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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ffeine, a psychoactive stimulant, has been implicated in the modulation of learning and memory functions
due to its action as a non-selective adenosine receptors antagonist. On the contrary, some side effects of caffeine
have been reported, such as an increased energy loss and metabolic rate, decrease DNA synthesis in the spleen,
and increased oxidative damage to exerted on LDL particles.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afe stimulant from natural plants mixture (Aralia elata, Acori graminei Rhizoma, Chrysanthemum, Dandleion,
Guarana, Shepherd’s purse) that can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affeine. Thirty SD ra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control group, caffeine group (15.0 mg/kg, i.p.), and natural plants mixture group (NP, 1 mL/kg,
p.o.). The effect of NP extract on stimulant activity was evaluated with open-field test (OFT) and plus maze
test for measurement of behavioral profiles. Plasma lipid profiles, lipid peroxidation in LDL (conjugated dienes),
total antioxidant capacity (TRAP) and DNA damage in white blood, liver, and brain cells were measured. In
the OFT, immobility time was increased significantly by acute (once) and chronic (3 weeks) supplementation
of NP and showed a similar effect to caffeine treatment. Three weeks of caffeine treatment caused plasma
lipid peroxidation and DNA damage in liver cells, whereas there were no changes in the NP group. NP group
showed a higher plasma HDL cholesterol concentration compared to the caffeine group.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natural plants mixture had a stimulant effect without inducing oxidative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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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사회는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교대근무에 따른 생활

패턴의 불규칙, 시차적응, 업무시간의 증대, 사회 및 가족의

요구에 의한 수면시간 단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1). 이로

인해 수면장애가 유발되며 특히, 주간졸음증은 불면증 못지

않게 일상생활에서 생리적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낮에 느

끼는 극심한 졸음증으로써 업무수행 능력을 감소시키고 행

동에 영향을 미쳐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2). 2009년 도로교통안전공단의 보고에 따르면 고속도

로 교통사고의 약 24%가 졸음관련 사고였으며, 운전자의

83%가 졸음운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2,3).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음료로써 정신

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자살충동 및 우울증의 감소 등

특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졸음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이용된다. 이는 커피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카페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4-7). 카페인의 각성

효과는 locomotor activity 분석과 open field test 등을 이용

한 동물의 행동학적 양상 변화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8,9).

카페인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식물성 알칼로이

드계의 약물 중 하나로써 흥분제와 각성제로 알려져 있다

(10). 우리가 쉽게 섭취하는 커피, 녹차 및 각종 음료수 등에

함유되어 있으며 커피 1잔(237 mL)에는 137 mg, 녹차 1잔에

는 47 mg, 초콜릿(28.4 g)에는 7 mg, 콜라 1캔(233 mL)에는

46 mg의 카페인이 들어있다(11). 일반적으로 카페인은 중추

신경계와 내분비계를 자극하여 집중력을 높이고 반응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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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 for the preparation of natural plants

Components Weight (mg)

Aralia elata extract
Acori graminei Rhizoma extract
Chrysanthemum extract
Dandleion extract powder
Guarana extract powder
Shepherd’s purse extract

1250
1250
6250
6250
833.3
7500

Water 100 mL

감소 및 피로의 지연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

다(12). 그러나 하루 300 mg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산소

소모의 증가, 체내 에너지 손실 및 대사율 증가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비장의 DNA 합성 감소, 위액 분비 증가 및 위장

질환 유발, 점막의 비대를 초래하는 등의 각종 기형학적 변

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13-15). 단기간의 카페인 섭취는 인

슐린 민감성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지만 만성

적으로 카페인을 섭취할 경우 제2형 당뇨병 발생을 촉진시

킨다고 보고된 바 있다(16).

인체는 수면부족과 같은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면 스트

레스와 관련된 catecholamine계 호르몬 및 스테로이드 호르

몬을 분비할 뿐만 아니라 이차적인 스트레스에 대비하기 위

해 생체 내 에너지 대사가 증진되며 산소소모량이 증대된다

(17).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소는 유기호흡을 하는 생물에

있어 필수적이지만 에너지 대사과정 중 불완전한 환원에 의

해 발생하는 활성 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은

세포막 지질을 과산화 시키고 생체 내에서 DNA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세포노화, 세포막분해, 지방산화

등 심각한 생리적 장애를 초래한다(18-20). 이러한 이유에서

방어체계와 관련하여 인간의 노화억제라는 관점에서 연구

되어 오던 항산화제 연구는 합성 항산화제의 독성과 같은

안전성 문제와 천연 항산화물의 약한 활성이 지적되면서 약

용식물로부터 활성물질을 찾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20,21).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약용식물은 약 900여종에

달하며 생약으로 사용할 경우보다 식물 내 활성화합물을 탐

색하여 신물질로 개발하게 된다면 천연물의 경제적 이용가

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약용식물 또는 자생식물로부터 카

페인을 대체할 수 있는 행동학적 각성 효능이 있으면서도

독성이 없는 재료를 탐색하고자 국화(Chrysanthemum), 민

들레(Dandleion), 두릅(Aralia elata), 냉이(Shepherd’s purse),

석창포(Acori graminei Rhizoma), 과라나(Guarana) 등의

혼합 추출물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 추출물 및 처리

민들레 추출물 분말은 Bioland Ltd.(Chunan, Korea)에서

구입하였으며 과라나 분말은 Xi'an HuaRui Bio-Engineer-

ing Co., Ltd.(Shaanxi, China)에서 제공받았다. 냉이, 두릅,

국화, 석창포는 Kumgang Pharm. Co.(Changwon, Korea)에

서 제공 받아 100oC에서 10분간 열수추출 하였으며 여과

(Whatman No. 1)한 후 동결건조(Freeze Dryer FD 5512,

(주)일신랩, Yangju, Korea) 하였다. 추출물은 Table 1과 같

은 조성으로 제조하여 경구투여 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한

시약들은 Sigma Chemical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동물사육 및 식이

5주령의 SD계 수컷 흰쥐 30마리를 ㈜코아텍사(Pyung-

tack, Korea)로부터 구입하여 1주일간 lab-chaw 식이(5057,

㈜애그리브랜드 퓨리나 코리아, Sungnam, Korea)를 제공하

면서 적응시킨 후 체중에 따라 난괴법에 의하여 대조군, 카

페인군, NP (Natural plants, NP)군으로 나누었다. 실험동물

은 동물실험실에서 개개의 케이지에서 사육하였으며 3주 동

안 lab-chaw 식이와 증류수를 자유로이 섭취하도록 하였다.

카페인군은 Kwon 등의 결과(22)를 바탕으로 매일 15 mg/

kg의 카페인을 복강 내 주사하였고, 자생식물 혼합추출물

음료는 1 mL/kg으로 매일 경구투여 하였다. 정상대조군과

NP군은 카페인군과 동일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위해 카페

인과 같은 양의 생리식염수를 복강 내 주사하였으며 정상

대조군과 카페인군은 NP군과 같은 양의 생리식염수를 경구

투여 하였다. 사육기간 동안 사육실의 온도는 20
o
C, 습도는

55%를 유지하였으며 명암은 12시간(08:00～20:00)을 주기

로 자동 조절하였다. 식이섭취량은 매일 기록하였고 7일마

다 체중을 측정한 후, 사육일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행동학적 분석

Open field test(OFT): 안정화시킨 쥐를 25구역으로 나

누어진 상자(40×40×40 cm)에 넣고 30초간 적응시킨 후 5

분간 각 칸마다의 방문횟수를 측정하였다. 이때 머리, 몸 그

리고 네 다리가 모두 한 칸에 들어간 것을 기준으로 측정하

였으며 단회 투여와 장기투여 후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1회 투여 시와 3주간 투여 후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23).

Plus maze test(PMT): 중앙에서 7.5 cm×7.5 cm의 사각

플랫폼이 있고, 그 플랫폼을 둘러싸고 길이 40 cm, 폭 8 cm

의 네 개의 통로가 십자모양으로 붙어있는 상자를 이용하였

다. 서로 마주하고 있는 두 개의 통로를 28.5 cm 높이의 벽으

로 막힌 폐쇄형 공간으로 설계하였고 나머지 마주하는 두

개의 통로는 동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1 cm 높이의 턱이 있는

개방된 공간으로 설계하였다. 바닥에서 50 cm 높이에 위치

하도록 한 기구에 동물을 중앙의 플랫폼에서 개방형 통로

쪽을 향하게 놓은 후 개방형 통로에 출입한 횟수와 머문 시

간을 5분간 기록하였다. 분석은 1회 투여 시와 3주간 투여하

였을 때 각각 측정하였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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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및 각종 장기의 채취

3주간의 사육 후 실험동물들을 12시간 동안 절식시킨 다

음 마취 후 복부하대정맥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였다. 혈액

은 lithium-heparinic polystyrene tube에 담아 당일에 alka-

line comet assay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남은 혈액은 3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 하여 혈장을 분리하였다. 분리한

혈장은 -80oC에서 냉동보관 한 후 분석에 이용하였다. 간,

신장, 심장, 비장, 뇌, 부신, 흉선 등의 조직을 적출하여 남아

있는 혈액 및 기타 부착물질을 생리식염수로 제거하고 수분

제거 후 무게를 측정하였으며 간과 뇌는 comet assay를 위

하여 HBSS buffer(136.89 mM NaCl, 5.37 mM KCl, 0.33

mM Na2HPO4, 0.44 mM KH2PO4, 4.17 mM NaHCO3, 5.55

mM glucose, 20.14 mM HEPES)에 보관하였다.

혈중 지질 농도 분석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은 비씨에스

진단 kit(Bioclinical system, Anyang, Korea)를 이용하여 비

색 측정 방법을 이용하였다. LDL-콜레스테롤은 Friedewald

공식(24)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혈장 내 총항산화능(total radical antioxidant poten-

tial, TRAP) 측정

혈장 중 총항산화력(TRAP)은 Rice-Evans and Miller의

inhibition assay법에 따라 분석하였다(25). ABTS[2,2'-

azino-bis(3-ethylbenzothiazoline 6-sulfonate), 150 mM]와

metmyoglobin(2.5 mM)을 H2O2(75 mM)로 활성화시킴으로

써 생성된 ferryl myoglobin radical species와의 상호 작용

에 의해 형성된 ABTS radical cation의 흡광도의 발색 억제

정도는 sample(0.84% plasma)에 들어 있는 antioxidant ca-

pacity에 비례하게 된다. Sample 측정은 UV/VIS spec-

trometer(UV 1601, Shimazu, Kyoto, Japan)를 이용하여 8

분 동안 30oC에서 740 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혈장의 TRAP 농도는 trolox의 calibration curve를 이용하

여 계산하였으며 TEAC(Trolox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mM)로 표현하였다.

혈장 내 과산화지질(conjugated dienes, CD) 측정

CD는 혈장을 trisodium citrate와 heparin으로 처리하여

원심분리한 뒤 LDL-cholesterol을 분리하였다. LDL-cho-

lesterol로부터 지질을 추출하기 위해 chloroform-methanol

을 처리한 뒤 하층액을 분리한 뒤 cyclohexane으로 녹여서

234 nm에서 그 흡광도를 측정하였다(26).

백혈구 DNA 손상의 측정을 위한 comet assay

전혈 10 μL을 채취하여 75 μL의 0.7% low melting agar-

ose gel(LMA)과 섞은 후, 0.5% normal melting agarose

(NMA)가 precoating된 fully frosted slide 위로 전혈과

LMA의 현탁액이 골고루 분산되게 한 후 cover glass로 덮

어 4oC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Gel이 굳으면 cover glass를

벗기고 그 위에 다시 0.7% LMA 용액 75 μL로 한 겹 더

덮었다. 각 샘플 당 슬라이드는 총 2개를 제작하였으며 미리

준비해 둔 차가운 alkali lysis buffer(2.5 M NaCl, 100 mM

Na2EDTA, 10 mM tris)에 사용 직전에 1% Triton X-100을

섞은 후 slide를 담가 저온, 암실에서 1시간 동안 침지시켜

DNA의 이중가닥을 풀어주었다. Lysis가 끝난 후, 슬라이드

를 전기영동 수조에 배열하고 4
o
C의 차가운 electrophoresis

buffer(300 mM NaOH, 10 mM Na2EDTA, pH>13)를 채워

20분 동안 unwinding 시켰으며 DNA의 alkali labile sites가

드러나게 한 후 25 V/300±3 mA의 전압을 걸어 20분간 전기

영동 하였다. 빛에 의해 DNA가 부가적으로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의 과정은 어두운 암실 조건에서 처리하였

다. 전기영동이 끝난 후 0.4 M tris buffer(pH 7.4)에 5분씩

담가 세척하는 과정을 3회 반복하여 slide를 건조시키고 20

μL/mL 농도의 ethidium bromide로 핵을 염색하여 cover

slip으로 덮은 뒤 형광현미경(LEICA DMLB, Wetzlar,

Germany) 상에서 관찰하였다. CCD camera(Nikon, Tyoko,

Japan)를 통해 보내진 각각의 세포핵 image는 Komet 5.0

comet image analyzing system(Kinetic Imaging, Komet

4.0, Liverpool, UK)이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분석하였다.

DNA 손상정도는 핵으로부터 이동한 tail length에 tail 내

함유된 % DNA를 곱해준 tail moment(TM) 값을 측정하여

나타내었다(27).

간 및 뇌 조직 DNA 손상의 측정을 위한 comet assay

HBSS buffer에 담아 급속냉동 시켜 보관한 간 조직 1 g을

해동시킨 후 8등분 하여 150 units collagenase가 든 HBSS

buffer로 옮겨 37oC shaking incubator에서 10분간 배양하였

다. 40 g에서 5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다시 10분간

700×g에서 원심분리한 후 얻은 하층액을 precoated slide에

0.7% LMA과 골고루 분산시켜 cover glass로 덮어 4oC 냉장

고에 보관하였다. 뇌 조직은 0.2 g 정량하여 1 mL HBSS에

담아 37oC shaking incubator에서 10분간 배양하였다. 그 후

조직을 균질화 하여 40×g, 5분간 원심분리 하고 상층액을

7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하층액을 precoated

slide에 0.7% LMA과 골고루 분산시켜 cover glass로 덮어

4oC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이후의 과정은 백혈구의 comet

assay 과정과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자료의 처리는 SPSS-PC+ 통계 package(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각 항목에 따라

백분율과 평균치±표준오차(SE)를 구하고 각 군 간의 평균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위해 one-way 분산분석

(ANOVA)을 시행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

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5% 수준에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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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ariation in weight gain and relative organ weight
after chronic supplement (3 weeks) with NP and caffeine in
SD rats1)

　 Control Caffeine NP

Weight gain (g)
Liver (g/kg BW)
Brain (g/kg BW)
Adrenal (g/kg BW)
Spleen (g/kg BW)
Heart (g/kg BW)
Thymus (g/kg BW)
Kidney (g/kg BW)

60.2±4.2ns2)
2.84±0.04ns
0.51±0.03ns
0.017±0.003ns
0.19±0.01ns
0.36±0.02ns
0.14±0.01ns
0.68±0.02ns

54.6±3.3
2.88±0.07
0.51±0.01
0.017±0.005
0.193±0.01
0.33±0.02
0.145±0.003
0.71±0.02

55.6±3.6
3.16±0.20
0.48±0.03
0.025±0.004
0.19±0.01
0.33±0.01
0.17±0.01
0.72±0.02

1)
Values are mean±SE for 10 animals in each group. Control:
saline i.p., p.o., Caffeine: 15 mg/kg of caffeine i.p., saline p.o.,
NP: saline i.p., 1 mg/kg of NP p.o.
2)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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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NP or caffeine supplement on open field test
in SD rats. Values are mean±SE for 10 animals in each group.
Control: saline i.p., p.o., Caffeine: 15 mg/kg of caffeine i.p., saline
p.o., NP: saline i.p., 1 mg/kg of NP p.o. A: acute supplementation,
B: chronic supplementation for 3 weeks. Values not sharing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 및 고찰

체중증가량 및 장기 무게에 미치는 영향

자생식물(NP)의 보충섭취에 따른 체중증가량 및 장기 무

게의 변화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대조군과 카페인군, NP

군 사이의 체중변화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체중증

가량 대비 간, 뇌, 부신, 비장, 흉선, 신장 등의 장기 무게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행동학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카페인과 NP의 섭취가 각성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 지를 행동학적 측면에서 알아보기 위하여 open

field test(OFT)의 분석을 통해 동물의 활동성의 변화를 분

석하였다(Fig. 1). OFT는 동물의 각 칸의 방문횟수를 측정

함으로써 각성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1회 투여 시 NP군

(53.8±5.6회)에서 카페인 투여군(60.2±2.5회)과 같은 수준

의 각성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3주간의 만성적 투여 후에도

대조군(27.8±4.2회)에 비해 NP(55.6±9.8회)군에서 유의적

인 증가 효과(p<0.05)를 보였으며, 이는 카페인 투여군(47.2

±2.4회)과 같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카페인은 기저전뇌

아데노신 수용체의 작용을 차단함으로써 수면을 억제하고

피질에서 서파 활동의 감소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28), Kwon 등(22)의 연구에서는 카페인의 투여가 각성

기간, 특히 활동 각성 기간의 증가와 수면 기간의 감소에 영

향을 미치며 이는 카페인 용량에 의존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과라나에는 소량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으

며 theophylline, theobromine, methylxanthin 그리고 다량

의 tannin을 함유하고 있다(29). 과라나에 함유되어 있는

methylxanthin 성분은 adenosine과 adenosine receptor와의

결합을 방해하고, phosphodiesterase 작용을 억제하여 nor-

adrenaline의 활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각성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22,29) Otobone 등(23)의 연구에서

는 카페인 및 과라나 추출물을 투여 후 open field test 결과,

카페인을 투여한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방문횟수가 유의적

으로 증가한 반면 과라나 추출물을 투여한 군에서는 유의적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회 투여

뿐만 아니라 3주간의 NP의 투여가 대조군에 비해 활동 정도

가 증가하고, 카페인의 투여와 같은 수준의 효과를 나타냄으

로써 각성효과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라나가 가지는 각성효과를 나타내는 물질들이 여러

가지 자생물질의 함유로 인해 시너지효과를 나타내는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불안감(anxiety)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plus-mazed

test를 이용하였다. Plus-mazed test는 신경 안정제의 불안

감을 해소하는 효과를 검증하는 분석법으로, diazeapm을 쥐

에게 0.5 mg/kg 투여 시 open arms에 머무는 시간 및 방문

횟수가 많아지며 따라서 정신적으로 안정할 경우, open arms

에 머무는 시간과 방문 횟수가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30). 본 연구의 결과, open arms에 출입한 빈도수와 머

문 시간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회

투여와 3주간의 만성적 투여 모두 각 그룹간의 유의성은 나

타나지 않았다. 수면부족은 우울증을 유발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되며 이에 의해 불안감이 조성되어 closed arms에

방문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반면 항우울제 투여 시는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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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NP or caffeine supplement on the entries and time spent in the open arms in plus maze test

　 Control Caffeine NP

Effect of acute supplementation
% of entries in open/total arms
% of time spent in open/total arms

Effect of chronic (3 weeks) supplementation
% of entries in open/total arms
% of time spent in open/total arms

27.6±11.1ns2)
19.3±3.1ns

26.9±10.9ns
20.7±5.5ns

44.0±9.1
27.3±7.0

18.2±4.4
34.2±5.6

34.0±8.8
20.5±3.3

17.0±6.5
29.3±7.5

1)
Values are mean±SE for 10 animals in each group. Control: saline i.p., p.o., Caffeine: 15 mg/kg of caffeine i.p., saline p.o., NP:
saline i.p., 1 mg/kg of NP p.o.
2)
ns: not significant.

Table 4. Effect of 3 weeks of caffeine or NP supplement on
the lipid profiles in SD rats

1)
(mg/dL)

　 Control Caffeine NP

Total-cholesterol
Triglyceride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4)

95.3±5.5ns2)
82.1±8.3ns
37.2±1.7ab3)
41.7±6.6ns

102.6±8.2
70.9±5.4
34.7±2.7a
53.7±9.8

98.6±2.3
68.9±0.7
42.1±2.4b
42.7±2.9

1)
Values are mean±SE for 10 animals in each group. Control:
saline i.p., p.o., Caffeine: 15 mg/kg of caffeine i.p., saline p.o.,
NP: saline i.p., 1 mg/kg of NP p.o.
2)ns: not significant.
3)
Values in the same row that do share a common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4)
LDL-cholesterol (Friedewald's analysis)＝TC－(HDL＋TG/5).

Table 5. Effect of 3 weeks of caffeine or NP supplement on
lipid peroxidation (CD) and total antioxidant capacity (TRAP)
in SD rats

1)

　 Control Caffeine NP

CD (μM)
TRAP (mM)

5.6±0.8a2)
1.12±0.05ns3)

11.7±1.3b
1.06±0.04

6.4±0.3a
1.04±0.02

1)Values are mean±SE for 10 animals in each group. Control:
saline i.p., p.o., Caffeine: 15 mg/kg of caffeine i.p., saline p.o.,
NP: saline i.p., 1 mg/kg of NP p.o.
2)
Values in the same row that do share a common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3)
ns: not significant.

arms에 방문하는 횟수 및 방문시간이 길어지는 결과를 보이

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행동양

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상기 open field test의 결과

로 나타난 활동적인 행동 양상은 조성물의 투여로 인한 각성

효과는 불안감이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의 결과, 자생식물을 함유한 음료의 복용은 단

기 및 장기적 복용 후에 각성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혈중 지질 농도에 미치는 영향

혈중 지질 함량에 대한 결과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LDL-콜레스테롤 농도의

경우 각 군 간의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HDL-콜레스테롤 농도의 경우 카페인군에서 34.7 mg/dL인

데 반해 NP군에서는 42.1 mg/dL로 유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p<0.05). 비카페인군과 카페인군(3.5, 5, 7 mg 카페인

/100 g BW) 사이에 총콜레스테롤 농도를 분석한 Kim 등의

연구(11)에서도 카페인 섭취가 혈중 총콜레스테롤 수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쥐의 사료에 카페인과 콜레스테롤 첨가 시 혈청

유리지방산의 농도를 높이고 혈중 콜레스테롤과 인지질 등

의 농도가 증가한다는 보고(31,32)가 있으나, 이와 반대로

커피나 카페인의 섭취는 지방대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고(33)가 있어 카페인의 혈중 지방 수준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 HDL-콜

레스테롤의 농도가 카페인 투여군과 NP투여군 모두 대조군

에 비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인체에 무해하

나 카페인 투여군에 비해 NP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수치

를 보임으로써 카페인보다 NP의 섭취가 체내 지질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총 항산화력 및 지질과산화에 미치는 영향

혈장의 총 항산화력(total radical trapping antioxidant

potential, TRAP) 분석과 지질과산화(conjugated dienes,

CD) 분석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TRAP 측정법은

혈장 내 α-tocopherol, ascorbate, urate, protein sulfhydryl

groups 등의 항산화제들의 복합 활성을 측정하여 혈장의 총

유리기 포집 항산화능을 측정하는 방법(25)으로 본 연구에

서는 각 그룹간의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CD는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혈장 내 초기 과산화 상태에서 생성

되는 물질로써 대표적인 지질과산화물이다(26). 3주간의 카

페인 투여 후의 혈장 CD 농도가 대조군에 비해 2배 정도의

유의적 차이를 보임으로써 카페인 장기 투여에 의해 산화적

스트레스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5). 반면 NP

투여군의 경우 대조군과 비슷한 수준의 혈장 CD의 농도를

보였다. 카페인을 투여한 흰쥐의 간에서 과산화지질 농도를

측정한 Sung 등의 연구(34)에서 간의 지질과산화물(TBAR)

을 측정한 결과, 대조군(198.63±33.32 nmol/g liver)에 비해

30 mg/100 mL의 카페인 투여군(237.96±21.75 mol/g liver)
에서 19.80%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혈장 CD 측정 결과와 같은 경향이었다. 따라서 카페인은 장

기 복용 시 각성효과와 함께 부작용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NP의 장기투여 시에는 체내 산화적 스트레스에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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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ffect of 3 weeks of caffeine or NP supplement on
leukocytes, hepatocytes and brain cell DNA damage in SD
rats1)

Control Caffeine NP

White blood cells
Liver cells
Brain cells

3.0±0.6ns2)
18.4±2.1ab3)
20.4±2.7ns

3.2±0.3
23.8±3.1b
17.0±1.0

3.2±1.4
15.9±1.7a
19.9±3.2

1)
Values are mean±SE for 10 animals in each group. Control:
saline i.p., p.o., Caffeine: 15 mg/kg of caffeine i.p., saline p.o.,
NP: saline i.p., 1 mg/kg of NP p.o.
2)
ns: not significant.
3)
Values in the same row that do share a common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DNA 손상에 미치는 영향

세포의 유전독성을 측정하기 위해 comet assay 방법을

이용하여 백혈구, 간 및 뇌세포의 DNA 손상 정도(tail mo-

ment, TM)를 분석하였다(Table 6). 그 결과, 백혈구와 뇌세

포의 DNA 손상에서는 각 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으나, 간세포의 DNA 손상 정도에서는 카페인 투여

군(23.8±3.1)과 NP군(15.9±1.7)을 비교하였을 때 카페인

투여군에서 1.5배 정도 손상이 유의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5). 이는 앞서 확인한 카페인 섭취에 의해

증가한 지질과산화물에 의해 세포막의 손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DNA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보인다. 그에 반

해 NP 투여군은 대조군과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

써 장기복용 시에도 DNA 손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카페인이 가지는 각성효과는 본

연구에서 이용한 국화(Chrysanthemum), 민들레(Dandleion),

두릅(Aralia elata), 냉이(Shepherd’s purse), 석창포(Acori

graminei Rhizoma), 과라나(Guarana) 등의 혼합추출물로

대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랜 기간 NP의 섭취는

카페인에 비해 체내 산화적 스트레스 생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 독성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강점을 가질 것

으로 사료된다.

요 약

주간졸음증은 업무수행 능력을 감소시키고 사고의 위험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 카페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

되는 커피, 녹차, 콜라 등의 음료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써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자살충동 및 우울증의 감소

등 특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바 있으며 졸음을 억제하

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이용된다. 그러나 산소 소모의 증가,

체내 에너지 손실 및 대사율 증가뿐 아니라 비장의 DNA

합성 감소, 체내 지질 산화 등의 많은 부작용을 가진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국화, 민들레, 두릅, 냉이, 석창포, 과라나

등의 자생식물들을 이용하여 행동학적 분석을 통한 각성 효

과뿐만 아니라 인체의 생리활성에 안전한 물질을 탐색하고

자 하였다. Open field test의 결과, 단회 투여 시 대조군에

비해 카페인 투여군에서 활동적인 행동 양상을 나타내었으

며 NP군에서 카페인 투여군과 같은 수준의 활동 정도를 나

타내었다. 또한 3주간 NP의 투여는 카페인의 투여에 비해

증가한 활동성의 결과를 보였다.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LDL-콜레스테롤 농도의 경우 각 군 간의 유의적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으며 HDL-콜레스테롤 농도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카페인군과 NP군에서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카페인

투여군에 비해 NP 투여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

였다. 혈중 지질과산화 농도는 대조군(5.6 mM)에 비해 카페

인군(11.7 mM)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낸데 반해

NP군(6.4 mM)은 대조군과 같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간세포

의 DNA 손상정도에서는 대조군(18.4±2.1)에 비해 카페인

투여군(23.8±3.1)에서 유의적으로 손상이 증가한데 반해

NP군(15.9±1.7)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

음으로써 NP의 장기 투여는 DNA 손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 국화, 민들레, 두릅, 냉이, 석창

포, 과라나 등의 자생식물 혼합추출물이 카페인과 비슷한

각성효과를 보이면서도 장기복용 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나

각성효능이 있는 기능성식품으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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