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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whether or not an herb mixture including Lycii fructus(HML) 

has attenuation effects on light stress in rats. 

  Methods : Light stress was induced by exposure to 300 lx of constant lifht for 24 h and 1㎎/㎏ of caffeine was 

injected into the rat. Rats were orally treated with distilled water of HML for 21 days at 100㎎/㎏/d. The changes 

of mortality rate, clinical signs, body, blood chemistry, melatonin and IL-2 expression were analyzed after 

experiment.  

  Results : Normal weight changes were observed in all treatment groups. In addition, no changes were observed 

in dead animals and general symptoms. At the time of autopsy, the appearance of all groups and gross 

examination of major organs were observed, and no gross findings were observed. Blood biochemical tests 

showed that total cholesterol and HDL cholesterol level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group 

treated with HML compared to the stress-induced group. Melatonin was measured in the blood,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group treated with HML compared to the group with stress-induced group, but it 

tended to increase. IL-2 was measured in the blood, no significant change was observed in the group treated 

with HML compared to the stress-induc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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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 사회는 도시화와 정보화로 인해 다양하고 긴장된 

생활의 연속이며, 복잡한 인관계, 과중한 업무 부담, 

조직사회에 한 피로 등으로 인해 과중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다. 과중한 스트레스는 신체의 평형상태를 

유지하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깨뜨려 심리적으로 불안

정을 초래하고 호르몬의 불균형 및 수면장애 등을 초래

하게 된다1-3).

  Caffeine의 복용은 인체에서 수면장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위장관계 질

환, 근육통, 피로 등의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불안 및 

우울 등의 정신적인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4-6). 이처럼 

현 인들에게 수면장애로 인한 불면증, 불안 및 우울증 

등은 아주 흔히 발생하는 증상인데 반해 부분의 환자

는 진료를 통해 전문의약품 치료를 받는 신 음주 또

는 비처방 일반의약품으로 극복하려는 경향이 있다7). 

처방약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흔히 benzo- 

diazepines 계열의 약물과 zolpidem이나 zopiclone

과 같은 약물을 사용한다8). 그러나 이러한 처방약은 약

물 의존성을 유발하고 악몽, 메스꺼움, 두통, 어지러움, 

넘어짐 등의 부작용이 있다9-11). 따라서 부작용이 적으

면서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를 지닌 천연물 유래 체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에 사용되어질 표적 한약재인 枸杞子는 가

지과에 속하는 낙엽성 활엽 관목으로 성질은 차고 성미

는 쓰고 달며 간과 신장에 작용하여 시력을 개선하고 

몸이 허약하여 생기는 병을 다스린다. 주요 성분으로는 

betaine, zeazanthin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에 관

한 연구로는 항산화효과12), 혈당강하작용13,14)이 보고되

었고, 유해 산소 및 알코올의 해독15), zeazanthin 성분

의 간 보호 효과16)에 해 보고되었다. 또한 《東醫治療

經驗集成》에 枸杞子로 만성 스트레스성 위염 환자 20례

를 치료한 증례가 있을 정도로, 임상에서 스트레스성 

질환에 다용되는 단미약물이다17). 따라서 본 연구진은 

이러한 연구에 착안하여 枸杞子를 포함한 복합처방을 

구성하여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상으로 수면장애 

및 스트레스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하여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affeine 및 빛 스트레스 유발 

동물모델에서 구기자복합물이 혈액학적 변화 및 스트레

스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Caffeine 

및 빛 스트레스 유발  동물모델에서 구기자복합물을 경

구투여 한 후, 체중변화, 혈액생화학적 검사, melatonin 

측정 및 interleukin-2(IL-2) 측정 분석 등을 통하여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1) 동물

  동물은 체중 150±10.0g의 Sprague Dawley 웅성 

rat을 실내습도 40-60%와 실내온도 24-26℃가 유지

되는 항온항습 환경이 준비된 사육장 안에서 물과 사료

(Pellet, GMO, 한국)를 충분히 공급하고 1주일 이상 

환경에 적응시킨다. 그리고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실험

기간에는 물과 고형사료를 자유롭게 섭취하게 하였다. 

본 실험은 동물실험에 한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의 승인(승인번호 : IAC2017-1400)을 받았다. 

  Conclusions :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HML maybe help with hematological changes expressed by 

caffeine and light-induced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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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재

  본 실험에 사용된 약재는 ㈜HMAX에서 구입하였으

며, 용량은 다음과 같다 (Table. 1). 

Name Botanical Name Weight(g)

枸杞子 Lycium chinesnse Miller 40g

木天蓼 Actinidia polygama Miquel 32g

木瓜
Chaenomelis sinensis 
Koehne

12g

蘆根
Phragmites communis 
Trinius

12g

五加皮
Acanthopanax sessiliflorum 
Seeman

12g

葛根 Pueraria lobata Ohwi 12g

吉草根 Valeriana fauriel Briquet 12g

山茱萸
Cornus officinalis Siebold et 
Zuccarini

12g

大棗
Zizyphou jujuba Miller var. 
inermis

8g

人蔘 Panax ginseng C.A. Meyer 8g

total 160g

Table 1. Contents of Herbal Mixture

3) 시료조제

  본 연구에 사용된 한약재들을 3차 증류수 1,000㎖와 

함께 넣은 뒤 heating mantle을 이용하여 4시간동안 

가열하고 6시간 냉각시켜 구기자복합 추출물을 제조하

였다. 추출물을 얻은 후 거즈로 1차 여과 한 후 여과지

로 2차 여과를 진행하였다. 여과를 마친 후 여과액을 

감압 농축하여 100㎖ 농축액을 얻었다. 농축액을 –8
0℃ 냉동고에 얼린 후 동결건조 한 뒤 분말을 얻어 시

료로 사용하였다. 동결건조 추출물은 30g을 얻었고 수

율은 약 19%이다. 

2. 실험방법

1) 실험동물군 분리

  순화 후 건강한 개체를 선별하여, 각 군간 평균체중 

및 표준편차가 균일하도록 무작위법으로 군 분리를 실

시하였다. 실험군은 정상 조군, 스트레스 유발군 그리

고 구기자복합물 투여군으로 구별하여 한 군에 6마리씩 

배정하였다. 

2) 검액 투여

  구기자복합물은 1일 1회 총 21일간 투여하였다. 투

여량은 100㎎/㎏, 투여액량은 10㎖/㎏로 산정하여 경

구투여 하였다. 

3) 스트레스 유발

  실험기간동안 매일 24시간 300lx의 빛 자극을 주었

고, caffeine을 1㎎/㎏ 농도로 매일 복강주사 하였다. 

4) 일반증상 관찰

  실험기간 중, 모든 동물에 하여 매일 1회 일반증상

의 변화, 독성증상 및 사망유무의 관찰을 실시하였다. 

5) 체중의 측정

  실험동물의 체중은 실험개시 0일, 7일, 14일 그리고 

21일에 측정하였다. 

6) 부검

  혈액 채취 전 전체 실험군은 18시간 이상 절식시켰

다. 부검 시 생존동물은 동물마취제(zoletil)로 마취하여 

심장채혈 및 안락사(경추탈골) 시킨 다음 체표 및 모든 

체공(external surface & all orifices), 두개강

(cranial cavity), 흉강 및 복강의 모든 장기(thoracic 

and abdominal cavities & their contents)에 하

여 육안적 검사를 실시하였다.  

7) 혈액생화학적 검사(Table 2)

  채혈한 혈액 중 혈액검사에 사용된 혈액을 제외한 나

머지의 혈액을 실온에서 응고시킨 다음 냉장원심분리

(3000rpm, 4℃, 10분)하여 혈청을 취한 후 생화학분석

기(TBA-120FR, TOSHIBA, Japan)를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측정하였다.

                                



김이화 외 3인 : Caffeine 및 광자극 유발 스트레스 동물모델에서 구기자 복합물이 스트레스 완화 및 혈중 멜라토닌에 미치는 영향

47

Category Unit

Total Protein (TP) g/㎗

Albumin (ALB) g/㎗

A/G ratio (A/G) -

Total bilirubin (T-BIL) ㎎/㎗

Alkaline phosphatase(ALP) U/L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U/L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U/L

Gamma glutamyl-transferase (GGT) IU/L

Creatinine (CREA) ㎎/㎗

Blood urea nitrogen(BUN) ㎎/㎗

Total cholesterol (T-CHO) ㎎/㎗

Low density lipoprotein (LDL) ㎎/㎗

High density lipoprotein (HDL) ㎎/㎗

Triglycerides (TG) ㎎/㎗

Glucose (GLU) ㎎/㎗

Calcium (CA) ㎎/㎗

Inorganic phosphorus(IP) ㎎/㎗

Sodium (Na+) mmol/L

Potassium (K+) mmol/L

Chloride (Cl-) mmol/L

Table 2. Contents of Blood Chemistry   

8) 혈액 내 melatonin 및 IL-2 발현 측정

  혈액 내 melatonin 측정을 위해 Melatonin 

(ab213978, Abcam, USA)를 사용하였으며, IL-2측정

을 위해 IL-2(R2000, R&D SYSTEM, USA)를 사용하

였다. Microplate에 100㎕ standard, control, 

serum.을 첨가하고 plate cover로 tapping하고 

mixing한 후 실온에 2시간 30분간 배양하였다. 300㎕ 

washing solution으로 5회 세척 후 100㎕ 1X 

biotinylated andtibody를 첨가하고 plate cover로 

tapping하고 실온에 1시간 배양하였다. 300㎕ 

washing solution으로 5회 세척 후 100㎕ TMB 

one-step substrate reagent를 첨가한 후 암실상태로 

실온에 30분간 배양하였다. 100㎕ stop solution을 

plate에 놓고 반응을 중지시키고,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ELISA) kit를 이용 하여 흡광

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3. 통계분석

  본 시험에서는 체중, 혈액생화학적 검사 및 

Melatonin 및 IL-2 발현 측정 결과에 해서 SPSS 통

계 프로그램(Ver. 19.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

였다. 먼저, 분산의 동질성을 평가하기 위해 Levene's 

test를 수행한 후, one way ANOVA test를 실시하여 

각 시험군간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One way ANOVA 

test 수행한 결과, 시험군간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으 

면, 추가적인 통계처리를 수행하지 않았다. 시험군 간의 

유의성이 확인될 경우, 분산의 동질성 유무에 따라 사

후검정 (분산이 동질한 경우 Scheffe 다중검정, 분산이 

이질한 경우, Dunnett's T3)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

은 p<0.05로 설정하여 확인하였다. 

Ⅲ. 결  과 

1. 사망률 및 임상소견

  실험기간 중, 모든 동물에 하여 매일 1회 일반증상

의 변화, 독성증상 및 사망유무의 관찰을 실시하였다. 

일반증상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특이한 반응을 나타내

지 않았으며 물과 사료의 섭취에 한 변화도 특이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독성증상은 이상행동반응과 

소변의 상태변화를 관찰하였으나 특이한 변화가 관찰

되지 않았다. 관찰투여기간 동안 사망동물의 발생은 관

찰되지 않았다(Table 3). 

2. 체중변화 측정

  체중변화의 측정은 실험개시 0일, 7일, 14일 그리고 

21일에 시행하였다. 투여기간 동안, 모든 투여군에서 

정상적인 체중변화가 관찰되었으며 군 간의 통계학적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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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No. of animal Mortality (dead/total)a
Abnormal 
behavior

Change of feces and urine

Ⅰ 6 0% (0 / 6) N N

Ⅱ 6 0% (0 / 6) N N

Ⅲ 6 0% (0 / 6) N N

N : Normal
a :  Number of dead animals / Number of tested animals
Ⅰ : untreated group; Ⅱ : treated with caffeine ; Ⅲ : treated with caffeine and herb mixture

Table 3. Mortality Rate and Clinical Signs

Group
Body weight (g) on weeks

0 1 2 3

Ⅰ 205.52±3.07 258.67±12.09 313.20±21.97 337.80±22.27

Ⅱ 205.86±3.50 266.50±9.57 329.10±14.58 352.67±15.74

Ⅲ 205.96±7.10 269.13±15.27 325.77±23.59 350.73±24.82

Data were re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Ⅰ : untreated group; Ⅱ : treated with caffeine ; Ⅲ : treated with caffeine and herb mixture

Table 4. Body Weight

Group TP    ALB A/G T-BIL ALP AST ALT CREA BUN T-CHO  TG 

Ⅰ 5.3±0.1 3.6±0.0 2.1±0.1 0.01± 0.1 738± 57 68±10 28±6 0.45±0.02 15.4±1.6 74±3 20±5

Ⅱ 5.5±0.1 3.7±0.0 2.1±0.1 0.01±0.01 776±131 72±9 25±2 0.39±0.02 12.7±0.8 65±6# 13±3#

Ⅲ 5.5±0.1 3.7±0.1 2.1±0.2 0.01±0.02 664±123 71±4 29±4 0.41±0.05 12.9±2.3 94±4* 26±4*

Data were re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 : Signification difference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I) (P<0.05)
* : Signification difference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Ⅱ) (P<0.05)
TP : total protein; ALB : albumin; A/G : albumin/globulin; T-BIL : total bilirubin; ALP : alkaline phosphatase; AST :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 alanine aminotransferase; CREA : creatinine; BUN : blood urea nitrogen; 
T-CHO : total cholesterol; TG : triglycerides; Ⅰ : untreated group; Ⅱ : treated with caffeine ; Ⅲ : treated with 
caffeine and herb mixture

Table 5-1. Biochemistry Parameters 

Group GLU  CA IP GGT HDL LDL Na+ K+ Cl-

Ⅰ 210±35  9.8±0.1 7.6±0.4 0.00±0.00  64±8 20±5 142.6±1.3 4.16±0.08 103.6±1.1  

Ⅱ 161±13  9.9±0.2 7.4±0.3 0.49±0.24 51±4# 16±3 143.0±0.8 4.08±0.11 104.3±1.3

Ⅲ 171±20  9.9±0.3 7.6±0.3 0.12±0.21 68±3* 26±4 143.9±0.3 4.13±0.19 104.0±1.3 

Data were re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 : Signification difference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Ⅱ) (P<0.05)
TP : total protein; ALB : albumin; A/G : albumin/globulin; T-BIL : total bilirubin; ALP : alkaline phosphatase; AST :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 alanine aminotransferase; CREA : creatinine; BUN : blood urea nitrogen; 
T-CHO : total cholesterol; TG : triglycerides; Ⅰ : untreated group; Ⅱ : treated with caffeine ; Ⅲ : treated with 
caffeine and herb mixture

Table 5-2. Biochemistry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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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액생화학적 검사 

  혈액생화학적 검사 결과, Total cholesterol, TG, 

HDL cholesterol 수치의 경우, 스트레스 유발군에 비

교하여 구기자복합물 치료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게 감소하였다(p<0.05) (Table 5). 

4. Melatonin 측정(Table 6)

  혈액 내에서 Melatonin을 측정한 결과, 스트레스 유

발군과 비교하여 구기자복합물 치료군에서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Group Melatonin (ng/㎖)

Ⅰ  1.55 ± 0.11

Ⅱ  1.05 ± 0.08#

Ⅲ  1.27 ± 0.08* 

Table 6. Melatonin expression

Data were re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 : Signification difference as compared with untreated 

group (I) (P<0.05)
* : Signification difference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Ⅱ) (P<0.05)
Ⅰ : untreated group; Ⅱ : treated with caffeine ; Ⅲ : 

treated with caffeine and herb mixture

Group Melatonin (ng/㎎)

Ⅰ 212.49 ± 11.50

Ⅱ 297.60 ± 10.48#

Ⅲ 290.04 ± 4.02  

Table 7. IL-2 expression

Data were re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 : Signification difference as compared with untreated 

group (I) (P<0.05)
Ⅰ : untreated group; Ⅱ : treated with caffeine ; Ⅲ : 

treated with caffeine and herb mixture

5. IL-2 측정(Table 7)

  혈액 내에서 IL-2를 측정한 결과, 수면장애 및 스트

레스 유발군과 비교하여 구기자복합물 치료군에서 유의

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Ⅳ. 고  찰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생체 내에서는 신경계와 내분비

계를 활성화하고 이는 면역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18). 

스트레스를 방치할 경우 두통, 불면증, 불안장애, 스트

레스성 고 혈압, 과민성 장증후군, 심부정맥, 기관지 

천식, 만성 통증 등이 발병하거나19) 기저질환이 더욱 

악화할 수 있고, 더하여 만성 스트레스는 암세포의 전

이를 촉진하는 등 조기사망 위험률을 증가시킨다20,21). 

또한 수면장애는 집중력 및 반응속도, 판단력 저하 등

을 일으키고, 졸음으로 인해 일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

하거나 직업관련 사고 또는 교통사고를 겪는 등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저해한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으

로 불안한 상태는 수면장애를 일으키고 수면장애 자체

가 또 다른 스트레스를 일으켜 악순환이 반복된다22). 

따라서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는 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를 완화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적 ․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이다23). 

  본 연구에 사용되어진 복합물은 枸杞子, 木天蓼, 木瓜, 

蘆根, 五加皮, 葛根, 吉草根, 山茱萸, 大棗, 人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약재 중에서 枸杞子는 가지과의 낙

엽, 활엽, 관목으로 구기자나무 열매를 枸杞子라 하며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하고 있다. 한방에서는 잎을 枸杞

葉, 열매를 枸杞子, 뿌리를 地骨皮라 하며, 아미노산, 비

타민 등이 함유되어 있어 정력 감퇴, 결막염, 피로회복, 

현기증 등에 이용되고 있다. 木天蓼는 다래나무(미후리)

과에 속한 낙엽 덩굴성 식물인 개다래나무의 과실로, 

이에 한 성분으로는 자당, 점액질, 전분, 단백질, 탄

닌, 유기산, 비타민 C, 비타민 A 등이 함유되어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장기능의 개선, 통풍,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스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  

  木瓜는 소화촉진, 보혈과 조혈작용, 항이뇨 작용 및 

위장과 사지 근육을 풀어 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蘆根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자생하는 

갈 의 뿌리를 말한다. 蘆根의 약리작용으로는 이뇨작

용, 해열작용, 간 보호 작용, 조혈기능 강화작용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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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五加皮는 人蔘과 같은 두릅나

무과에 속하는 낙엽활엽관목으로, 오갈피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에서도 생산된다. 《東醫寶鑑》이

나 《本草綱目》에 의하면 오가피뿌리, 줄기 및 가지의 껍

질 등을 장기복용하면 몸을 가볍게 한다하여 오래 전부

터 사용해 왔다. 葛根은 콩과 칡속에 속하는 칡의 뿌리

로서 땀을 내며, 열을 내려 고열 ․ 두통을 치료하고 갈

증을 멎게 한다. 소화불량, 두통, 빈혈, 이질, 복통, 술

독, 감기, 구토와 부인들의 하혈에 쓰이고 소화를 돕는

다. 吉草根은 동속근연식물로 좀쥐오줌풀, 넓은잎 쥐오

줌풀, 광릉 쥐오줌풀 등이 있으며 모두 약재로 사용된

다. 吉草根은 정신불안으로 인한 心煩, 不眠, 驚悸, 신경

쇠약, 심근염, 산후 심장병, 고산병, 생리불순, 위경련, 

관절염, 타박상 등에 사용한다. 약리작용으로 진정작용, 

진경작용, 혈압강화, 그람양성균 억제작용, 이뇨작용 등

이 보고되었다. 山茱萸는 신장 요로계통과 성인병, 부인

병 등에 효능이 있고, 특히 성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고 

땀을 멎게 하며 열을 내리고 음기를 보충해 준다. 소변

을 너무 자주 보는 빈뇨 현상에도 효과적이다. 大棗는 

갈매나무과에 속하는 활엽교목 추의 성숙한 과실로 

당류, 비타민 C군, 칼슘, 단백질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비위를 영양하고 진액을 보충한다. 또한 세포점막에 자

윤을 공급하고 세포의 사를 활성화하며 항알러지 작

용을 한다. 人蔘은 사포닌 글리코시드인 진세노사이드

류, 스테로이드, 비타민 B군, 콜린 등이 함유되어 있다. 

강장, 강심, 건위, 보정, 진정, 자양 등의 약으로 사용되

고 위장 등의 기능 쇠약에 의한 물질 사 기능의 저하

에 사용되며, 병약자의 위부정체감, 소화불량, 구토, 흉

통, 이완성, 설사, 식욕부진 등에도 사용된다24).  

  본 연구에 사용된 처방은 《東醫壽世保元》의 獼㺅藤植

腸湯을 참고하였다. 獼㺅藤植腸湯은 태양인 내촉소장병

(太陽人 內觸小腸病)에서 열격(噎膈), 반위(反胃)를 치료

하는 처방이다. 식도부터 소장에 이르는 소화기관에 두

루 작용하는 처방을 선택하였다. 이는 멜라토닌은 장에

서 많이 생산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식이요인에 

의해 위협받는 장-장벽 온전성 유지에도 작용하기 때문

이다25). 따라서 본 연구진은 이러한 연구에 착안하여 

獼㺅藤植腸湯에 사용되어지는 木瓜, 蘆根, 五加皮, 葛根, 

吉草根 약재에 枸杞子를 포함한 복합처방을 구성하여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상으로 하루 3번 아침 식후, 

저녁 식후, 수면 전(Hs)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최소 1달

에서 2달 투약을 하였으며, 수면장애 및 스트레스 완화

를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임상현장에서 만성 피로로 

유발된 수면장애와 만상피로증후군의 증상을 보이는 환

자들의 증상 개선 효과가 있었다.

  In vivo에서 수면장애 스트레스는 다른 스트레스 유

발 방법보다 직접적인 통증을 유발하지 않아 인간에서

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유사하여 흔하게 사용되는 정서

적 스트레스 모델이다26,2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at에

게 caffeine 및 빛 스트레스를 가하였고 이에 따른 생

체 내 반응과 구기자복합물의 효과를 관찰하였다. 스트

레스에 노출되면 신체 내에서는 시상하부-뇌 하수체-부

신 축(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 HPA 

axis)을 통하여 여러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22), 중추 

신경계가 외부자극을 감지하여 시상하부의 

corticotropin-releasing factor(CRF)의 분비를 자극

한다. 분비된 CRF는 뇌하수체 에서 adrenocor- 

ticotropic hormone(ACTH)을 분비하도록 자극하고, 

ACTH가 부신피질을 자극하여 cortisol이 분비되는 기

전을 갖는다. 또한 교감신경이 흥분하여 부신수질과 말

초신경에서 epinephrine과 norepinephrine이 분비

되어 혈압과 심박동수가 증가하여 스트레스에 한 방

어 작용이 나타난다28).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체 내 항

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활성화되는 시상하부-뇌하수체-

부신계와 교감신경-부신수질계 모두에서 부신은 중요한 

기관이며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지속해서 자극받는다29). 

  본 연구에서는 투여기간 동안, 사망동물 및 일반증상

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투여기간 동안, 모든 투여

군에서 정상적인 체중변화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수면장애 및 스트레스 유발이 체중변화에 그다지 관

여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부검 시 모든 

군의 외관 및 주요장기에 한 육안적 검사를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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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시험물질 투여와 관련된 육안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혈액생화학적 검사 결과, Total cholesterol, 

TG, HDL cholesterol 수치의 경우, 스트레스 유발군

에 비교하여 구기자복합물 치료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

의하게 감소하였다. caffeine은 수면, 감각 작용 등의 

변화를 유발하며, 위액분비의 증가, 이뇨작용 뿐 아니라 

심근경색의 발병율을 높이며, 특히 lipolysis를 자극함

으로써 혈청 콜레스테롤 및 유리 지방산을 자극시킨다
30). 이러한 결과는 구기자 복합물이 간 조직 내 스트레

스로 인한 자극에 해 혈관의 염증이나 혈관 보호 효

과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스트레스 유발이 혈액화학적인 변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수면 유도에 관련되는 호르몬인 

melatonin의 혈장 내 수치를 비교 하여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Melatonin은 pineal gland에

서 분비되며 합성효소의 활성이 광(light) 정보에 의해 

저해되므로 어두울 때 합성이 촉진되고 밝은 상태에서

는 억제되며30), 또한 멜라토닌이 수면을 안정화하는 데

에 이바지한다고 밝혀졌다31). 실제로 김 등32)의 연구에

서 동물실험을 통해 혈액 내 melatonin 생성량 증가가 

수면을 유도한다고 보고하였다. 혈액 내에서 

melatonin을 측정한 결과, 스트레스 유발군과 비교하

여 구기자복합물 치료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

한 김 등은 thioacetamide에 의한 간 독성 모델에서 

구기자 복합물이 간세포 증식과 혈액학적 간 기능 지표

들을 호전시킴으로서 보호 작용을 나타내고 있음을 관

찰하였다33).  실험을 통한 연구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 내 IL-2 수치 가 증가한다고 알려졌으며34-36), 혈

액 내에서 IL-2를 측정한 결과, 스트레스 유발군과 비

교하여 구기자복합물 치료군에서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구기자복합물이 스트레스 동물모델

에서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되나, 스트레스 완화 물질의 확인 및 그 물질의 작용기

전에 해서는 밝히지 못하였기에 향후 구기자복합물의 

구성성분들을 중심으로 김 등33)의 간세포 증식과 혈액

학적 간 기능 지표들을 호전시키면서 보호 작용을 기술

한 선행 연구와 접목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구기자복합물이 caffeine 및 빛 스트

레스 유발된 동물모델에서 실험동물의 체중, 임상증상, 

혈액학적인 분석, melatonin 및 IL-2 분석을 통하여 

스트레스 완화효과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모든 투여군에서 정상적인 체중변화가 관찰되었다. 

또한, 사망동물 및 일반증상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

았다. 

2. 혈액생화학적 검사 결과, Total cholesterol, TG, 

HDL cholesterol 수치의 경우, 스트레스 유발군에 

비교하여 구기자복합물 치료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

의하게 감소하였다.    

3. 혈액 내에서 melatonin을 측정한 결과, 스트레스 

유발군과 비교하여 구기자복합물 치료군에서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4. 혈액 내에서 IL-2를 측정한 결과, 스트레스 유발군

과 비교하여 구기자복합물 치료군에서 유의한 차이

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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