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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개과병추출물과 인삼열매추출물의 혼합 음료 섭취가

숙취해소에 미치는 효과

Effects of mixed supplementation on Hoveni dulcis Thunb extracts and 
Ginseng-Berry extracts on hangover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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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알코올 분해 및 간 손상 보호, 피로회복, 체력증진 등의 효과가 있는 헛개과병추출물과 인삼열매 복

합추출물의 섭취가 숙취해소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20세 이상 자발적으로 참여한 64명을 대상으

로 무작위배정과 반복측정설계방법을 이용하여 블록무작위배정을 통해 집단 별 인원을 구성하였다. 집단 구성은 헛개과

병추출물+인삼열매 복합추출물(ARI 1000) 투여군, 헛개과병추출물투여군, 인삼열매추출물 투여군, 위약군을 각각 16명

을 구성하였다. 호흡기알콜농도 변화결과 ARI 1000 투여군이 음주 1시간에서 헛개과병추출물투여군, 인삼열매추출물 투

여군, 위약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 음주 2시간, 3시간에는 위약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p<0.05). 혈중 알코올

농도결과 음주 2시간, 3시간 후에 ARI 1000 투여군이 헛개과병추출물투여군, 인삼열매추출물 투여군, 위약군에 비해 유

의하게 낮았다(p<0.05). 결론적으로 음주 전 ARI 1000 섭취는 호흡기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유의하게 감소시켜 숙취효

과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헛개과병추출물, 인삼열매추출물, 숙취해소, 혼합음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investigate the effects of ingestion of rabies and ginseng fruit extracts 
onalcohol hangover, liver damage protection, fatigue recovery, and physicalstrength improvement.
A total of 64 volunteers aged over 20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the randomized and repeated 
measuresdesign method was used to divide a group of participants with a randomassignment. All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4 groups (n=16) treated with hoveni dulcis thunb extract + ginseng berry extract (ARI 1000), 
hoveni dulcis thunb extract, ginseng berry extract, and placebo. As a result of respiratory alcohol concentration 
change, the group treated with ARI 1000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group treated with hoveni dulcis 
thunb extract, ginseng berry extract, and placebo in 1 hour of drinking, and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placebo 
group in 2 hours and 3 hours of drinking (p<0.05). After 2 and 3 hours of alcohol consumption, blood alcohol 
concentration of the group treated with rabies ARI 1000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the other 3 
groups (p <0.05). In conclusion, ingestion of ARI 1000 before drinking may significantly reduce the respiratory 
and blood alcohol concentrations, which may induce an effect on the hangover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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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

르면 우리나라 연간 음주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1]. 이러한 문제는 현대인의

생활문화 다양화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활동과 일상

속에 내제된 과도한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알

코올 섭취 빈도가 증가되고 있으며, 사회생활이나 각종

모임 등에서 술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숙취해소 관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2][3]. 알코올의 섭취는 탈수, 전

해질 불균형, 위장 장애, 저혈당, 생체 리듬 불균형 및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4], 알코올이 대부

분 acetate로 전환 되어 말초에서의 지방분해 이용을

방해함으로써 비만의 원인이 된다[5]. 또한, 알코올의

과량 섭취는 글루코스의 생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글리코겐의 형태로 간에 저장된 글루코스를 배출하게

되어 저혈당으로 이어짐에 따라[4] 공복감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공복감을 해결하기 위한 음식섭취는 결국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면 알코올 가수분해 효소인

알코올 탈수소효소(alcohol dehydrogenase : ADH)에

의해 간에서 산화되어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로,

다시 알데히드 탈수소효소(aldehyde dehydrogenase :

ALDH)에 의해 산화되어 초산(acetic acid)이 되며 일부

는 소변이나 땀을 통해 배출된다[6][7][8]. 알코올은 섭

취량에 따라 간 대사에 여러 영향을 미침으로써 알코올

자체보다 산화과정에서 생성된 아세트알데히드와

NADH에 의해 간세포 손상과 대사성질환 같은 건강상

의 피해 및 숙취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10][11][12].

이러한 숙취 증상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아세트알

데히드가 체내에 높은 농도로 축적될 경우, alanine

aminotansferase(ALT)와 aspartate

aminotansferase(AST) 활성도가 증가되며, 뇌로의 혈

액순환 저하로 이어져 두통을 일으키거나 속쓰림, 매스

꺼움, 구토, 탈수로 인한 갈증, 설사 및 근육통 등을 유

발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12][13][14].

특히, 뇌는 체내 산소량의 20% 이상 소비하는 기관

으로, 불포화 지방 함량이 높으며, 항산화 성분이 간이

나 혈액 등에 비해 낮으므로 산화적 손상에 민감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15]. 알코올 섭취에 의한 산화적 손상

을 예방할 수 있는 superoxide dismutase(SOD),

glutathione(GSH), glutathione peroxidase(GPx) 등과

같은 항산화 체계가 인체 조직 내에 갖추고 있으나[16],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에 따른 산화적 손상이 체내에서

완전하게 소거하기 충분하지 않다[17]. 따라서, 알코올

섭취에 따른 숙취를 제거하고 간 손상 및 산화적 손상

을 낮추는 물질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

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삼(Panax ginseng C. A. Meyer)은 두릅나무과

(Araliaceae)에 속하며, 다년생 반음지성 숙근초로서 겨

우내 식물체의 지상부가 말라 죽고 뿌리만 남아 있다가

봄에 다시 생장하는 초본식물로, 한국, 중국, 일본 및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수 천년동안 약초로 사용되어 왔

다[18][19]. 또한, 인삼에는 인체의 생체 기능 조절에 유

용한 성분들이 다량으로 존재하고, 인삼의 대표적 주성

분인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 ginseng+glycoside)는

인삼의 모든 부위에 존재하며, 항산화, 항염증, 항 허혈,

항암, 기억력 개선, 혈당 저하, 간 기능보호, 심혈관 질

환 개선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

고하고 있다[20][21][22][23][24]. 또한, 인삼열매

(Ginseng berry)는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인삼뿌리와 다

르게 나타나며, 진세노사이드 Re와 Rd 함량이 높아 뿌

리와는 다른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5]. 인삼

에서 3~4년차에 열리는 인삼열매는 뿌리 수확 전에 얻

어지는 부산물로 주로 슬러지 형태로 생산이 되었으나,

진세노사이드 Re가 다량 함유되었다는 보고 이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인삼열매의 효능으로 항산화,

항암, 고혈당증 완화 및 항비만, 혈중 중성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으며[26][27][28][29][30], 특히, 인삼열매 가공

분획물이 알코올 분해 효능에 의한 간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1][32].

헛개나무(Hoveni dulcis Thunb.)는 갈매나무과의 낙

엽교목으로 지구자 나무라고도 하며, 알코올 해독작용

및 간 기능 개선의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독을 해소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33][34][35][36], 주요 효능으로 항 당뇨[37] 및 항산화

작용[38] 등이 보고되었다. 또한, 헛개과병(헛개나무열

매) 추출물에서 분리한 Hovenodulinal(flavonl 성분)이

알코올 분해에 효과와 간 보호 및 알코올 농도를 저하

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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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헛개나무추출물의

알코올 해독 작용에 관한 연구에서 알코올 분해에 관여

하는 알코올탈수소효소의 감소와 인삼열매추출물에서

의 간독성 개선 효과 연구에서 에탄올에 의한 간 독성

완화 및 알코올 대사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를 감소시

킬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헛개나무추출물과 인삼열매

추출물을 혼합할 경우 숙취개선에 효과적일 것이라 생

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분해 및 간 손상의 보

호, 피로회복, 체력증진 등의 효과가 있는 인삼열매추출

물과 헛개과병추출물을 활용한 임상실험을 통해 숙취

해소의 효능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대상자 수를

통계적 검증과정을 통해 산출하였다. 대상자 선정근거

는 집단별 반복측정설계로 유의수준은 5%(0.05), 검증

력(Power) 80%, Effect size : 0.5, 이탈률 20%, 집단별

예수비율 1:1로 하였으며 G*Power3.1.9.2를 활용하여

산정한 결과 각 군당 16명씩 총 64명을 대상자로 선정

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 특성

Table 1. Calculating the number of subjects

신장 체중 나이
체질량

지수

위약

(n=16)

173.75

±8.64

74.82

±12.47

31.45

±5.79

24.52

±3.51

헛개과병추출물

(n=16)

174.63

±5.67

80.75

±11.12

32.88

±5.25

26.42

±2.78

인삼열매추출물

(n=16)

174.25

±9.10

75.31

±15.43

30.25

±5.64

24.58

±3.35

ARI 1000
(n=16)

175.26

±7.24

75.55

±14.13

34.24

±7.64

24.46

±3.34

(mean±SD)

선정된 연구 대상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배정(Block

randomization)과 반복측정설계방법을 이용하였으며,

Qury Advisor 7.0을 이용하여 블록무작위배정(Block

randomization)을 통해 집단 별 인원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용인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2-1040966-AB-N-01-201404-HMR

-016-1). 집단구성은 위약군과 헛개과병추출물 섭취군,

인삼열매추출물 섭취군, ARI1000 섭취군 총 4집단을

구성 하였다. 집단별 참여자의 신체적특징(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연령간 통계적인 유의차가 없어 집단별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실험제품 구성

1) 헛개과병추출물의 제조

㈜아리바이오로부터 제공 받은 헛개과병추출물의 제

조는 건조된 헛개과병을 세절하여 추출병에 넣은 후 에

탄올과 물을 1:9 부피비로 혼합된 10%(v/v) EtOH 수용

액을 가하여 침지하고 4시간 동안 환류 추출 후 여과지

를 이용 여과한 후 헛개과병추출액을 용액이 완전히 증

발할 때까지 감압 하에 농축기를 사용하여 농축한 후

헛개과병 추출물을 수득하였다.

2) 인삼열매추출물의 제조

㈜아리바이오로부터 제공받은 인삼열매추출물의 제

조는 건조된 인삼열매를 세절하여 추출병에 넣은 후 에

탄올과 물이 3:7의 부피비로 혼합된 25%(v/v) EtOH 수

용액을 가하여 침지하고 5시간 동안 환류 추출 후 여과

지를 이용하여 여과한 후 인삼열매 추출용액이 완전히

증발할 때까지 감압 하에 농축기를 사용하여 농축한 후

인삼열매 추출물을 수득하였다.

3) 헛개과병 인삼열매 복합 추출물 (ARI 1000)

㈜아리바이오로부터 제공받은 헛개과병 인삼열매 복

합추출물 제조는 인삼열매추출물과 헛개과병추출물을

4:6으로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4) 위약

위약은 덱스트린 11.48g, 카라멜색소 5.6g, 홍삼향

0.28g, 복합황금추출물 0.07g을 넣은 후 정제수수로

140ml을 맞추었다. 실험조제물의 구체적인 함량 및 배

합비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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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험제품들의 성분함량 및 배합비

Table 2. Component content and mixing ration of experimental products

실험제품 원료명 - 성분함량 섭취량

ARI 1000
식물혼합추출액 (헛개 6 : 4 인삼열매) 93.8%

140ml˪인삼열매추출액외 6.2%

헛개과병추출물
헛개과병추출액 퀘르세틴 100% 95.32%

140ml
갈근농축액 외 4.68%

인삼열매추출물
진생베리 추출액 4.5%

140ml
정재수외 95.5%

위약

덱스트린 11.48g

140ml

카라멜색소 5.6g

홍삼향 0.28g

복합황금추출물 0.07g

정제수 140ml

3. 실험제품 및 알코올 섭취방법

모든 실험제품은 알코올 섭취 30분 전에 당일해당

제품을 경구복용 하였으며, 실험제품 섭취 후 소주

(90ml, 알코올 13.85g)+맥주(110ml, 알코올 3.9g)가 혼

합 된 술(200ml, 알코올 17.75g)을 3분이내 연속적으로

3잔(600ml, 알코올 53.25g)을 섭취하였다. 알코올 섭취

후 안주는 제한하였으며, 알코올 섭취 후 3시간 동안

금식을 실시하였다. 또한, 모든 피험자는 실험이 진행

되는 동안 흡연과 수분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하였으며,

화장실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4. 채혈방법 및 혈액 분석방법

모든 실험 및 채혈은 6시간 이상 공복상태에서 진

행하였으며, 채혈은 5ml Vacuum tube(진공 채혈관,

serum tube 1통)와 Heparin 4ml Vacuum tube, 22

gagee needle을 사용하여 상완 정맥에서 혈액을 채취

하였다. 총 채혈양은 1회 9ml씩 4회 36ml이며, 안정

시, 알코올을 섭취 후 1시간, 2시간, 3시간 총 4회 채혈

하였다. 채취된 혈액은 heparin 4ml Vacuum tube에

응고되지 않게 잘 mix한 후 원심분리 하였으며, 5ml

Vacuum tube의 혈액은 응고된 후 3,000rpm에서 15분

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분리 한 다음 –80℃의 냉

동고에 보관 하였다. 혈액 분석 항목은 Alcohol,

Aldehyde, AST, ALT으로 혈액 분석 전문기관인 ‘삼

광의료재단’에 분석을 의뢰하였다.

5. 호흡기 알코올농도 측정 (Measurement of Alcohol

breath, BrAC)

BrAC test는 전기화학식 센서(Fuel Cell sensor)가

장착된 Aloscan AL9000을 이용하여 피험자들의 채혈

즉시 총 3번씩 측정하였으며, 측정시간은 0, 1, 2, 3시간

후(총 4회)로 하였다. 측정결과 표시 범위는

0.000%BAC ~ 0.400%BAC로 측정결과 소수점 3자리로

표시하였으며, 정확도(오차범위)는 ±0.005%BAC이다

(표준습식 또는 표준건식 알코올 0.001%BAC 측정 시).

6. 자료처리 및 평가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의 분석은 SPSS

(SPSS 21.0 for window, SPSS Inc., chicage,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

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시험

제품 투여 전과 투여 후의 호흡기 알코올농도와 혈중

알코올농도, 알데하이드, 간효소 변화에 대해, 각 측정

변수의 특성에 따라 Two-way Mixed ANOVA를 이용

집단과 시간변화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였으며, 각 시점

별 집단간 차이는 One-way ANOVA를 이용하였다.

집단간 차이검증에 따른 사후분석은 LSD를 이용하였

으며, 시기별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호흡기 알코올농도 변화

음주후 시험약물 섭취에 따른 시간변화간 유의한 경

향만이 확인되었으나(F=2.05, p=0.05) 시간변화에 따른

집단간 차이검증결과 음주 1시간, 2시간, 3시간 모두

ARI 1000 섭취군이 위약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p<0.05), 특히, 음주 1시간 후에는헛개과병추출물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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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인삼열매추출물섭취군에비해 ARI 1000 섭취군이

유의하게 낮은 호흡기 알코올농도를 나타내었다

(p<0.05)<Table 3>.

표 3. Breathlizer 이용한 변화 결과

Table 3. Results of using Breathlizer (mean±SD)

항목 집단 안정시 1시간 2시간 3시간

호흡기

알코올농도

(%)

위약군

(n=16)
- 0.086±0.020

d
0.068±0.020

d
0.054±0.019

d

헛개과병추출물섭취군

(n=16)
- 0.078±0.020

d
0.060±0.024 0.042±0.018

인삼열매추출물섭취군

(n=16)
- 0.080±0.031

d
0.061±0.028 0.046±0.029

ARI 1000 (n=16) - 0.061±0.014 0.048±0.013 0.032±0.012

시간변화 F=374.13, p=0.001

시간변화 × 집단 F=2.05, p=0.05

a; 위약대비 p<0.05, b; 헛개과병추출물 대비 p<0.05, c: 인삼열매추출물 대비 p<0.05, d; ARI 1000 대비 p<0.05

2 혈중 알코올농도 변화 결과

시험물질 섭취에 따른 음주후 혈중 알코올 농도변

화결과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F=4.69,

p=0.01). 특히 음주 섭취 2시간 후 ARI 1000 섭취군이

위약군, 헛개과병추출물섭취군, 인삼열매추출물섭취군

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혈중 알코올농도를 나타내었다

(p<0.05). 안정시와 알코올섭취 후 1시간, 2시간, 3시간

의 Alcohol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ARI 1000 섭취군에

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Table 4>.

표 4. 혈중 알코올농도 변화 결과

Table 4. Alcohol change results (mean±SD)

항목 집단 안정시 1시간 2시간 3시간

혈중

알코올농도

(mg/dl)

위약군

(n=16)
- 0.092±0.015 0.089±0.018

d
0.082±0.020

d

헛개과병추출물 섭취군

(n=16)
- 0.088±0.011 0.083±0.014 d 0.077±0.014 d

인삼열매추출물 섭취군

(n=16)
- 0.086±0.016 0.080±0.019 d 0.078±0.015 d

ARI 1000 (n=16) - 0.079±0.021 0.064±0.014 0.059±0.018

시간변화 F=1177.07, p=0.001

시간변화 × 집단 F=4.69, p=0.001

a; 위약대비 p<0.05, b; 헛개과병추출물대비 p<0.05, c: 인삼열매추출물대비 p<0.05, d; ARI 1000 대비 p<0.05

3 혈중 알데하이드 변화 결과

시험물질섭취에 따른 음주 후 혈중 알데하이드 변

화결과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F=11.38,

p=0.001). 음주 1시간, 2시간, 3시간 후 모두 헛개과병+

인삼열매복합추출 섭취군은 위약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혈중 알데하이드 농도를 나타내었다(p<0.05). 특

히, 음주 3시간 후 헛개과병추출물 섭취군에 비해 ARI

1000 섭취군이 유의하게 낮은 혈중 알데하이드를 나타

내었다(p<0.05)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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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혈중알데하이드 변화 결과

Table 5. Aldehyde change results
(mean±SD)

항목 집단 안정 시 1시간 2시간 3시간

Aldehyde

(uM)

위약군

(n=16)
503.80±84.13 1192.78±230.42 d 1189.17±210.10 d 1224.52±201.99 d

헛개과병추출물 섭취군

(n=16)
560.61±142.61 1007.05±205.79

a
1008.35±309.71 961.87±243.72

a,d

인삼열매추출물 섭취군

(n=16)
560.23±142.31 849.46±233.93 a 877.06±215.09 a 866.65±225.80 a

ARI 1000 (n=16) 536.14±139.41 963.51±310.80 830.40±336.46 782.70±296.03

시간변화 F=220.17, p=0.001

시간변화 × 집단 F=11.38, p=0.001

a; 위약대비 p<0.05, b; 헛개과병추출물 대비 p<0.05, c: 인삼열매추출물 대비 p<0.05, d; ARI 1000 대비 p<0.05

4 혈중 AST, ALT 변화 결과

시험물질 섭취에 따른 혈중 AST, ALT 모두 음주

후 변화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으며, 음주 후

시간별 집단간 유의한 차이도 없었다<Table

6><Table 7>.

표 6. 혈중 AST, ALT 변화 결과

Table 6. AST change results

항목 집단 안정시 1시간 2시간 3시간

AST

(IU/l)

위약군

(n=16)
21.55±5.23 24.51±6.69 24.21±5.37 24.35±6.38

헛개과병추출물 섭취군

(n=16)
22.19±6.55 23.59±6.10 23.88±6.31 23.11±6.37

인삼열매추출물 섭취군

(n=16)
21.88±7.26 24.00±9.67 23.69±8.94 22.90±7.59

ARI 1000 (n=16) 21.76±6.41 23.65±5.52 23.12±6.00 22.66±5.51

ALT

(IU/l)

위약군

(n=16)
21.69±6.16 23.88±8.99 23.65±7.94 23.63±7.18

헛개과병추출물 섭취군

(n=16)
21.12±7.02 23.54±6.25 22.97±6.42 22.81±6.82

인삼열매추출물 섭취군

(n=16)
20.50±6.32 23.44±7.33 23.13±6.20 23.11±5.43

ARI 1000 (n=16) 21.41±7.44 23.06±6.57 22.72±5.48 22.47±6.76

Ⅳ. 논의

본연구에서인삼열매추출물과헛개과병추출물두가

지를혼합물로제조된ARI 1000 음료섭취후숙취해소

의 효능에 대해 구명하고자 한다.

먼저 Breathlizer를 이용한 알코올 농도 변화량은

ARI 1000 집단에서 시간에 따라변화량이높지 않았으

며 그룹과 반복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혈중 알코올 및 알데하이드 변화 결과 그룹과 반

복간에유의한상호작용효과가나타났다. 하지만 AST

와 ALT의변화량을분석한결과그룹과반복간에는유

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없었다.

최초 음주 시 위의 점막과 소장에서 흡수되는 알코

올의 주성분인 에탄올 성분이 간에서 알코올 탈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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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활성에 의해 아세틸알데히드가 생성되고, 아세트

알데히드는 가수분해효소에 의해 아세테이트로 산화되

어 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되거나 에너지로 사용된다.

이러한 알코올 산화과정 중에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

드는 세포독성을 일으키는 물질로 간독성이나 뇌세포

에 독성을 나타나게 됨으로써 간질환, 뇌질환 및 숙취

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알코올 분해 촉진 및 아세트알데히드의 산화의 촉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AST와 ALT의 변화 결과 유의한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알코올의 단회 투여가

알코올 대사의 효소 활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41]. 간기능의

지표로서 AST와 ALT 이외에 γ-GTP가 있으며, γ

-GTP는 세포 내의 glutathione의 분해와 합성에 관여

를 함으로써, 정상인의 간에서 γ-GTP의 활성이 증가

되고 특히 혈청에서 급격한 상승을 보인다. 즉, 알코올

이나 약물로 인한 간에 장애가 생기게 되면 혈중 γ

-GTP가 증가하게 되며, 특히 알코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간 질환이 있을 경우 다른 효소보다 빠

르게 이상치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간기능의 지표로

γ-GTP를 추가하여 알코올 섭취 시 변화량을 분석하

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전술한내용을종합하여살펴보면, 인삼열매추출물과

헛개과병추출물의 혼합 음료 ARI 1000 섭취가 숙취해

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본연구에서는인삼열매추출물과헛개과병추출물두

가지혼합물로제조된ARI 1000 음료섭취후숙취해소

의효능을구명하고자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얻은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호흡기알코올농도, 혈중알코올농도및알데하이

드 농도변화량 결과 ARI 1000 섭취 시 헛개과병추출물

과인삼열매추출물을섭취했을때보다유의하게낮은

결과가 확인되었다.

2) 하지만 간효소인 AST와 ALT의 변화 결과 숙취

를위해 섭취한 시험물질간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이와같은결과를종합해볼때음주후단기간

나타나는 숙취능은 ARI 1000이 헛개과병추출물과인삼

열매추출물단일섭취에비해효과가우수한것으로생

각된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장기간 섭취 시에 따른 간

효소변화는후속연구를통해검토되어야할것으로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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