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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Various somatic symptoms are known to be related to stress in a general population. Korean red ginseng has
been used as a therapeutic agent for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many diseases in Oriental medicine. There exist no
data, however, on the effect of Korean red ginseng on somatic symptoms in a general population. In this study, 21 normal
subjects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Korean-red-ginseng group, and 18 subjects to the placebo group. The subjects
took 3 g Korean red ginseng or placebo every day for three weeks. After the three-week treatment, there was a <time x
group> interaction effect of a greater reduction in the Symptom checklist-90-revised (SCL-90-R) somatization score
(p=0.04) in the Korean-red-ginseng group.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n red ginseng is effective for the management of
somatic symptoms in a general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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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는 스트레스의 시대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개인적인 차

원에서의 많은 고통과 비용 손실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측면에서도 상당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게 된

다.1-3) 모든 생물체는 다양한 내적 또는 외적인 자극 요인들

에 끊임없이 반응하면서 생체의 역동적인 균형상태, 즉 ‘항상

성 (homeostasis)’을 유지하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2,4) 스트

레스 요인에 대한 생체의 적응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새로운 균형 상태를 이룰 수도 있고, 적절치 못하면 병적인

상태를 유발하게 된다.5,6) 과도한 스트레스 상태는 이러한 균

형 상태가 깨어지면서 여러 심리적,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많은 경우

심각한 질병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5-7) 특히 스트레스로 인

한 신체적 증상들을 의학적인 검사로도 이상 소견이 뚜렷하

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불필요한 검사와 과

도한 의료비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8-10)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사회나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제도적 접근과,

개인적 차원에서의 대처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후자의

측면에서 간편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인데, 유사이래 오래

전부터 민간 약재로 쓰여온 인삼 또는 홍삼이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인체에 대한 인삼의 효능은 오랫동안 경험적으로

쓰여왔을 뿐 그 대중적인 사용에 비해 과학적인 연구결과들

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최근 들어 스트레스, 면역계, 심

혈관계, 내분비계 기능 등 많은 분야에서 속속 인삼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11-14) 하지만 스트레스와 관련된 인

삼 연구는 아직까지는 주로 동물실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이어서, 인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 특히 신체증상에 대한 연

구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학

적인 질병 상태에 있지 않은 정상인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신체 증상에 대한 홍삼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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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8년 7월부터 10월까지 광고를 통해 모집된

삼성서울병원 직원 및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하였다. 정신과적 면담과 이학적 검사를 통해 주요한 내

과적, 정신과적 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와 그러한 질환이 의

심되는 경우,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생리전 증후군 증상

이 있는 여성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는 삼성서

울병원 기관윤리심의국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피험자들에게 연구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자

세한 설명 후 서면 동의를 받았다.

Randomization 및 투약

등록된 대상자들은 Microsoft사 Excel 프로그램의 random-

ization 방법을 통해 미리 무작위 배정 순서에 따라 홍삼 또는

위약 복용군으로 배정되었다. 22명이 홍삼 복용군에, 21명이 위

약 복용군에 각각 무작위 선정되었으며, 그 중 기저시점의

Symptom check list-90-revised (SCL-90-R) 신체화 하위척도

에서 0점을 보인 4명 (홍삼 복용군 1명, 위약 복용군 3명)을

제외한 총 39명 (홍삼 복용군 21명, 위약 복용군 18명)의 자료

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홍삼과 위약은 아침 식후 1일 3 g에 해

당하는 분량이 3주간 캡슐로 투여되었으며, 3주간 이중 맹검

(double blind)이 시행되었다. 본 시험에 쓰인 약물은 모두 한국

인삼공사에서 연구목적으로 제조한 것을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신체 증상 측정

신체증상의 측정은 자가 설문 형식인 SCL-90-R의 신체화

하위척도15)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SCL-90-R 신체화 하위척

도는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항목의 내용은 각각 ‘머

리가 아프다’,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난다’, ‘가슴이나 심장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구역질이 나거나 토한다’, ‘근육통

또는 신경통이 있다’, ‘숨쉬기가 거북하다’, ‘목이 화끈거리거

나 찰 때(냉할 때)가 있다’, ‘몸의 일부가 저리거나 쩌릿쩌릿

하다’, ‘목에 무슨 덩어리가 걸린 것 같다’, ‘몸의 어느 부위

에 힘이 없다’, ‘팔다리가 묵직하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지난 7일간의 증상의 괴로움을 경험

한 정도에 따라 ‘전혀 아니다’(0점)부터 ‘항상 한다’(4점)까지

로 평정하여 총 0점에서 48점까지로 평가될 수 있다. SCL-

90-R 신체화 하위척도는 그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되어 신

체증상 관련 연구에 널리 쓰이고 있다.

통계처리

홍삼 복용군과 위약 복용군 두 군 간의 사회인구학적 비교

는 Student’s t-test와 χ2 test를 이용해 이루어졌다. 3주간의

시험 전후로 두 군간 SCL-90-R의 신체화 하위척도 점수의

변화 비교를 위해 반복측정분산분석이 시행되었다. 모든 통계

분석에 SPSS 17.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고 통계적인 유의 수

준은 양측 검정으로 p<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결 과

인구학적 변인 및 기저시점에서의 임상변인

나이, 성별 등 인구학적 변인에서 홍삼 복용군과 위약 복용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기저 시점에

서 혈압과 같은 생리적 변인과 SCL-90-R 신체화 하위척도의

점수에도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Table 1).

SCL-90-R somatization subscale

시간과 집단간의 교호작용(interaction effect) 즉, 홍삼 복

용군과 위약 복용군 사이에 3주간의 시간 사이의 교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p=0.04; Fig. 1). 즉 SCL-90-R 신체

화 하위척도로 측정한 신체증상은 3주간의 홍삼 복용군이 위

약 복용군에 비해 유의미한 정도로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Fig. 1).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Korean red ginseng group
(n=21)

Placebo group
(n=18) t or χ2 p value

Age(years) 27.5±5.1 25.6±3.8 1.27 0.21

Sex (M/F) 9/12 4/14 1.86 0.17

SBP(mmHg) 119.7±11.2 117.8±15.1 0.45 0.66

DBP(mmHg) 76.0±8.0 75.7±9.6 0.10 0.92

HR(bpm) 75.6±8.9 72.8±11.1 0.85 0.40

SCL-90-R somatization subscore 6.0±4.5 6.1±5.9 -0.09 0.92

HR; heart rat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SCL-90-R; symptom check list-90-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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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현대인들 모두에게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 중요한 화두가 된지 이미 오래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개인

적인 차원에서의 정서적, 신체적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비용 손실을 유발하게 된다.10) 모든 생물체는 다

양한 내적 또는 외적인 자극 요인들에 끊임없이 반응하면서

생체의 복잡한 역동적 균형상태, 소위 ‘항상성 (homeostasis)’

을 유지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역으로, 스트레스는 항상

성을 자극하고 생물체의 생리적, 행동적 적응 반응을 유발하

는 어떤 상태 내지 조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스트레

스 처리 과정에서도 다양한 신체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16)

과도한 스트레스 상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에

대해 다양한 약물적, 비약물적 치료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으

나, 아직 간편하면서도 효과가 확실한 방법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약물적인 요법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극

동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것 중 하나가

바로 인삼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홍삼과 위

약을 이중맹검 방식으로 3주간 투여하였고 그 결과 홍삼이

신체증상 경감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한편,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와 관련되는 증상을 측정하는 것

은 상당히 어려운데, 그 이유는 스트레스와 그 관련 증상들에

대한 정의 자체가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래

의 연구들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스트레스에 대한 측정이 이

루어져 왔는데, 크게 설문 방식을 통해 일상적인 스트레스 요

인을 조사하거나 스트레스와 관련될 것으로 생각되는 생리적

인 반응들을 측정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17-19) 후자의 측

면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인삼 또는 홍삼의 효과에 대한 연구

는 이미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왔다. Kaneko와 Nakanishi20)

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홍삼과 nifedipine, 위약(placebo)군으로

나누어 투여하고 냉자극 (cold stress)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결과 위약군에 비해 홍삼을 복용한 군에서 내성 시간

(tolerance time)이 nifedipine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맥박수 증가가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적음을 보고하

여 생리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킴을 보고하였

다. Tachikawa와 Kudo 등21)은 실험실적 연구에서 인삼이 스

트레스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신 수질의 활성도를 낮

추어 카테콜아민 분비를 억제하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였다. 또

한 Predy 등22)은 독감 (influenza) 유행 시기에 행한 무작위

비교 임상 시험을 통해 인삼 추출물이 독감의 감염 횟수를

줄이고 감염시에도 증상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

기도 하였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이런 생리적인 영향뿐 아니라, 정신적인

영향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영

향에는 불안, 초조, 긴장, 우울감과 같은 기분 증상이 주류를

이루고 그 밖에도 각종 신체화 증상도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특히 한국인들은 서구인들에 비해 신체화 경향이 높

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많은 경우 스트레스가 이런 신체화

증상의 발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는 이전 연구들과는 달리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각종 신체 증상들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표준화된 설

문지를 통해 조사하고 홍삼이 신체 증상 호소에 어떠한 효과

를 보이는지를 입증한 최초의 임상보고라는 점에서 그 의의

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대상군 수가 적었다는 점이다. 둘째, 병원 직원 또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대상군의 특성이 일

반 인구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결과

의 왜곡 가능성을 줄이고,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려면 좀

더 큰 규모의 다양한 인구군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주요 변인으로 측정한 SCL-

90-R 신체화 하위척도의 점수대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로

인해 floor effect와 같은 bias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

으며, 좀더 명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병리특성이 명확한 질환

군까지 확대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3주

간 홍삼 또는 위약을 투여하였고, 홍삼 복용군에서 위약 복용

군에 비해 신체 증상 감소 정도가 더 큼을 보여주었다. 

Fig. 1. Change of symptom check list-90-revised score after 3
weeks of treatment with Korean red ginseng or Plac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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