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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inical Research about Herbal Cosmetics Containing Phellinus linteus 

Extracts in Atopic Dermatitis Patients

Ho-Jun Jung·Min Hwang-Bo·Eun-Ju Do·Jang-Mi Suk·Mi-Ryeo Kim

Young-Hun Kim·Kook-Bae Do·Chang-Eon Lee·Seon-Young Jee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clinical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herbal cosmetics 

containing Phellinus linteus extracts on patients with atopic dermatitis.

  Methods : A total of 35 patients who visited Daegu Hanny Oriental Medical Center from November 4th, 

2008 to December 28th, 2008 were included in this study. In this study, we observed transepidermal water 

loss, skin moisture content, modified scorad index of atopic dermatitis and pruritic degree.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by using  paired t-test and wilcoxon signed ranks test.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achieved if 

the probability was less than 5%(p<0.05).   

  Results : Statistically, herbal cosmetics containing Phellinus linteus extracts showed siginificant effect on 

transepidermal water loss, skin moisture content, modified scorad index of atopic dermatitis and pruritic 

degree(p<0.05). And satisfaction after using herbal cosmetics was near good.

  Conclusions : Considering the above results, we have concluded that herbal cosmetics containing Phellinus 

linteus extracts have the remarkable effects on atopic dermatitis. 

Key words : Atopic dermatitis, herbal cosmetics, phellinus linteus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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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영유아기에 시작하는 가

려움증을 동반하는 만성 재발성 습진 질환으로 환

자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유전적 

소인, 환경적 요인, 면역학적 요인 등 여러 기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유아기에 흔

히 발생하는 이 질환은 최근 유병률이 꾸준히 증

가하여 전세계적으로 10~20%정도의 유병률을 보

이고 있으며, 1995년과 2000년에 시행한 전국역학

조사에 따르면 국내의 유병률도 15.3%에서 17%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2)
.

  일반적으로 胎熱로 알려져 있는 아토피 피부염

은 한의학적으로 奶癬, 胎癬, 胎斂瘡 등으로 표현

되며 한의학적으로 奶癬, 胎癬, 胎斂瘡 등으로 표

현되며 원인은 風熱, 血熱, 血虛 등이며, 內로 脾

胃가 運化機能을 잃어 胎火濕熱이 있는 상태에서 

外로 風濕熱이 침입하여 相搏하면 肌膚에 鬱滯되어 

아토피 피부염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또한 소아의 

면부에 癬皮가 甲錯되고 건조하게 되는 것은 乳癬이

라고 하여 영아습진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3-4)
.

  서양의학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 시 단기

간의 치료와 조절이 어려워 피부 위생, 국소 스테

로이드 제제, 악화 요인의 발견과 제거, 보습에 

한 교육 등 보존적 치료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

다. 또한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피부위축 및 혈관확장 등 다양한 피부 부작

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최근 이러한 부작용을 나타

내지 않으면서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천연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5)
. 

 
  

  상황버섯(Phellinus linteus)의 약리작용은 抗癌

效果, 免疫强化機能, 腫瘍沮止效果, 子宮出血, 月經

不順 등의 부인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상황버섯을 이용한 아토피 피부염에 한 

연구는 홍 등6)
, 신 등7)

, 이8) 가 있으나, 모두 내복

약으로 사용했으며 외용제품에 한 임상 효과 발

표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황버섯 

추출물을 함유한 한방 화장품이 아토피 피부염 환

자에 한 임상적 유효성을 평가하고자 한다9)
.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9년 11월 4일부터 2009년 12월 28일까지 2

개월간 구한의 학교 부속 구한방병원에 임상

시험을 위해 내원한 피험자 중 선정 기준에 적합

한 35명을 상으로 진행하였다.

1) 선정기준

  ① 만 2~65세의 남녀 

  ② Hanifin과 Rajka의 진단기준10)에 따라 주소

견 중 3개 이상, 부소견 중 1개 이상의 증상

이 있는 자

  ③ 피험자 제외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자

  ④ 시험참여에 앞서 시험의 목적, 내용, 시험제

품의 특성 등에 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인체시험에 참여를 결정하고 서

면으로 동의한 자(6세 미만인 유아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 리인이 동의서에 신 서명

할 수 있음)

2) 제외기준

  ① 심한 아토피 피부염 또는 감염성 피부 질환

이 있는 자

  ② 시험부위에 병변이 있어 측정이 곤란한 경우

  ③ 최근 3개월 이내에 아토피 피부염으로 약물

치료(항히스타민제, 부신피질 호르몬제, 한약)

를 한 경우 또는 현재 치료 중인 자

  ④ 면역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치료제를 사

용 중인 자

  ⑤ 시험책임자 및 시험담당자의 판단으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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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가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자

3) 중지 및 탈락기준

  ① 포함/제외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피험자에게 중 한 이상반응(Serious Adverse 

Event, SAE)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이상반응 

(Adverse Event, AE)으로 인해 피험자가 시

험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③ 투여 전 검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전신질환이 

발견된 피험자

  ④ 시험 전 기간에 걸쳐 피험자의 시험제품 순

응도가 80% 미만인 경우

  ⑤ 연구자나 피험자에 의해 시험계약을 위반하

는 경우

  ⑥ 피험자 또는 법정 리인이 시험 참가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⑦ 피험자의 추적이 안되는 경우

  ⑧ 임상 시험 제품 투여기간 또는 경과 관찰 기

간 동안 연구자의 지시없이 연구결과 또는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제품) 등을 

복용한 경우

  ⑨ 기타 연구책임자/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연구

진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 방법

1) 사용 제품

  본 임상시험에 사용된 제품은 상황버섯(Phellinus 

linteus) 추출물을 함유한 Liquid crystal type의 

흰색 로션형태로 제조된 한방 화장품이다. 본 실험

에서 사용된 상황버섯은 경북 청도군 소재의 바이

오 길드에서 구입하였다. 이 제품은 Lecithin, 

Phytosphingosine, Ceramide, Dipotassium 

Glycyrrhizate, 상황버섯 추출물, Centella Asiatica 

추출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시험 제품의 사용 방법

  일상적인 조건 하에서 피험자가 직접 시험부위

에 도포하며, 1회 도포량은 1회 펌프하여 나오는 

약 200 ul 정도의 용량으로, 시험부위가 균일하게 

덮힐 정도의 적당량이며, 도포횟수는 아침, 저녁 2

회로 하였다. 사용 기간은 위의 조건하에 4주간으

로 하였다.  

3. 시험 방법

1) 평가부위 및 측정방법

  기기적 평가 상 부위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부위로서, 前腕部(前肘窩 주름선의 약 2~3 cm 상

측 또는 하측부위)를 주측정부위로 한다. 피험자의 

前腕部에 아토피 증상이 없는 경우는 膝窩 주름선

의 약 2~3 cm 상하측부위 또는 신체 기타부위를 

측정부위로 하였다.

  기기적 평가를 위하여 피험자는 측정 부위를 물

로 씻은 후 실내온도 20~25℃, 습도 40~60%의 

항온항습조건의 화장품 임상평가실에서 30분간 안

정을 취하여 피부표면 온도와 습도를 측정공간의 

환경에 적응하게 하였으며, 안정하는 동안의 수분

섭취는 제한하였다. 객관적 측정을 위하여 동일한 

연구자가, 제품사용 전인 방문1과 제품 사용 4주 

후인 방문3의 각 측정시에 동일한 부위에서 측정

하였다.

2) 경표피 수분손실량 측정

  경표피 수분손실량은 Tewameter TM300 

(Courage-Khazaka electronic GmbH, Germany)

을 사용하여 측정부위에서 30초간 연속적으로 측

정하였으며, 마지막 5초의 측정값의 평균을 경표피 

수분손실량 평가자료로 사용하였다.

3) 피부 수분함유량 측정

  피부 수분함유량은 Corneometer CM825 (Cou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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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zaka electronic GmbH, Germany)를 사용하

여 5회 측정하였으며, 그 평균값을 피부 수분함유

량 평가자료로 사용하였다. 

4) 연구자에 의한 아토피 피부염 증상평가

  성인 아토피 피부염은 팔꿈치와 오금의 굴곡부, 

목의 양측, 얼굴 등에 주로 나타나므로 본 시험에

서는 머리(목 포함), 양측 팔과 다리에 해서만 

아토피 증상부위의 면적과 증상의 정도를 평가하

였다. 방문 1 및 3에서 아토피 증상정도, 증상부위

의 면적정도 및 가려움증과 수면장애 정도를 평가

하였으며, 다음 수식에 따라 Modified SCORAD 

Index
11)를 구하고, 시험제품 사용전후를 비교함으

로써 아토피 증상 개선도를 평가하였다.

  ① Modified Scorad Index(MSI) 

     = ES/5 + 7x(IS/2) + SS

  ② Extent Score(ES) : ∑ (각 측정부위의 환부

면적(%) x 면적변환상수)

  ③ Intensity Score(IS) : 아토피 피부증상인 홍

반, 부종 또는 구진화, 삼출 또는 가피, 찰

상, 태선화 건조에 하여 연구자가 피험자의 

증상정도를 없음(0), 약함(1), 중간정도(2), 심

함(3)의 4단계로 평가한 증상정수의 합

  ④ Subjective symptom Score(SS) : 가려움증과 

수면장애 정도를 각 0~10 사이의 정수로 표

시한 점수의 합

5) 피험자에 의한 유효성 설문조사

  시험제품 사용 후 피험자가 느끼는 아토피 피부 

증상의 개선 정도에 하여 개선됨(5), 약간 개선

됨(4), 변화없음(3), 약간 나빠짐(2), 나빠짐(1)의 5

단계에 하여 피험자가 본인의 증상 개선정도를 

답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각 답변에 한 피험자 

수의 백분율을 구하여 시험제품의 효능여부를 판

단하였다.

6) 가려움증 개선도 평가

  가려움증 개선도 평가를 위해 시각적 상사척도

(Visual analog scale, VAS)
12)를 사용하였다. VAS

는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통증의 객관화를 위해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의 하나로, 방문1 

및 2에서 피험자가 느끼는 가려움증의 정도를 

10cm 선분 위에 피험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표시

하도록 하여 그 길이를 측정하였다. 시험제품 사용 

전후의 가려움증 정도를 표시한 선분의 길이를 비

교하여 가려움증 개선도를 평가하였다.

4. 통계적 분석

  모든 임상적 자료는 연속형 변수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범주형 변수는 빈도와 백분율로 요약하였다.

  시험제품의 유효성평가를 위해, 연속형 변수에 

해서는 사용전․후의 평균차이에 한 유의성 검

정을 위해 짝지어진 paired t-test를 사용하였다. 

특히 paired t-test는 자료의 정규성(normality) 가

정하에서 유효한 검정인 parametric test로, 자료

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 사용상 주의가 

요구되므로 비정규성(non-normality)하에서 자주 

사용되는 non-parametric test인 Wilcoxon signed 

ranks test를 추가하여 평가하였다. 범주형 변수에 

해서는 문항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ITT 분석(intent to treat analysis set)은 처리

의향 분석이라고도 하며, 무작위 배정된 모든 피험

자는 실제 받은 처리와 상관없이 처음 할당된 처

리집단으로 간주해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무작위 

배정된 후에 환자가 중도 탈락하더라도 환자에 

한 평가는 계속 이루어져서 분석에 포함되게 된다. 

PP 분석(per protocol analysis set)은 연구 상자

중 여러 이유로 중도 탈락한 경우 이들을 제외하

고 분석하는 것이다13)
.   

  분석에 이용한 통계패키지는 SAS version 9.1이

며, 통계적 유의성을 위해 유의수준은 5%로 설정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제23권 제3호(2010년 12월)

158

하였다. 즉 p-값(유의확률)이 0.05 이하인 경우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  과

1. 인구학적 특성

  본 시험은 구지역에 거주하는 최저연령 2세로

부터 최고연령 63세까지의 35명의 피험자를 상

으로 수행되었다. 시험에 참여한 피험자는 남자 18

명, 여자 17명이었다(Table 1).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number %

age

2~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65

14

5

6

2

3

4

1

40.0 

14.3 

17.1 

5.7 

8.6 

11.4 

2.9 

sex
male

female

18

17

51.4

48.6

Table 2. Change in Transepidermal Water Loss

　 average
standard
deviation

minimum maximum

ITT*
before treatment

after 4 weeks
39.03
24.46

20.988
13.460

12.18
6.36

80.90
58.96

PP**
before treatment

after 4 weeks
39.24
24.26

21.590
12.502

12.18
6.36

80.90
51.10

* : intent to treat analysis set 
** : per protocol analysis set

　test statistic p-값

ITT
T-test*

Wilcoxon test**
6.358
273.5

 |t|  <0.0001
 |S|  <0.0001

PP
T-test*

Wilcoxon test**
6.228
225.5

 |t|  <0.0001
 |S|  <0.0001

Table 3. Significant test of Change in Transepidermal Water Loss

*, ** : p-value<0.05

2. 경표피 수분손실량 변화

  시험제품 사용에 의한 피부 장벽기능과 피부 건

조도의 개선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제품 사

용전과 제품사용 4주 후의 경표피 수분손실량을 

측정하였다. 

  ITT군에서의 경표피 수분손실량 측정값은 방문

1에서 39.03±20.988이었으며 방문3에서 24.46± 

13.460으로, PP군에서 39.24±21.590 및 24.26± 

12.502였다. 시험제품 사용 전후의 경표피 수분손

실량의 평균 변화량은 ITT군에서 14.57±13.552, 

PP군에서 14.98±13.171로, 시험제품 사용 4주 후

에 감소된 것으로 관찰되었다(Table 2).

  이러한 경표피 수분 손실량 감소 경향에 하여 

명확하게 알기 위하여 사용전후의 평균차에 하

여 통계적 방법으로 유의성 여부를 검정하였다. 유

의수준 5%에서 모수적 t-검정에 의한 유의확률 

p<0.001이었으며, 비모수적 검정법인 부호순위 

검정법에 의해서도 t-검정법과 같은 유의성

(p<0.001)을 나타내었으므로 시험제품 사용 전후에 

경표피 수분손실량 측정값은 유의한 평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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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볼 수 있었다. PP군에 한 통계분석 

결과 또한 ITT군과 유사하였다(Table 3).

3. 피부 수분함유량 변화

  시험제품 사용에 의한 피부건조도 개선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제품 사용 전과 제품사용 4

주 후의 피부수분함유량을 측정하였다. 

  ITT군에서의 피부 수분함유량 측정값은 방문1

에서 19.43±11.341이었으며 방문3에서 31.24± 

14.809였으며, PP군에서 19.38±11.240 및 

33.09±14.695였다. 시험제품 사용 전후의 피부 수

분함유량의 평균 변화량은 ITT군에서 11.81± 

10.639, PP군에서 13.71±10.006으로, 시험제품 사

용 4주 후에 증가된 것으로 관찰되었다(Table 4). 

  이러한 피부촉촉함 개선경향에 하여 명확하게 

알기 위하여 사용전후의 평균차에 하여 통계적 

방법으로 유의성 여부를 검정하였다. 유의수준 5%

에서 모수적 t-검정에 의한 유의확률 p<0.001이었

으며, 비모수적 검정법인 부호순위 검정법에 의해

Table 4. Changes in Skin Moisture content

　 average
standard
deviation

minimum maximum

ITT
before treatment

after 4 weeks
19.43
31.24

11.341
14.809

3.46
3.46

44.74
57.02

PP
before treatment

after 4 weeks
19.38
33.09

11.240
14.695

4.12
7.14

44.74
57.02

　test statistic p-값

ITT
T-test*

Wilcoxon test**
-6.568
-252.5

 |t|  <0.0001
 |S|  <0.0001

PP
T-test*

Wilcoxon test**
-7.504
-219.5

 |t|  <0.0001
 |S|  <0.0001

Table 5. Significant test of Changes in Skin Moisture content

*, ** : p-value<0.05

서도 t-검정법과 같은 유의성( p<0.001)을 나타내

었으므로 시험제품 사용 전후에 경표피 수분손실

량 측정값은 유의한 평균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었다. PP군에 한 통계분석 결과 또한 ITT군

과 유사하였다(Table 5).

4. 연구자에 의한 아토피 피부염 증상평가  

  시험제품 사용 후의 아토피 피부증상 개선정도

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품 사용 전과 제품 사용 4

주 후에 연구자가 피험자의 두부 및 팔, 다리의 

피부상태를 관찰하여 아토피 피부증상인 홍반, 부

종 또는 구진화, 삼출 또는 가피, 찰상, 태선화 및 

건조에 하여 각 증상의 정도와 범위를 평가한 

후 점수화하여 Modified SCORAD Index(MSI)를 

구하였다. 

  ITT군에서의 MSI 측정값은 방문1에서 31.28± 

8.743, 방문3에서 20.30±10.257이었으며, PP군에 

서 31.33±9.211 및 19.93±10.529였다. 시험제품 

사용 전후의 MSI의 평균 변화량은 ITT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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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nge in Modified SCORAD Index(MSI) 

　 average
standard
deviation

minimum maximum

ITT
before treatment

after 4 weeks
31.28
20.30

8.743
10.257

16.64
5.55

53.40
44.21

PP
before treatment

after 4 weeks
31.33
19.93

9.211
10.529

16.64
5.55

53.40
44.21

　test statistic p-값

ITT
T-test*

Wilcoxon test**
9.288
275.5

 |t|  <0.0002
 |S|  <0.0001

PP
T-test*

Wilcoxon test**
9.168
227.5

 |t|  <0.0001
 |S|  <0.0001

Table 7. Significant test of Change in Modified SCORAD Index(MSI) 

*, ** : p-value<0.05

Table 8. Mesurment in Pruritic Degree

　 average
standard
deviation

minimum maximum

ITT
before treatment

after 4 weeks
6.1
3.9

2.33
2.85

2.1
0.3

10.0
9.7

PP
before treatment

after 4 weeks
6.1
3.7

2.37
2.77

2.1
0.3

10.0
8.7

　test statistic p-값

ITT
T-test*

Wilcoxon test**
5.201
242

 |t|  <0.0001
 |S|  <0.0001

PP
T-test*

Wilcoxon test**
5.079
199

 |t|  <0.0001
 |S|  <0.0001

Table 9. Significant test of Mesurment in Pruritic Degree Change

*, ** : p-value<0.05

Table 10. Improvement in Atopic Symptom Degree

개선됨 약간 개선됨 변화없음 약간 나빠짐 나빠짐

number
%

12
36.36

15
45.45

4
12.12

2
6.0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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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6.992, PP군에서 11.40±6.810으로, 시험제

품 사용 4주 후에 감소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Table 6). 

  이러한 MSI 감소로부터 추정되는 아토피 피부

증상 개선경향에 하여 명확하게 알기 위하여 사

용전후의 평균차에 하여 통계적 방법으로 유의

성 여부를 검정하였다. 유의수준 5%에서 모수적 

t-검정에 의한 유의확률 p<0.0002였었으며, 비모수

적 검정법인 부호순위 검정법에 의해서도 t-검정법

과 같은 유의성( p<0.001)을 나타내었으므로 시험

제품 사용 전․후에 경표피 수분손실량 측정값은 유

의한 평균의 차이가 있었다. PP군에 한 통계분

석 결과 또한 ITT군과 유사하였다(Table 7).

5. 가려움증 개선도 평가

  시험제품 사용 전과 4주간 사용 후 피험자가 느

끼는 가려움증 정도를 VAS로 수치화하여 평가하

였다. ITT군에서의 가려움증 정도 측정값은 방문1

에서 6.1±2.33, 방문3에서 3.9±2.85였으며, PP군

에서 6.1±2.37 및 3.7±2.77이었다. 시험제품 사용 

전후의 가려움증 정도의 평균 변화량은 ITT군에서  

2.20±2.503, PP군에서 2.39±2.574로, 시험제품 

사용 4주 후에 감소된 것으로 관찰되었다(Table 

8).

  이러한 가려움증 정도 감소로부터 추정되는 아

토피 피부증상 개선경향에 하여 명확하게 알기 

위하여 사용전후의 평균차에 하여 통계적 방법

으로 유의성 여부를 검정하였다. 유의수준 5%에서 

모수적 t-검정에 의한 유의확률 p<0.0001였었으며, 

비모수적 검정법인 부호순위 검정법에 의해서도 t-

검정법과 같은 유의성( p<0.001)을 나타내었으므로 

시험제품 사용 전후에 경표피 수분손실량 측정값

은 유의한 평균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었다. 

PP군에 한 통계분석 결과 또한 ITT군과 유사하

였다(Table 9).

6. 피험자에 의한 아토피 증상 개선 설문조사 결과

  시험제품 사용 후의 아토피 피부증상 개선정도

에 한 피험자 설문조사 결과, 시험을 종료한 33

명 중 27명이 “약간 개선됨”～“개선됨”으로 평가하

여 증상개선의 효과가 있어 보이는 것으로 답한 

피험자가 81.8%였다. 한편, 4명이 “변화없음”,  2

명이 “약간 나빠짐”으로 평가하여 12.1%가 “변화

없음”으로, 6.1%의 피험자가 증상 개선 효과가 없

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시험제품이 아토피 피부증

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피험자가 개선효

능이 없다고 평가한 피험자에 비하여 13.6배 많았

다(Table 10). 

고  찰

  

  아토피 피부염은 심한 소양증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피부염으로, 다양한 면역학적 이상 소견이 동

반될 수 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80%에서 

IgE의 증가 소견이 관찰되며, 아토피 피부염 환자

의 랑게르한스 세포에서는 IgE 수용체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고, 비만세포, 호염구에서의 히스타민

의 분비 또한 증가되어 있다14)
.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는 방법은 알레르겐을 

제거하거나 면역 체계를 개선시키는 방법이 사용

되고 있으나 알레르겐을 제거하는 것이 어렵기 때

문에 주로 면역에 관련된 치료와 비만세포로부터 

히스타민 분비를 낮추기 위한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보편적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치료 방법으

로는 피부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습제를 도포

하고 수반되는 염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국소 스테

로이드 제제 등을 사용하거나 면역 억제제를 사용

하여 아토피 피부염에 의해 발생되는 각종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국소 스테로

이드 제제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피부위축 및 혈

관확장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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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항염증 효과를 나

타내는 천연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5,15)
. 

  본 제품에 사용된 상황버섯은 담자균문

(basidomycotina) 민주름버섯목(Aphyllophorales) 

소나무비늘버섯과(Hymenochaetaceae) 진흙버섯속

에 속하는 버섯으로 뽕나무의 줄기에서 자생한다. 

상황버섯의 한 품종인 목질진흙버섯(Phellinus 

linteus)의 효과에 해 최근 보고된 바에 의하면 

여러종류의 당과 플라보노이드 성분, 섬유질, 이소

플라본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주성분은 다당체

이며 보조성분으로 단백질이 함유되어있다. 약리작

용으로는 抗癌效果, 免疫强化機能, 腫瘍沮止效果, 

子宮出血, 月經不順 등의 부인병 치료에 효과가 있

으며, 다당류 성분이 T세포, B세포, 자연 살해 세

포에 작용하여 抗癌效果 및 免疫增强 효과를 보였

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및 혈청중의 IgE 생성을 

억제하였다6-9,16-20)
.

  본 제품에 적용된 liquid crystal은 결정과 액체

의 중간 상태, 즉 결정과 같이 분자 배열이 규칙

적이진 않지만 액체 상보다는 비교적 규칙적인 상

태를 지칭하며 액정 또는 메조페이스(meso-phase)

라고도 말한다. 이러한 liquid crystal type은 피부 

보습효과에서 일반 에멀젼보다 20%이상 우수한 

보습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 

화장품 공법에 많이 적용되는 기술이다21-23)
. 

  본 연구에 참여한 상들은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된 환자들로 2~10세는 14명(40.0%), 11~20세

는 5명(14.3%), 21~30세는 6명(17.1%), 31~40세

는 2명(5.7%), 41~50세는 3명(8.6%), 51~60세는 

4명(11.4%), 61~65세는 1명(2.9%)로 10세 이하가 

40%로 비교적 소아가 많은 수를 차지 하였다. 성

비도 남자 18명(51.4%), 여자 17명(48.6%)으로 성

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경표피 수분변화량 검사에서는 ITT군에서의 경

표피 수분손실량 측정값은 방문1에서 39.03± 

20.988이었으며 방문3에서 24.46±13.460으로, PP

군에서 39.24±21.590 및 24.26±12.502였다. 시험

제품 사용 전후의 경표피 수분손실량의 평균 변화

량은 ITT군에서 14.57±13.552, PP군에서 14.98± 

13.171로, 시험제품 사용 4주 후에 감소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경표피 수분손실량은 피부를 통한 수

분의 손실정도를 측정함으로써 피부의 건강도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경표피 수분손실량이 높은 경

우는 피부손상으로 인하여 피부내의 수분이 외부

로 증발하는 량이 많음을 의미하며, 반 로 경표피 

수분손실량이 낮은 경우는 피부가 건강한 상태이

므로 보습기능이 원활히 작용하여 피부를 통한 수

분증발이 적음을 의미한다. 

  피부 수분함유량 측정에서 ITT군에서의 측정값

은 방문1에서 19.43±11.341이었으며 방문3에서 

31.24±14.809였으며, PP군에서 19.38±11.240 및 

33.09±14.695였다. 시험제품 사용 전후의 피부 수

분함유량의 평균 변화량은 ITT군에서 11.81± 

10.639, PP군에서 13.71±10.006으로, 시험제품 사

용 4주 후에 증가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피부수분

함유량은 피부내 보습정도를 측정함으로써 피부의 

건조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그 수치가 높을수록 피

부의 보습정도가 높으며 건조도는 낮은 상태임을 

의미한다. 

  MSI를 통한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평가에서는 

피험자간의 biasis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MSI의 측

정의사를 1명으로 하였다. ITT군에서의 MSI 측정

값은 방문1에서 31.28±8.743, 방문3에서 20.30± 

10.257이었으며, PP군에서 31.33±9.211 및 

19.93±10.529였고, 시험제품 사용 전후의 MSI의 

평균 변화량은 ITT군에서 10.98±6.992, PP군에서 

11.40±6.810이었다. MSI는 수치가 클수록 아토피 

증상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하므로 제품을 4주간 

사용한 후 증상완화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시험제품 사용 전과 사용 후 피험자가 느끼는 

가려움증 정도를 VAS로 수치화하였을 때, ITT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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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가려움증 정도 측정값은 방문1에서 6.1± 

2.33, 방문3에서 3.9±2.85였으며, PP군에서 6.1± 

2.37 및 3.7±2.77이었다. 시험제품 사용 전후의 

가려움증 정도의 평균 변화량은 ITT군에서 2.20± 

2.503, PP군에서 2.39±2.574로, 제품을 4주간 사

용한 후 증상의 개선이 보임을 알 수 있다.  

  시험제품 사용 후의 아토피 피부증상 개선정도

에 한 피험자 설문조사 결과, 시험을 종료한 33

명 중 “약간 개선됨”~“개선됨”으로 평가한 피험자

는 27명이었으며, “변화없음”~“나빠짐”으로 평가한 

피험자는 6명으로 시험제품이 아토피 증상의 개선

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피험자가 13.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이상반응은 제품을 사용한 뒤 국

소부위 소양감 증가 및 찰상 등의 아토피 증상 악

화에 한 것이었으며(n=1), 이로 인해서 본 시험 

도중 탈락하였다. 이는 시험제품의 사용 기간중에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평소 시험제품과 무관한 

증상 악화를 반복하는 점으로 보아 시험제품과 관

련이 없다고 사료된다.  

  이상으로 상황버섯 추출물이 함유된 liquid 

cyrstal type의 한방화장품 제품이 아토피 피부염

에 미치는 영향에 해 알아보았다. 상황버섯은 아

토피 피부염에 있어 내복약으로 사용될 경우만 효

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형태의 외용제제로

도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큰 이상

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아토피 피부염 환자

의 보조적인 치료로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위약에 한 비교평가를 위한 

조군 임상실험이 필요한 점, 참여 인원의 수가 

적은 점, 임상시험 이전 피험자 개인적으로 사용하

던 보습제가 동일하지 않았던 점, 치료 효과에 

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평가방법의 부족 

등을 한계로 들 수 있다. 향후 한의학 영역 확

를 위해 이런 부분들에 해서 연구와 다양한 시

도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2009년 11월 4일부터 2009년 12월 28일까지 

임상 시험 선정 기준에 적합한 피험자를 상으로 

4주간 상황버섯 추출물을 함유한 한방화장품 제품

을 사용하게 하여 경표피 수분변화량, 피부 수분함

유량 변화, Modified SCORAD index를 통한 아

토피 피부염의 증상변화, 가려움증 개선도 변화,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한방화

장품의 유효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상황버섯 

추출물을 함유한 한방화장품 제품은 경표피 수분

변화량 및 피부 수분함유량에서 유의하게 증가하

였으며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 및 가려움증을 개선

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사용 후 만족도 분석에서

도 전반적으로 만족의 정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아토피 피부염에서 여러 한방 추출물의 가

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의학 영역확 를 위

해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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