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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상황버섯은 동의보감에 상목이(桑木耳)라 하여 탕액편에 소

개되었고
1), 본 강목에서는 木耳, 桑耳, 桑黃 등 여러 이름으로 

언 하고, 효능을 黑桑黃과 金桑黃으로 나 어 설명하고 있으나, 

체 으로 여성 자궁, 남성 생식기, 소화기 계통의 어 , 병, 

종양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2). 

한 상황버섯은 기원이 다양하고 종류가 많으나, 가장 효능이 

탁월하고, 로부터 인정하고 있는 것은 Phellinus linteus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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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was designed to observe the effects of the Phellinus linteus-Barley corn water extract (PLBC) on the 

improvement of the blood biochemical aspects; serum AST, ALT, LDH, ALP, Phospholipid, Trigryceride, Total 

Cholesterol, HDL, LDL, of Triton WR-1339(TX)-induced hiperlipidemic rats. Experimental groups were designed to 

normal control group(Normal), hiperlipidemic control group(Control), hiperlipidemic control group treated with Barley corn 

water extract(1000mg/1kg ; BC), hiperlipidemic control group treated with Phellinus linteus-Barley corn water extract 

(500, 1000, 1500mg/1kg; PLBC-1, PLBC-2, and PLBC-3, respectively). Serum AST levels of BC and all PLBC treated 

group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p<0.005) compared to Control group. Serum ALT levels of BC and PLBC-2 groups 

were decreased (p<0.05),  PLBC-1 and  PLBC-3 group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p<0.005) compared to Control 

group. Serum LDH levels of BC group was decreased but no significant, PLBC-1 and PLBC-2 groups were decreased 

(p<0.05), PLBC-3 group was significantly decreased (p<0.025) compared to Control group. Serum ALP levels of BC and 

PLBC-1 groups were decreased (p<0.05), PLBC-2 group was decreased but no significant, PLBC-3 group was 

significantly decreased (p<0.005) compared to Control group. Serum Phospholipid levels of BC group was decreased 

but no significant, PLBC-1 group was decreased (p<0.025), PLBC-2 and PLBC-3 group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p<0.005) compared to Control group. Serum Triglyceride levels of BC group was increased but no significant, PLBC-1 

group was decreased but no significant, PLBC-2 and PLBC-3 group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p<0.005) compared 

to Control group. Serum Total cholesterol levels of BC group was decreased (p<0.05), PLBC-1, PLBC-2 and PLBC-3 

group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p<0.005) compared to Control group. Serum HDL levels of BC group was 

increased (p<0.05), PLBC-1 and PLBC-2 group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p<0.005), PLBC-3 group was  increased 

(p<0.025) compared to Control group. Serum LDL levels of BC, PLBC-1 and PLBC-2 groups were decreased but no 

significant, PLBC-3 group was significantly decreased (p<0.005) compared to Control group.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Phellinus linteus-Barley corn water extract improve Triton WR-1339(TX)-induced hiperlipidemic symptom in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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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한 단백다당체로서 뽕나무에 이의 균사를 이식하여 재배한 

것을 말하며 여성의 자궁 질환 특히 자궁의 종양이나, 장의 염증, 

종양 질환  숙취 등에 효능이 있으니 이는 인체의 면역 증강 

 항암 효능이 뛰어 남을 의미한다3-6)
. 

    보리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짜며 독이 없다. 기를 돕고[益

氣] 를 조화시키며[調中] 설사를 멎게 하고 허한 것을 보한

다.  5장을 든든하게 하는데 오랫동안 먹으면 살이 고 건강

해지며, 몸이 윤택해진다고 하 다. 

    상황버섯에 한 실험  연구는 주로 항암과 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면역 증강과 련된 연구도 상황버섯 단일 

추출물질에 국한된 보고이며, 수종의 한약재와 혼합, 추출한 물

질에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11-14)
. 

    본 연구는 상황버섯균사체를 제주산 보리에 종 배양함으

로서 상황 버섯의 효능과 더불어 사용 가능한 보건기능개선을 

한 상품에 한 효능을 검정하고자 한다. 

    개발된 상황보리(Phellinus linteus-Barley corn)를 잡곡 용

으로 상복하 을 때 나타나는 기능성 에 지질 사에 한 효

능을 검증하기 하여 상황보리 추출물을 일주일간 투여한 후, 

Triton WR-1339(tyloxapol: Sigma T8761)을 복강으로 40 mg/100 

g 투여하고, 18시간 경과 후 채 하여 청  AST, ALT활성도 

변화율, LDH, ALP  활성도 변화율, Phospholipid, TG 함량 변화

율  Total Cholesterol, HDL and LDL 함량 변화율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실험방법

1. 재료

 1) 기구  시약

    실험에 사용한 기구로는 생화학분석기(Cobas Mira, Roche, 

Switzerland), 원심분리기 (IEC Centra-8R centrifuge 

international EQUIPMENT COMPANY Extraction apparatus 

3unit×500ml USA), 감압농축기(Rotarapor REIII BÜCHI 

Switzerland) 등이었다.

 2) 동물

    실험 동물은 체  130 ｇ내외의 Sprague Dawly계 웅성 흰

쥐( 한실험동물센터, 한국)를 구입하여 고형사료(삼양 배합사료 

실험동물용, 삼양유지사료, 한국)와 물을 충분히 공 하면서 실

험실 환경(온도: 20±2℃, 습도: 40～60％, 명암: 12시간 light/dark 

cycle) 하에서 2주 응 후 사용하 다.

2. 방법

 1) 상황보리 추출액의 제조

    상황보리  보리 200 g을 약탕기에 넣고 증류수 2 L를 넣

은후 2시간동안 열수 추출한 후, 여액을 동결건조하여 25 g을 얻

어 이를 실험에 사용하 다.

 2) 실험군

    실험군을 5개군으로 나 어 Normal, Control , BC(Barley 

corn),  PLBC(Phellinus linteus Barley corn)-1, PLBC(Phellinus 

linteus Barley corn)-2, PLBC(Phellinus linteus Barley corn)-3  

으로 하고 각각 6마리를 배정하 다. 

Table 1. group

Group Treatment

Normal Non treated group

Control Saline treated group after Triton WR-1339 (40 mg/100(rat))

BC
Barley corn 100 mg/100 g(rat) treated group without Triton 

WR-1339 (40 mg/100(rat))

PLBC-1
Phellinus linteus Barley corn 50 mg/100 g(rat) treated group 

after Triton WR-1339 (40 mg/100(rat))

PLBC-2
Phellinus linteus Barley corn 100 mg/100g(rat) treated  group 

after Triton WR-1339 (40 mg/100(rat))

PLBC-3
Phellinus linteus Barley corn 150 mg/100 g(rat) treated group 

after Triton WR-1339 (40 mg/100(rat))

 2) 고지 증의 유발 

    실험실 환경에 응시킨 실험동물들을 고지  유발 16시간 

부터 식시킨 후 Triton WR-1339(tyloxapol: Sigma T8761)을 

복강으로 40 mg/100 g 투여하고, 18시간 경과 후 채 하 다 

 3) 검액의 투여  채

    고지 증을 유발하기 7일 부터 실험군은 검액을 정해진 

농도에 맞추어 1일 1회 경구 투여하 고, 조군은 생리식염수를 

1일 1회 경구 투여하 고, 채 은 실험동물을 에테르로 가볍게 

마취한 후, 심장천자를 통하여 을 채취하 다. 채취한 

은 상온에 방치한 후 원심분리기(Centra-8R, IEC, USA)로 3.000 

rpm, 15분간 원심 분리하여 청을 분리하 다.

 4) 실험결과의 측정 

  (1) 청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 GOT) 활성도 측정

    청  AST측정은 자동 분석기기 (COBAS MIRA, Roche, 

Germany)로 Reitman-Frankel법을 통하여 발생하는 갈색의 흡

도 측정하고 표 청에 있어서도 같은 방법으로 반응시켜 작

성한 검량선으로 부터 검체 의 AST를 측정하 다.

  (2) 청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GPT) 활성도 측정

    청  ALT측정은 자동 분석기기 (COBAS MIRA, Roche, 

Germany)로 Reitman-Frankel법을 통하여 발생하는 갈색의 흡

도 측정하고 표 청에 있어서도 같은 방법으로 반응시켜 작

성한 검량선으로 부터 검체 의 ALT를 측정하 다.

  (3) 청  Lactate Dehydrogenase (LDH) 활성도 측정

    청  LDH 측정은 자동 분석기기 (COBAS MIRA, Roche, 

Germany)로 LDH가 젖산을 산화, 피루빈산을 생성하고, 조효소

인 NAD는 NADH로 환원되면서, 340 nm에서의 흡 도가 증가

하는데 이 흡 도 변화속도를 측정하는 것에 의하여 LDH의 활

성치를 구하고 표 청에 있어서도 같은 방법으로 반응시켜 작

성한 검량선으로 부터 검체 의 LDH 농도를 측정하 다.

  (4) 청  Alkaline Phosphatase (ALP) 활성도 측정

    청  ALP 측정은 자동 분석기기 (COBAS MIRA, Roche, 

Germany)로 청 의 ALP가 알카리 용액 에서 기질인 p-니트

로페닐인산을 p-니트로페놀과 인산으로   유리시키는 것을 이용,  

p-니트로페놀(황색)의 흡 도의 증가속도를 측정하여 ALP의 활

성치를 구하고 표 청에 있어서도 같은 방법으로 반응시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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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검량선으로 부터 검체 의 ALP 농도를 측정하 다.

  (5) 청  Triglyceride (TG) 함량 측정

    청  Triglyceride 측정은 자동 분석기기 (COBAS MIRA, 

Roche, Germany)로 유리 Glycerol 소거법 (GPO with Glycerol 

blank)을 통하여 반응물의 탁도를 학 으로 측정하고 표

청에 있어서도 같은 방법으로 반응시켜 작성한 검량선으로 부터 

검체 의  Triglyceride농도를 측정하 다.

  (6) 청  Total Cholesterol (TC) 함량 측정

    청  Total Cholesterol 측정은 자동 분석기기 (COBAS 

MIRA, Roche, Germany)로 효소법을 통하여 발생한 자색의 흡

도를 측정하고 표 청에 있어서도 같은 방법으로 반응시켜 

작성한 검량선으로 부터 검체 의 Total Cholesterol의 농도를 

측정하 다.

  (7) 청  HDL-Cholesterol (HDL) 함량 측정

    청에서 Heparin 과 Mn염을 함유한 침 시액을 하면 β

-lipoprotein이 선택 으로 침 된다. 이 침 을 제거한 청에 

발생시약을 가해 37℃로 가온하면 유리형 cholester로 되며 

cholesteroloxidase의 작용으로 산화되어 과산화수소를 형성한다. 

이 과산화수소는 Peroxidase의 작용에 의해 chlorophenol 과 

4-aminoantipyrine을 정량 으로 산화 축 시켜 색색소를 생

성하므로 50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lipoprotein 의 

cholesterol(HDL-C) 함량을 구하 다.

    HDL-C(mg/dl) = ES / ESTD × 100 

  (8) 청  LDL-Cholesterol (LDL) 함량 측정

    LDL-C는 이미 산출된 TC, TG, HDL-C를 사용하여 

Friedwald의 공식(TG가 400 mg/dl 이하일 때)에  의해 간  산

출하 다.

    LDL-C(mg/dl) = Total Cholesterol - ( HDL-C  + (TG / 5) ) 

  (9) 청  Phospholipid (PL) 함량 측정

    청  Phospholipid의 측정은 자동 분석기기 (COBAS 

MIRA, Roche, Germany)로 효소법을 통하여 발생한 자색의 흡

도를 측정하고 표 청에 있어서도 같은 방법으로 반응시켜 작성

한 검량선으로 부터 검체 의 Phospholipid 농도를 측정하 다.

 5) 통계처리 

    조군  비교약물을 사용한 군과의  비교로 그 효과를 알

아보았으며, Student T-test에 의해 통계처리 하 다.

결    과

1. 청  AST, ALT활성도 변화율에 미치는 향

    AST의 변화는 Normal은 100.5±3.8(U/I)이며, Normal에 비

하여 Control은 196.3±9.6(U/I)로 유의하게(p<0.005) 증가하 으

며, Control에 비하여 BC은 148.3±9.3(U/I)로 하게 유의한

(p<0.005) 감소를 하 다. PLBC-1,PLBC-2, PLBC-3은 각각 

151.0±6.6(U/I), 147.3±5.7(U/I), 138.0±3.2(U/I)로 Control에 비하

여 하게 유의한(p<0.005) 감소를 보 다. 

    한편 ALT의 변화는 Normal은 39.5±1.1(U/I)이며, Normal에 

비하여 Control은 74.0±3.1(U/I)로 유의하게(p<0.005) 증가하 으

며, Control에 비하여 BC은 63.7±2.2(U/I)로 유의한(p<0.05) 감소

를 하 다. PLBC-2는 63.7±2.7(U/I)로 Control에 비하여 유의한

(p<0.05) 감소를 보 고, PLBC-1과 PLBC-3은 각각 

57.7±1.1(U/I), 59.3±2.4(U/I)로 Control에 비하여 하게 유의

한(p<0.005) 감소를 보 다(Table 2).  

Table 2. Effect of PLBC on the serum AST and ALT activity in Triton 

WR-1339 intoxicated rats

Group1) No. of animal AST (U/I) ALT (U/I)

Normal

6

100.5±3.8
a)

39.5±1.1

Control 196.3±9.6### 74.0±3.1###

BC 148.3±9.3*** 63.7±2.2*

PLBC-1 151.0±6.6*** 57.7±1.1***

PLBC-2 147.3±5.7*** 63.7±2.7*

PLBC-3 138.0±3.2*** 59.3±2.4***

1) : Refer to Table 1. a) : Mean ± Standard Error. *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compared with data of Control. #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compared with data of 
Normal(*: p＜0.05, ***, ###: p＜0.005)

2. 청  LDH, ALP  활성도 변화율에 미치는 향

    LDH의 변화는 Normal은 1331.0±149.8(U/I)이며, Normal에 

비하여 Control은 1846.0±209.9(U/I)로 유의하게(p<0.05) 증가하

으며, Control에 비하여 BC은 1613.3±109.0(U/I)로 감소는 하

으나 유의성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PLBC-1, PLBC-2는 각각 

1389.3±85.8(U/I), 1240.7±164.0(U/I)로 Control에 비하여 유의한

(p<0.05)감소를 나타내었으며, PLBC-3도 1166.0±111.6(U/I)로 

Control에 비하여 유의한(p<0.025) 감소를 보 다. 

    한편 ALP의 변화는  Normal은 129.5±4.9(U/I)이며, Normal

에 비하여 Control은 146.7±3.6(U/I)로 유의하게(p<0.025) 증가하

으며, Control에 비하여 BC은 134.7±2.5(U/I)로 유의한(p<0.05) 

감소를 보 다. PLBC-1은 132.0±4.3(U/I)로 Control에 비하여 유

의한(p<0.05) 감소를 보 고, PLBC-2는 140.0±2.6(U/I)로 Control

에 비하여 감소는 하 으나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으며, PLBC-3

은 130.7±1.6(U/I)로 Control에 비하여 하게 유의한(p<0.005) 

감소를 보 다(Table 3).  

Table 3. Effect of PLBC on the serum LDH and ALP activity in Triton 

WR-1339 intoxicated rats

Group No. of animal LDH (U/I) ALP (U/I)

Normal1)

6

1331.0±149.8a) 129.5±4.9

Control 1846.0±209.9
#

146.7±3.6
##

BC 1613.3±109.0 134.7±2.5*

PLBC-1 1389.3±85.8* 132.0±4.3*

PLBC-2 1240.7±164.0* 140.0±2.6

PLBC-3 1166.0±111.6** 130.7±1.6***

1) : Refer to Table 1. a) : Mean ± Standard Error. *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compared with data of Control. #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compared with data of 
Normal. (*, #: p＜0.05, **, ##: p＜0.025, ***: p＜0.005)

3. 청  Phospholipid, TG 함량 변화율에 미치는 향

    Phospholipid의 변화는 Normal은 134.7±4.7(g/dl)이며, 

Normal에 비하여 Control은 384.7±10.4(g/dl)로 하게 유의

한(p<0.005) 증가를 하 다. Control에 비하여 BC은 384.3±20.6 

(g/dl)로 감소는 하 으나 유의성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PLBC-1

은 279.7±32.6(g/dl)로 Control에 비하여 유의한(p<0.025)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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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PLBC-2, PLBC-3은 각각 274.0±30.5(g/dl), 183.±26.3(g/dl)

로 Control에 비하여 하게 유의한(p<0.005) 감소를 보 다. 

    한편 Triglyceride의 변화는 Normal은 52.6±3.6(mg/dl)이며, 

Normal에 비하여 Control은 1223.9±45.5(mg/dl)로 하게 유

의한(p<0.005) 증가를 하 다. Control에 비하여 BC은

1325.9±84.1(mg/dl)로 증가는 하 으나 유의성을 나타내지는 않

았다. PLBC-1은 1044.0±95.3(mg/dl)로 Control에 비하여 감소는 

하 으나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고, PLBC-2, PLBC-3은 각각 

872.7±84.3(mg/dl), 85.9±2.8(mg/dl)로 Control에 비하여 하

게 유의한(p<0.005) 감소를 보 다(Table 4). 

Table 4. Effect of PLBC on the Phospholipid and TG contents in Triton 

WR-1339 intoxicated rats

Group1) No. of animal Phospholipid (g/dl) TG (mg/dl)

Normal

6

134.7±4.7
a)

52.6±3.6

Control 384.7±10.4### 1223.9±45.5###

BC 384.3±20.6 1325.9±84.1

PLBC-1 279.7±32.6** 1044.0±95.3

PLBC-2 274.0±30.5*** 872.7±84.3***

PLBC-3 183.0±26.3*** 85.9±2.8***

1) : Refer to Table 1. a) : Mean ± Standard Error. * ;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compared with data of Control. #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compared with data of 
Normal. (**: p＜0.025, ***, ###: p＜0.005)

4. 청  Total Cholesterol, HDL and LDL 함량 변화율에 미치

는 향

    Total Cholesterol의 변화는 Normal은 104.3±2.1(mg/dl)이

며, Normal에 비하여 Control은 286.0±14.5(mg/dl)로 하게 

유의한(p<0.005) 증가를 하 다. Control에 비하여 BC은 239.8±15.2 

(mg/dl)로 유의한(p<0.05)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PLBC-1, 

PLBC-2, PLBC-3은 각각 179.3±19.9(mg/dl), 167.5±11.8 (mg/dl), 

142.0±19.3(mg/dl)로 Control에 비하여 하게 유의한

(p<0.005) 감소를 보 다.  

    한편 HDL의 변화는 Normal은 23.3±0.8(mg/dl)이며, 

Normal에 비하여 Control은 29.3±1.9(mg/dl)로 유의한(p<0.025) 

증가를 하 다. Control에 비하여 BC은 34.0±1.1(mg/dl)로 유의

한(p<0.05)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PLBC-1, PLBC-2, 각각 

38.7±2.7(mg/dl), 48.3±3.6(mg/dl)로 Control에 비하여 하게 

유의한(p<0.005) 증가를 보 으며, PLBC-3은 39.7±2.8(mg/dl)로 

Cotrol에 비하여 유의한(p<0.025) 증가를 나타내었다. 

Table 5. Effect of PLBC on the Total Cholesterol, HDL-C and LDL-C 

contents in Triton WR-1339 intoxicated rats

Group1)
No. of 
animal

 Total Cholesterol
(mg/dl)

HDL-C (mg/dl) LDL-C (mg/dl)

Normal

6

104.3±2.1a) 23.3±0.8 80.6±2.2

Control 286.0±14.5### 29.3±1.9## 183.3±4.9###

BC 239.8±15.2* 34.0±1.1* 169.7±8.7

PLBC-1 179.3±19.9*** 38.7±2.7** 155.3±14.9

PLBC-2 167.5±11.8*** 48.3±3.6*** 160.1±14.4

PLBC-3 142.0±19.3*** 39.7±2.8** 107.6±14.1***

1) : Refer to Table 1. a) : Mean ± Standard Error. * ;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compared with data of Control. #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compared with data of 
Normal. (*: p＜0.05, **, ##: p＜0.025, ***, ###: p＜0.005)

     LDL의 변화는 Normal은 80.6±2.2(mg/dl)이며, Normal

에 비하여 Control은 183.3±4.9(mg/dl)로 하게 유의한

(p<0.005) 증가를 하 다. Control에 비하여 BC, PLBC-1, PLBC-2

는 각각 169.7±8.7(mg/dl), 155.3±4.9(mg/dl), 160.1±14.4(mg/dl)

로 감소는 하 으나 유의성은 나타내지 않았고, PLBC-3은 

107.6±14.1(mg/dl)로 Cotrol에 비하여 하게 유의한(p<0.005) 

감소를 나타내었다(Table 5). 

고    찰

    최근에 들어 생활수 의 향상과 식이성향의 서구화에 따른 

지방섭취율의 변화로 인해 그 발병이 증가추세에 있는 고지 증

은 내막에 콜 스테롤 과다 침 을 야기시킴으로써 동맥경

화의 발병증가를 주도하기 때문에 고지 증의 치료에 많은 심

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

    고지 증을 일으키는 원발성 병인으로는 triglyceride의 

hydrolysis의 해3-6), LDL receptor 결핍의 결과인 LDL의 사

이상7,8),  Apo B의 transport율의 증가9)와 같은 지질과 지단백

의 사 이상이 있고, 속발성 원인으로는 당뇨병, 갑상선 기능

하  알콜성 간질환 등이 있다
10).

    이러한 고지 증은 한의학 으로 痰濁, 血  등의 범주에 속

하고, 두훈, 두통, 기단, 흉민, 요술산연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발

병의 외 요인으로는 비감후미의 과다한 섭취로 발생하고, 내

요인으로는 간비신의 기능 하로 인한 지질 사의 실 에 의한 

어습, 어 이 생하여 발생하게 된다.

     그 병리기 는 본허표실인데, 간비신허는 본허에 속하고, 

어습 어는 표실에 속하므로 치법에 있어서 자보간신, 조리비기

로 부정하고, 활 화잠, 리습화어으로 거사하여 표본동치, 보사

경시하는데, 표본완 을 고려하여 변증시치하여야 한다고 보고

하 다11).

    상황버섯은 동의보감에 상목이(桑木耳)라 하여 탕액편에 소

개되었고31), 본 강목에서는 木耳, 桑耳, 桑黃 등 여러 이름으로 

언 하고, 효능을 黑桑黃과 金桑黃으로 나 어 설명하고 있으나, 

체 으로 여성 자궁, 남성 생식기, 소화기 계통의 어 , 병, 종

양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32). 

    한 상황버섯은 기원이 다양하고 종류가 많으나, 가장 효능

이 탁월하고, 로부터 인정하고 있는 것은 Phellinus linteus로

부터 분리한 단백다당체로서 뽕나무에 이의 균사를 이식하여 재

배한 것을 말하며 여성의 자궁 질환 특히 자궁의 종양이나, 장의 

염증, 종양 질환  숙취 등에 효능이 있으니 이는 인체의 면역 

증강  항암 효능이 뛰어 남을 의미한다33-36).

    보리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짜며 독이 없다. 기를 돕고[益

氣] 를 조화시키며[調中] 설사를 멎게 하고 허한 것을 보한

다.  5장을 든든하게 하는데 오랫동안 먹으면 살이 고 건강

해지며, 몸이 윤택해진다고 하 다. 

    상황버섯에 한 실험  연구는 주로 항암과 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면역 증강과 련된 연구도 상황버섯 단일 

추출물질에 국한된 보고이며, 수종의 한약재와 혼합, 추출한 물

질에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37-40).이에 상황보리가 고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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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향에 한 보고는 없어 본 연구를 시행하 다.

    본 실험에 사용된 상황보리(Phellinus linteus-Barley corn)는 

제주도산 맥주보리에 상황을 배양한 것으로 조직검사상으로 상

황의 비율이 85%정도인 것으로 하 다.

    본 연구에서 소량의 시료로 단시간내의 효과 검증을 해 

인 으로 일시 인 고지 증의 유발이 필요하여 세포의 lipase

활성을 억제하여 액 내 triglyceride와 LDL을 증가12-14)
시키고, 

세포내 lipas활성을 억제에도 여하여 세포내 triglyceride의 축

을 증가4)
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Triton WR-1339를 사용하 다. 

Triton WR-1339는 non-haemolytic detergent 로 triglyceride, 

high-molecular-weight Apo B, free & ester-bound cholesterol, 

phospolipid  fatty acid의 청농도를 증가15,16)
시키고, in vivo

와 in vitro에서의 lysosomal cholesterol esterase의 활성도를 감

소17,18)시키며, 조직 내 형태변화로서 간조직내 콜 스테롤의 축

을 증가시키고, 신장내 피질의 사구체와 곡세뇨 에 콜 스테

롤의 축 을 증가시킨다고 보고19,20)되었다.

    Triton WR-1339에 의해서 간에서 일어나는 지방 사 이상

의 결과로는 Triton WR-1339에 의해 3-hydroxy-3- 

methyglutaryl-CoA (HMG CoA) reductase에 의한 간세포내에

서 cholesterol 합성 증가로 야기된 plasma lipoprotein의 증가와 

같은 기 에 의한 지방축 이 나타난다는 보고21-23)와, Triton 

WR-1339가 세포내 lipase의 활성을 해하여 triglyceride의 축

을 증가시키며, 지방입자의 증가는 주로 콜 스테롤의 증가에 의

해 주도된 것이라는 보고4)가 있다. 한 이러한 간세포 내의 지

방 사장애로 인해 액내에서의 총 콜 스테롤, 유리콜 스테

롤, 성지방  도지단백의 함량등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24,25).

    Triton WR-1339에 의해서 간에서 일어나는 지방 사 이상

의 결과로 반  간기능의 하  지질 련 사의 이상이 있

을 것으로 생각되어 고지 증을 유발 후 간기능  지질 련 

사 측정을 해 여러 가지 지표의 변화를 찰하 는데, 간기능 

련으로 AST, ALT, LDH, ALP를 측정하 으며, 지질 사 련

으로 Phospholipid,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를 측정하 다.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는 아미노산의 아미노기를 

아미노산 잔기로 옮기는 매로서 임상 으로 요한 효소  하

나로 거의 모든 세포의 cytoplasm 과 mitochondria에서 발견되

는데 주로 간장, 심장, 골격근, 신장 췌장, 그리고 좀 지만 

구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들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세포내의 효

소가 청내로 유출되어서 청농도를 증가시키고30), Alanine 

aminotransferase(ALT)는 Krebs cycle(citric acid 는 

tricarboxylic acid cycle)에서 amino acid 로부터 amino 기를 

시켜 새로운 amino acid를 만드는 과정을 진하는 임상 으

로 요한 두 효소  하나로서, 조직 energy를 산생하는 데 필요

한 효소이다.  다른 aminotransferase 인 AST(GOT)와 다른 

은 ALT는 주로 간세포질 내에 풍부하며 그 외의 신장, 심장, 골

격근에 분포되어 있으며, 성 간세포 손상 시 민한 지표가 된

다. 이와 같이 간세포의 병변이 발생하면 ALT는 세포질 내에서 

유리되어 류로 방출된다30)
.

    청  AST의 변화는 Control에 비하여 BC,  PLBC-1, 

PLBC-2, PLBC-3가 하게 유의한(p<0.005) 감소를 보 고, 

ALT의 변화는 Control에 비하여 BC, PLBC-2은 유의한(p<0.05) 

감소를 보 고, PLBC-1과 PLBC-3은 하게 유의한(p<0.005) 

감소를 보 다.

    LDH는 생체내 해당계의 최종 단계에서 작용하는 효소로, 

L-lactate를 pyruvate로 환하는 가역반응을 매하는 효소로 

세포의 손상이 있으면 청 내에서 total LDH를 증가시키고30)
, 

Alkaline phosphatase는 간장, 골, 신장, 소장, 태반 등 여러 기

에 분포되고 정상 성인 청 에는 주로 간에서 다음이 골에서 

유래하는 isoenzyme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청 alkaline 

phosphatase 가 증가하는 질환으로서는 간경변으로 인한 담  

폐쇄를 비롯한 간 담도계 질환, 각종 골질환이 있는데 이때 

하게 증가할 수 있다30).

    청  LDH의 변화는  Control에 비하여 BC는 감소는 하

으나 유의성을 나타내지는 않았고, PLBC-1, PLBC-2와 PLBC-3

는 Control에 비하여 각각 (p<0.05)과 (p<0.025)로 유의한 감소를 

보 으며, ALP의 변화는 Control에 비하여 BC, PLBC-1은 유의

한(p<0.05) 감소를 보 고, PLBC-2는  Control에 비하여 감소는 

하 으나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으며, PLBC-3은 Control에 비하

여 하게 유의한(p<0.005) 감소를 보 다.

    Phospholipid는 세포구조의 유지에 필수 이며 친수성  

소수성의 양면을 가지고 잇어 생체 내에서 계면활성제의 역할을 

하고, 다른 지질의 유화, 액응고, 산-염기 평형 등에 기여하며 

cholesterol과 평행하게 변동되는 수가 많으며 폐색성 황달에서

는 특징 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수가 있다26,27).  

Triglyceride는 체내에서 에 지의 운반, 축 , 장기나 조직의 형

태유지 등에 이용되며 수치가 낮은 경우에는 양불량일 가능성

이 있으며,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동맥경화성 심  질환의 발

병율이 높으며 환자에게 한 주의가 필요하다26,27).

    청  Phospholipid의 변화는 Control에 비하여 BC은 감

소는 하 으나 유의성을 나타내지는 않았고, PLBC-1은 유의한

(p<0.025)감소를 보 고, PLBC-2, PLBC-3은 각각 하게 유의

한(p<0.005) 감소를 보 다. 

    한편 Triglyceride의 변화는 Control에 비하여 BC은 증가는 

하 으나 유의성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며, PLBC-1은 감소는 하

으나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고, PLBC-2, PLBC-3은 각각  하

게 유의한(p<0.005) 감소를 보 다.  

    음식 의 cholesterol은 섭취 후 즉시  농도로 반 되지

는 않지만 동물성 지방식 습 은 고콜 스테롤 증, 특히 죽상경

화증, 상동맥질환, 고 압의 험률이 높아진다27). 

HDL-cholesterol은 간에서 생성되며 세포막 등 조직의 

cholesterol을 간으로 운반하여 분해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임상

으로 수치가 낮아지면 동맥경화성 질환을 일이키기 쉽다26,28,29)
.

    LDL-cholesterol은 cholesterol을 조직으로 운반하는데 동맥

 조직에 cholesterol이 축 되면 동맥경화증과 심장병의 원

인이 되기도 한다26,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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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Total Cholesterol의 변화는  Control에 비하여 BC

은 유의한(p<0.05)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PLBC-1, PLBC-2, 

PLBC-3은 하게 유의한(p<0.005) 감소를 보 다. HDL의 변

화는 Control에 비하여 BC은 유의한(p<0.05) 증가를 나타내었으

며, PLBC-1, PLBC-2, 하게 유의한(p<0.005) 증가를 보 으

며, PLBC-3은 유의한(p<0.025) 증가를 나타내었다. 

     LDL의 변화는 Control에 비하여 BC, PLBC-1, PLBC-2는 

감소는 하 으나 유의성은 나타내지 않았고, PLBC-3은 하게 

유의한(p<0.005) 감소를 나타내었다.

    의 결과에서 상황보리는 지질 사이상 지표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에서 한 개

선효과를 얻었으며,  LDL-cholesterol, Phospholipid에서는  

PLBC-3는 한 개선효과를 얻었으나 나머지는 개선효과는 있

었으나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간기능 지표  AST, ALT에

서는 한 개선효과를 얻었고, LDH, ALP는 하지는 않지

만 유의성 있는 개선효과를 나타내었다. 고지 유발을 해 사용

한 Triton WR-1339은  3-hydroxy-3-methyglutaryl-CoA(HMG 

CoA) reductase에 의한 간세포 내에서 cholesterol 합성 증가로 

야기된 plasma lipoprotein의 증가와 같은 기 에 의한 지방축

이 나타난다는 보고21-23)와, Triton WR-1339가 세포내 lipase의 활

성을 해하여 triglyceride의 축 을 증가시키며, 지방입자의 증

가는 주로 콜 스테롤의 증가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는 보고가 

있는데 이러한 간세포 내에서의 콜 스테롤을 비롯한 지방축  

 농도 증가는 반 인 간기능의 하를 유발, 간기능지수

의 증가를 유발하 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황보리에 의한 간세포

의 콜 스테롤을 비롯한 지방축 감소   농도 하를 통해

서 간기능 개선에 효과를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개발된 상황버섯보리를 잡곡 용으로 상복하 을 때 나타

나는 기능성 에 지질 사에 한 효능을 검증하기 하여 상황

버섯보리 추출물을 일주일간 투여한 후, Triton WR-1339을 통하

여 고지 증을 유발시키고 AST, ALT활성도 변화율, LDH, ALP  

활성도 변화율, Phospholipid, TG 함량 변화율  Total 

Cholesterol, HDL and LDL 함량 변화율을 검사하여 본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고지 증을 유발시킨 흰쥐의 청  AST의 변화는 Control

에 비하여 BC,  PLBC-1, PLBC-2, PLBC-3가 하게 유의한 감

소를 보 다. 고지 증을 유발시킨 흰쥐의 청  ALT의 변화

는 Control에 비하여 BC, PLBC-2은 유의한 감소를 보 고, 

PLBC-1과 PLBC-3은 하게 유의한 감소를 보 다. 고지 증

을 유발시킨 흰쥐의 청  LDH의 변화는  Control에 비하여 

BC는 감소는 하 으나 유의성을 나타내지는 않았고, PLBC-1, 

PLBC-2와 PLBC-3는 Control에 비하여 유의한 감소를 보 다. 

고지 증을 유발시킨 흰쥐의 청  ALP의 변화는 Control에 

비하여 BC, PLBC-1은 유의한 감소를 보 고, PLBC-2는  Control

에 비하여 감소는 하 으나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으며, PLBC-3

은 Control에 비하여 하게 유의한 감소를 보 다. 고지 증

을 유발시킨 흰쥐의 청  Phospholipid의 변화는 Control에 

비하여 BC은 감소는 하 으나 유의성을 나타내지는 않았고, 

PLBC-1은 유의한 감소를 보 고, PLBC-2, PLBC-3은 각각 

하게 유의한 감소를 보 다. 고지 증을 유발시킨 흰쥐의 청 

 Triglyceride의 변화는 Control에 비하여 BC은 증가는 하 으

나 유의성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며, PLBC-1은 감소는 하 으나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고, PLBC-2, PLBC-3은 각각  하게 유

의한 감소를 보 다. 고지 증을 유발시킨 흰쥐의 청  Total 

Cholesterol의 변화는  Control에 비하여 BC은 유의한 감소를 나

타내었으며, PLBC-1, PLBC-2, PLBC-3은 하게 유의한 감소

를 보 다. 고지 증을 유발시킨 흰쥐의 청  HDL의 변화는 

Control에 비하여 BC은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PLBC-1, 

PLBC-2, 하게 유의한 증가를 보 으며, PLBC-3은 유의한 증

가를 나타내었다. 고지 증을 유발시킨 흰쥐의 청  LDL의 

변화는 Control에 비하여 BC, PLBC-1, PLBC-2는 감소는 하 으

나 유의성은 나타내지 않았고, PLBC-3은 하게 유의한 감소

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실험결과로 보아 상황보리는 간세포의 콜 스테롤을 

비롯한 지방축 감소   농도 하를 통해서 간기능 개선에 

유효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동맥경화의 방인자로서의 역

할도 기 되는바 앞으로 이 부분의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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