성이 보고되었으며(Chung 등

1994; Kim 등 1998), 최근에는 상황버섯 추출물이 NK

(natural killer) 세포의 활성화 및 특정 싸이토카인의 활성

을 증가시켜서 면역반응을 항진시킨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

다(Eom 등 2006; Kim 등 2006).

한편, 식이섬유가 당뇨병의 영양관리와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최근에는 버섯의 주

성분으로 수용성 식이섬유인 β-glucan의 혈당강하 효과 및

당뇨병 예방효과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 최

등은 아가리쿠스 버섯의 β-glucan이 당뇨 유발 마우스의

혈당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Choi & Koo 2000),

송 등의 연구에서도 표고버섯과 보리에서 추출한 β-glucan

이 당뇨 마우스의 혈당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고 보고하였다(Song 등 2001). 또한, 귀리에서 추출한 수

용성 β-glucan이 랫드에서 혈당강하 효과를 보인 연구도

있었으며(Kang 등 2005), Reyna 등(2003)은 β-glucan이

함유된 식이요법이 제2형 당뇨병환자의 증상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β-glucan이 다량

함유된 금사상황버섯 추출물이 혈당강하효과 및 당뇨의 예

방에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는 재배 금사상황버섯 추출물의 면역 증강 효과에

대한 인체 시험 결과에서 관찰된 혈당강하효과를 보고함으

로써 향후 이에 대한 인체시험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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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대상 및 방법

1. 피험자 선정 및 투약

금사상황버섯은 금사상황버섯농원(경기도 여주군 소재)으

로부터 제공받아 인체 시험에 사용하였다. 금사상황버섯 추

출물은 상황버섯 자실체에서 얻은 균사체를 공시균주로 하

여 인공배양한 상황버섯을 100oC의 뜨거운 물로 2시간 동

안 추출하여 제조하였으며 성분 분석 결과, β-glucan이

10 mg/g of mushroom dry weight 정도 함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기관윤리

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다(승인번호; 2005-

1). 피험자는 건강한 지원자로서 20~75세 남성 및 임신 가

능성이 없는 비수유부 여성으로 하여 모두 88명의 대상자를

모집하였다(Fig. 1). 시험에 들어가기 전 2주간의 스크리닝

기간을 갖고 마지막 날에 환자가 시험의 대상환자요건에 적

합한지를 판단하였다. 그 결과 26명의 모집자가 혈액검사

이상 및 다른 기능성 식품 복용 등 대상자 제외 기준에 해

당되어 제외되었으며 나머지 62명(73%)을 성과 연령(40세

이상과 40세 이하)을 블록변수로 하고 8명을 하나의 블록으

로 하는 블록무작위화 기법(block randomization)과 무작

위 배정표를 이용하여 복용군과 대조군을 배정하였다.

피험자 선정 시 다음의 경우는 제외하였다. 1) 기능성식품

또는 버섯류에 과민증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피험자 2) 당뇨병

및 각종 대사질환, 면역관련 질환 또는 중증의 간, 신부전 피

험자 3) 악성종양, 폐질환, 백혈병, 교원질증, 다발성경화증,

알레르기성피부질환 기타 자가면역질환 등의 전신질환이 진

행되고 있는 피험자 4) 최근 1개월 이내에 다른 시험기능성식

품 또는 약물을 복용한 경험이 있거나 최근 1개월 이내 염증

관련 질환의 경험이 있는 피험자 5) 기타, 의사가 부적합하다

고 판단하는 피험자

모집 결과, 피험자의 평균 연령은 40.9±9.7세였으며 남

자가 19명, 여자가 43명이었다. 각 피험자들은 금사상황버

섯 추출물을 8주간 하루 3캡슐씩 2회, 총 6캡슐(3.3 g/일)

또는 위약(유당)을 투여 받았다. 위약은 상황버섯 추출물과

같은 중량의 유당을 같은 모양의 캡슐에 담아 사용하였다.

유당의 열량은 620 kcal/100 g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

황버섯의 열량(300 kcal 미만/100 g)에 비해 높았다. 투여

기간 및 투여용량은 금사상황버섯 추출물의 랫드에 대한 13

주 경구 반복투여독성시험 결과에 따라 독성이 나타나지 않

는 농도에서 종간차이에 대한 불확실성계수를 감안하여 결

정하였다(BIOTOXTECH 2001). 피험자로부터 서면동의서

를 얻고 기초조사, 생명징후, 질병 과거력, 약물 복용 및 치

료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모든 시험과정은 이중맹검(double-

blind)으로 진행되었다.

2. 공복시의 혈당 및 지질 측정

대상자들이 금사상황추출물 및 위약을 복용하기 전과 8주

간의 복용이 끝난 후 공복상태에서 말초 정맥혈을 채혈하여

냉장상태에서 분석실까지 운반하여 혈중 포도당 농도를 측

정하였다. 또한, 지질성분 중에서는 총 콜레스테롤 및 중성

지방, 그리고 HDL, LDL의 양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측

정은 필임상의학연구소(서울, 한국)에 의뢰하여 시행하였다.

3. 자료입력 및 통계분석

조사, 분석된 모든 자료는 MS excel로 전산화하였고

SPSS(ver. 12.0)로 분석하였다. 금사상황버섯의 복용군 및

위약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χ2-test 및

Student’s t-test를 이용하였으며 금사상황버섯 복용에 따

른 혈당의 변화는 기준시기(0주)에 대한 복용 8주 후의 변

화량을 계산하여 양군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Student’s t-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고 동일 군에서 복용 전후의 비교

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p<0.05인 경우

를 통계학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모집된 62명의 지원자는 남자가 19명, 여자가

43명으로 여자의 수가 월등히 많았으나 block randomization

에 의한 무작위 배정 결과, 금사상황버섯 투여군과 위약군

의 남녀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value= 0.2705, Table 1>. 전체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0.9

±9.7세로 주로 40대와 50대로 구성되었으며, 금사상황버

섯 복용군과 위약군의 평균 나이 및 연령대별 분포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또

한,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험자의 현재 또는 과거

흡연력 및 음주력의 경우도 양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나, 이것들에 의한 교란작용(bias)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 대상자 중에서 이상반응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Figure > Flow diagram of clinical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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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3.2%)이었는데 모두 금사상황버섯을 투여한 군이었으

며 복용 4주째 나타난 증상들이었다. 그 중 한 명은 눈의 피

로 증상과 열감과 같은 가벼운 감기기운을 보였으며, 다른

한 명의 대상자는 위불쾌감을 보여 자의 탈락하였다<Fig. 1>.

금사상황버섯 추출물의 복용에 따른 체중 변화는 복용군

의 경우, 60.84 kg에서 61.38 kg으로 8주간의 복용에 의

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체중 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그러나 위약 복용군의 경우에도 평균 0.5 kg의

유의한 체중 증가가 관찰되었고 각 군의 체중 변화량을 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러한 체중의 증가가 상황버섯 추출물의 복용

으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여름철에 연구를 시

작하여 가을에 연구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보면 양

군에서의 체중 증가는 계절에 따른 식사량의 증가 때문일 가

능성도 있고, 완전한 탈의 상태에서 체중을 측정한 것이 아

니었으므로 착용한 복장의 중량 증가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상황버섯 추출물 복용으로 인한 지질 성분의 변화를 평가

하기 위하여 대상자들로부터 혈중 총콜레스테롤 농도와 중

성지방 농도, 그리고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농도를 복용 전과 복용 후에 각각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Table 3>. 그 결과, 총콜레스테롤 농도는 8주간의 복용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ncluded in the study

KPLE1) (31) Placebo (31) Total (62) p-value2)

Gender 
Male 3)12(38.7)3) 07(22.6) 19(30.7) 0.2705Female 19(61.3) 24(77.4) 43(69.3)

Age (year) 41.4±9.44) 40.4±10.1 40.9±9.7 0.7067
 30 03(09.4) 04(12.5) 07(11.1)

0.94440~50 15(46.9) 12(38.7) 27(42.8)
50~60 10(31.3) 11(35.5) 21(33.3)
60 04(12.5) 04(12.5) 08(12.7)

Smoking 
Non-smoker 24(77.4) 25(80.65) 49(79.0)

0.8433Ex-smoker 04(12.9) 3(9.68) 07(11.3)
Current smoker 03(09.7) 3(9.68) 06(09.7)

Drinking 
Never 17(58.9) 19(61.3) 36(58.0)

0.7051≤ 1 times/week 11(35.5) 09(29.0) 20(32.3)
1 times/week < 03(09.7) 03(09.7) 06(09.7)

1)Keumsa sangwhang (Phellinus linteus) mushroom extracts
2)p-value by χ2-test or Fisher’s exact test or t-test 
3)No. (%) 
4)mean±S.D

<Table 2> Effects of Keumsa sangwhang (Phellinus linteus) mushroom extracts on body weight in human 

Body Weight (kg)
p-value2)

Before After Difference
KPLE (30) 60.84±9.243) 61.38±8.83 0.76±1.15 p<0.01
Placebo (30) 59.38±8.313) 60.04±8.45 00.5±1.21 p<0.05
p-value1) n.s.4) n.s. n.s.

1)p-value by t-test
2)p-value by paired t-test
3)mean±SD 

4)not significant, p-value >0.05

<Table 3> Effects of Keumsa sangwhang (Phellinus linteus) mushroom extracts on serum lipid level in human

KPLE (30) Placebo (30) p-value1)

Total Cholesterol
(mg/dl, mean±SE)

Before 179.97±6.690 187.35±5.430 3)n.s.2)

After 181.73±6.560 191.00±5.070 n.s.
Difference 1.77±3.620 3.65±4.560 n.s.

Triglyceride
(mg/dl, mean±SE)

Before 136.60±17.81 169.90±23.26 n.s.
After 144.93±16.95 158.26±20.00 n.s.

Difference 8.33±10.89 -11.65±14.49 n.s.

HDL-Cholesterol
(mg/dl, mean±SE)

Before 51.87±2.130 53.81±1.920 n.s.
After 52.63±2.110 57.61±2.453) n.s.

Difference 0.77±1.040 3.81±1.490 n.s.

LDL-Cholesterol
(mg/dl, mean±SE)

Before 101.20±5.490 103.71±4.180 n.s.
After 99.93±5.200 103.42±4.020 n.s.

Difference -1.27±2.520 -0.29±3.410 n.s.
1)p-value by t-test
2)not significant, p-value >0.05
3)p<0.05 in change between before and after by 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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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상황버섯 추출물 복용군이 1.77, 위약 대조군이

3.65 mg/dl의 증가를 각각 나타냈으나 양군 사이의 통계적

인 유의성은 없었다. 또한, paired t-test의 결과도 양군

모두에서 복용 전후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다. HDL-콜레스테롤의 경우, 위약대조군의 경우에서만 복

용 전후의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제

외하면, 중성지방과 HDL-콜레스테롤, 그리고 LDL-콜레스

테롤 모두에서 복용 전후의 유의한 농도 변화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농도에 대한 군별 차이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8주 간의 금사상황버섯 추출물 복

용이 지질성분의 조성이나 농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을 시

사한다. β-glucan의 복용은 혈중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저

하시켜 줌으로써 당뇨병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 Queenan 등(2007)은 귀리에서 추출한 β-

glucan을 사람에게 매일 6 g씩 6주간 복용시킨 결과 총콜

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이 유의하게 감소되었음을 보

고한 바 있다. 또한, Reyna 등(2007)의 연구에서도 귀리에

서 추출한 β-glucan을 사람에게 매일 6 g씩 8주간 복용시

켰을 때 총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이 유의하게 감소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가 본 연구의 결과와 일

치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복용한 β-glucan의 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에 대한 결론은 추가연

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황버섯 추출물이 혈당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하여 복용 전과 복용 8주 후에 대상자들의 공복시의 혈당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Table 4>. 그 결과, 연구 개시 시점

에서는 상황버섯추출물 복용군과 위약대조군의 혈당이 각각

94.73과 95.16 mg/dl로 거의 유사한 농도를 나타냈으나 복

용 8주 후의 혈당은 84.47과 94.94 mg/dl의 농도를 보여

각각 10.27과 0.19 mg/dl의 농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변화량은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

으며, 군별로 paired t-test를 시행한 결과에서도 상황버

섯추출물 복용군에서만 복용 전후의 평균치가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황버섯 추출물

의 8주간 복용이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추어주는 효과가 있

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다른 많은 연구 결과와 일치

하는 결과이다(Choi & Koo 2000; Song 등 2001; Reyna

등 2003). 버섯의 β-glucan이 어떤 기전으로 혈당을 낮추

는지는 아직까지 확실치 않지만 Choi 등(2000)은 β-

glucan이 전반적인 maltase 및 lactase 활성을 저하시켜

이당류의 분해를 억제시킴으로써 혈당을 조절해 줄 가능성

을 제시한 바 있다. 향후에 이와 관련된 추가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상황버섯 복용 8주 후의 공복 혈

당을 한번만 측정하여 평가했다는 점이다. 또한, 본 임상연

구의 주목적이 금사상황버섯 복용에 의한 면역력 평가였으

므로 혈당과 관련된 다양한 인자들의 고려가 충분치 못했

다. 공복혈당과 더불어 보다 장기간의 평균 혈당치를 반영

해주는 지표인 당화혈색소를 함께 측정하고 복용 기간에 따

른 반복 측정이 된다면 보다 설득력 있는 결과가 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상황버섯 추출물의 혈당강하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 가

능성을 보였다는 점과 당뇨병 예방에 대한 기능성 식품으로

의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금사상황버섯 추출물의 복용이 혈당 및 지질성

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것으로, 대상자는 금사상

황버섯 추출물 복용군과 위약 복용군 각각 31명씩이었으며

총 8주간 상황버섯 추출물 및 위약을 하루 3캡슐씩 2회, 총

6캡슐(3.3 g/일) 매일 경구 복용하였다. 대상자들로부터 혈

중 콜레스테롤 농도와 공복시의 혈당을 측정하여 복용에 따

른 변화를 비교하였다. 공복시 혈중의 총콜레스테롤 및 중

성지방,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의 농도는 금사

상황버섯 추출물 복용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

타나지 않았다. 한편, 공복 시 혈당은 금사상황버섯 추출물

복용군의 경우가 8주 동안 10.27 mg/dl의 유의한 혈당 감

소(p<0.01)를 보인 반면, 위약 대조군에서는 유의한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이상의 결과는 상황버섯 추출물의 혈당

강하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당뇨병 예방에 대한 기

능성 식품으로의 개발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Table 4> Effects of Keumsa sangwhang (Phellinus linteus) mushroom extracts on blood glucose level in human

Fasting serum glucose level (mg/dl)
p-value2)

Before After Difference
KPLE (30) 3)94.73±2.273) 84.47±2.80 -10.27±3.39 p<0.01
Placebo (30) 95.16±1.59 94.94±3.99 0-0.19±3.74 n.s.
p-value1) n.s.4) p<0.05 p<0.05

1)p-value by t-test
2)p-value by paired t-test
3)mean±SD
4)not significant, p-value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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