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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속 인경제발 으로인하여식생활산업이

서구화되고, 식품의선택기 에서도서구화경향이커져커

피, 차, 콜라등과같은카페인이많이함유된기호음료의소

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쉽게 마시고, 인

이가장많이마시는기호음료 의하나인커피는북동아

리카에서 시작되어 15세기 동을 통해 유럽에 보 되었

고, 우리나라에는 19세기에들어와그후커피의 화가이

루어졌다
1). 우리가마시는보통의 

커피한잔에평균 70～130 

㎎의카페인이들어있으며, 이러한카페인은식물성알칼로

이드계에속하는물질로백색분말 는결정으로물이나알

카페인 섭취가 흰쥐의 청내 지질과 무기질 함량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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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affeine on lipid and mineral content in the serum of rats given 

a caffeine free diet(FC), a low caffeine diet(LC), a medium caffeine diet(MC), a high caffeine diet(HC) or a super-high 

caffeine diet(SHC) for 5 weeks. Thirty male Sprague-Dawley rats(body weight, 110±0.3 g) were blocked into 5 groups and 

fed diets with or without pure caffeine. Caffeine intake models showed a lower mean-weight gain, food intake and food 

efficiency in the high caffeine diet groups(MC, HC and SHC groups) than the groups receiving a caffeine free or low 

caffeine diet(FC and LC groups). Serum total lipid, total cholesterol and LDL-cholesterol levels decreased, but the serum 

HDL-cholesterol level increased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caffeine intake. Serum total lipid, HDL-cholesterol and serum 

triglyceride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HC and SHC groups than the FC group. All of the serum minerals decreased 

as caffeine intake increased. Serum iron, calcium, magnesium and phosphorus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HC and SHC 

groups compared to the FC group. Caffeine intake was associated with less weight gain and reduced serum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and total lipid. The results suggest that rats fed high amounts of caffeine may be susceptible to osteoporosis 

due to their low levels of calcium, magnesium and phosphorus. 

Key words: caffeine, HDL-cholesterol, triglyceride.

†
Corresponding author: Myung-Hee Kim, Dept. of  Food and Nutri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314-701, Korea.

Tel: +82-11-382-6782, Fax:+82-41-330-6469, E-mail: mykim@kongju.ac.kr



Vol. 21, No. 3(2008)                 흰쥐의 카페인 섭취와 청내 지질 무기질 함량 337

코올에 약간 녹고, 냄새가 없으며, 쓴 맛을내는 비 양성분

이다
1). 카페인은 커피, 녹차, 각종음료수, 콜릿 등을 통해

섭취가 가능하며, 237 ㎖ 커피 1컵에는 137 ㎎의 카페인이, 

녹차 1컵에는 47 ㎎의카페인이, 콜릿캔디 28.4 g에는 7 ㎎

의카페인이, 콜라 1캔 는 1병(355 ㎖)에는 46 ㎎의카페인

이 들어 있다. 

하루 300 ㎎ 이상 과량의카페인섭취는 추신경계를자

극하여수면, 감각작용, 정서반응등의행동변화를 래하는

한편산소소모의증가, 체내의에 지손실 사율의증

가를 래하고
2,3), 면역계와소화계에서는비장의 DNA 합성

의 감소, 액 분비의 증가 질환 유발, 막의 비 를
 

래하는등, 각종기형학 변화를가져올수도있으며4), 짧

은기간 동안의카페인섭취는인슐린 민감성을증가시키나

만성 인카페인섭취는제 2형당뇨병발생을 진시킨다는

보고도 있다
5,6). 

카페인은 cAMP로부터 5'-AMP로 환하는데 여하는포

스포디에스터라아제의작용을억제시켜그결과 cAMP가증

가하게되어 체내에 장된에 지원인 리코겐과 성지방

의분해를통해신체활동에필요한에 지를공 하여일의

지속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다7). James A Greenberg 등8) 

은카페인은 작스런 압상승효과가있어심장질환의

험을높일수가있으며, 오랜기간커피를섭취한사람의경우

식이열량감소없이도체 이감소했고, 지방층의무게가감

소했으며, 지방세포 수도 감소했다고 했다. 

특히비만하지않은사람에게서카페인은체 감소효과

가유의 이었으며, 열발생의증가, 지방분해, 지방산화, 인

슐린 분비의증가도비만환자보다 더효과 이었다고보고

했다. 한, 카페인섭취 후심박수가 증가하는 것은카페인

이말 항을증가시켜 압이상승되기때문이고, 

루코스와 리코겐이 젖산으로 환하는 cori cycle이 활성

화되어젖산의체내증가가나타난다고했다. 카페인을섭취

하면 신체 내에서 부신수질을 자극하여 에피네 린과 노에

피네 린을 분비시킴으로써 심장의 근육이 자극을 받게 되

어 수축력이 높아지고 심장 박출량의 증가로 인해 압이

상승하며맥박도빨라지게된다. 커피를하루 5잔이상마시

는사람은커피를마시지않는사람에비해심장질환의발병

률이 2.8배나 높았고, 청 콜 스테롤 수치도 커피를 마시

는 사람의 경우 그 지 않은 사람에 비해 14%나 높게 나타

났으며, 압 상승에도 향을 미쳐 1일 150 ㎎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압이 5～15 ㎜Hg 정도상승되었다는 연구 보고

가 있다
9). 카페인과지방 사와의 련연구가가장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는데, 카페인이 카테콜아민의 방출을 자극하

여, adenylate-cyclase를활성화시켜 cAMP 농도를증가시키면

지방분해가 증가되어 청 내유리지방산과 콜 스테롤 농

도를상승시키고결과 으로는심장 계질환에 한 험

인자가된다는것이다
10～14). 카페인이 장카테콜아민과지

방산 수 을 증가시키고 압의 상승과 심박출량에도 향

을 수있다는 생리 기능에 한연구들15,16)은카페인과

지질 사와의 계에 심을갖게하 다. 한, 최근카페인

의 체내 무기질 사에 한 연구보고
17～21)
에서 카페인의 지

속 인 섭취는 무기질의 불균형을 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22～24). 하지만 청내지방함량과카페인은어떤유

의 인 계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실험보고
25)
가 있으므로, 

일치된 결론을 내리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흰쥐를 상으로카페인의섭취수

을달리하여카페인섭취가체내지질함량과무기질함량

에미치는 향을알아보고자하 으며, 본연구결과가체내

지질 무기질함량과 련된질병 방을 한기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재료 연구방법

1. 실험동물 식이

실험동물은체 이 110±0.3 g 정도되는 Sprague-Dawley계

수컷흰쥐 30마리를실험시작하기 일주일동안일정조건

에서 응시킨 후 한 군당 6마리씩 임의 배치법으로 5군으

로나 어실시하 다. 실험실은온도 24±2℃, 습도 55～60% 

를항상유지시켜주었으며, 물은 2차증류수로매일 여시

켜주었고, 모든식이는자유 식시켰다. 무기질의오염을방

지하기 하여 실험실에 필요한 모든 기구는 5 g/ℓ EDTA 

(ethylene diamine tetra acetate) 용액에 24시간 동안 담갔다가

2차증류수로세번이상세척하고, 습기를제거한다음에사

용하 다. 실험식이군은 FC(카페인 0 ㎎ 공 군), LC(카페인

Table 1. Experimental design

Animal group* 
Caffeine administration

(㎎/10 ㎎ wt)

FC  0

LC  3.5

MC  5

HC  7

SHC 10

* FC(free caffeine group): Control diet plus 0 ㎎ caffeine/100 g wt, 

LC(low caffeine group): Control diet plus 3.5 ㎎ caffeine/100 g wt,

MC(medium caffeine group): Control diet plus 5 ㎎ caffeine/100 g wt,

HC(high caffeine group): Control diet plus 7 ㎎ caffeine/100 g wt, 

SHC(super high caffeine group): Control diet plus 10 ㎎ caffeine/ 

100 g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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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공 군), MC(카페인 5 ㎎ 공 군), HC( 카페인 7 ㎎ 공

군), SHC(카페인 10 ㎎ 공 군)등 5군으로 구분하 으며, 

이는 Table 1과 같다.

카페인(Junsei Chemical Co, Tokyo, Japan)은 체 100 g당

3.5 ㎎, 5 ㎎, 7 ㎎, 10 ㎎으로각각계산한양을 2차증류수에

녹여구강으로매일같은시간(오 10시, 오후 3시)에두번

에 나 어 투여하 고, 비카페인군도 동량의 2차 증류수를

같은 방법으로 5주간 투여하 다.

실험식이의배합은 AIN-93G26)
를참고로하 으며, 단백질

의 원은 casein(Junsei Chemical Co, Ltd, Tokyo, Japan)을사

용하 고, corn starch sucrose는 Shinyo Pure Chemical사

(Osaka, Japan)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 다.

2. 시료의 채취

실험종료후 15시간정도 식시킨후개체별로체 을측

정하 고, ether로마취를시킨후복부 동맥에서 액을채

취하 다. 채취한 액은 1시간후에원심분리기(MF300, Hanil 

Science, Inchon, Korea)를 이용하여 3,000 rpm에서 20분간 원

심분리로 청을분리하여냉장보 하 다가지질은 24시간

이내에 분석하 고, 무기질은 냉동 보 후 분석하 다.

3. 시료의 분석

1) 청의 지질과 무기질 함량 분석

원심분리하여얻어진 청 의총지방함량, 총콜 스테

롤함량, HDL-콜 스테롤함량, LDL-콜 스테롤함량, VLDL- 

콜 스테롤 함량, 성지방함량을 효소시약을 사용하여 비

색 정량하 다. 청의총콜 스테롤함량은 V-cholestase Kit 

(Iatron Lab, Tokyo, Japan)로 분석하 고, 청의 HDL 함량, 

LDL 함량, VLDL 함량은야트로리포하이콜 스트 Kit(Iatron 

Lab, Tokyo, Japan)로분석하 으며, 성지방의측정은 Clean-

tech TG-S Kit(Iatron Lab, Tokyo, Japan)로 분석하 다. 한, 

청 의철분, 칼슘, 마그네슘, 인, 나트륨, 칼륨함량은 청

1 ㎖를 2차증류수를사용하여 5배희석한후 10분간 3,000 rpm

에서원심분리하여단백질을제거한다음상청액을사용하여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AA-6800F, Shimadzu, Kyoto, 

Japan)로 측정하 다.

4. 실험 결과에 한 통계 처리

본실험에서얻어진결과는카페인투여수 에따른각군

의평균치와표 편차를구하 고, 각군의카페인투여에따

른 향을알아보기 해 SPSS program(2005, ver. 12.0)을이

용하여통계분석하 다. 각군간의통계 유의성은α=0.05 

수 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검증하 다.

결과 고찰

1. 식이 섭취량, 체 증가량, 식이 효율

각군의식이섭취량과체 증가량, 식이효율에 한결

과는 Table 2와 같다.

식이섭취량은비카페인군인 FC군이카페인섭취군인 LC

군, MC군, HC군, SHC군보다 유의 으로 높았고, LC군, MC

군, HC군, SHC군 간에는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James A 

Greenberg 등
8)
에의하면카페인섭취는만복감을증가시켜습

인카페인섭취는식욕감퇴 체 감소를 래한다고

한다. Westerterp-plantenga 등27)
도 Cross-Sectional 조사를 76명

을 상으로한결과, 카페인섭취와만복감과는정의상

계가 있다고 보고하 다.

Kovacs 등
28)
의연구에서도습 인카페인섭취는포만감

을증가시키고, 렙틴의농도를감소시킨다고보고하 다. 쥐

를 상으로한 Bai 등29)
의연구에서도카페인섭취군이비카

페인군에 비하여 식이섭취량이 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보 다.

한, 본 연구에서 체 증가량은 카페인 섭취수 이증

가함에따라유의 인감소를보 다. 비카페인군인 FC군보

다카페인 5 ㎎, 7 ㎎ 섭취군인 MC군과 HC군의체 증가량

이유의 으로낮았고, MC군과 HC군보다카페인 10 ㎎ 섭취

군인 SHC군의 체 증가량이 유의 으로 낮았다. James A 

Greenberg 등
8)
에

 
의하면오랜기간커피를섭취한사람의경

우체 감소 체지방감소가있었고, 식이열량감소없이

도지방세포수가감소했다고한다. 한, 카페인의체 감소

Table 2. Food intake, body weight gain and food 

efficiency ratio of rats for five weeks

Animal1)

group

Food intake

(g/day)

Body weight

gain(g/day)

Food efficiency

ratio

FC 22.37±0.932),b3) 23.23±1.13c 1.06±0.05b

LC 19.54±0.79a 24.29±1.03c 1.30±0.08b

MC 19.33±0.79a 13.55±1.12b 0.78±0.09a

HC 17.46±0.73a 12.54±1.47b 0.79±0.11a

SHC 17.75±1.05a  8.56±1.15a 0.56±0.06a

F values 5.08 34.14 11.08

P values 0.01  0.000  0.000
1)
 In the abbreviated names C, F, L, M, H and SH, indicate caffeine, 

free, low, medium, high and super high, respectively,
2) Values are mean±SE,
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a, b, c, d) within a column are signi-

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α=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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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비만하지않은사람에게서더유의 이었는데, 열발

생의증가, 지방 분해 진, 지방 산화증가, 인슐린분비 증

가가비만환자보다 정상 체 인 사람에게서 더효과 으로

작용한결과라고했다. 한편, Esther 등30)은 10년동안여성과

남성의체 변화에카페인이미치는 향에 해연구한결

과, 여성의 경우 BMI 25 이상에서 카페인의 체 감소 향

이더욱 했고, 남성의경우 은층보다는 년층에서카

페인의 체 감소 효과가 더 컸다고 보고하 다.

Bukowiecki 등
31)
은흰쥐에게 50%의식이열량을증가시켜

주었음에도체 이감소했다고보고했다. 이와 련하여 Fears32)

의 연구에서도카페인의첨가가체내의운동활성증가에

향을 미쳐 체 증가를 억제시키며 Boothby와 Rowntree33)도

카페인 투여 시유리지방산의이동과 사율의증가로체

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고, Naismith 등34)
도 본

연구와같은결과를보고하 다. 카페인의체 증가억제효

과는체 을 이기 한감식요법과체내열량감소를 래

할수있는발열요소가작용하여나타나는결과로볼수있

다. 한, 체 증가량을 하시킨다는결과는비교 많은연

구
31,35)
에서 일치함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카페인이 지방

분해를 증가시켜 장지방 감소를 래하고에 지 소비 증

가로 체 증가를 억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식이 효율에서는 비 카페인군에 비하여 카페인군의 식이

효율이낮아지는경향을보여카페인섭취가식이효율을낮

추는것으로나타났으며, FC군과 LC군과는유의 인차이가

없었으나, FC군과MC군, HC군, SHC군과는유의 인차이를

보 다. 

2. 청의 총 지질, 총 콜 스테롤, HDL-콜 스테롤, 

LDL-콜 스테롤, VLDL-콜 스테롤, 성지방 함량

Table 3. Content of total lipid,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VLDL-cholesterol and triglyceride 

in serum                                                                                       (unit: ㎎/㎗)

Animal group Total lipid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VLDL-cholesterol Triglyceride

FC 330.04±11.741)b2) 102.24±3.79c 48.14±7.26a 36.75±0.92d 10.63±0.74c 53.14±3.68c

LC 326.87± 5.93b  99.65±3.64bc 56.35±2.13ab 10.08±0.57c 10.09±0.56c 50.45±2.82c

MC 299.95±23.25b 104.12±4.08c 63.44±1.68bc  8.21±0.47b  8.21±0.47b 41.03±2.36b

HC 258.87± 6.20a  90.37±1.95ab 64.28±2.15bc  6.56±0.28ab  6.56±0.28a 32.78±1.42a

SHC 239.21± 1.48a  88.36±1.88a 69.75±1.52c  5.38±0.57a  5.38±0.57a 26.90±2.85a

F values 4.93 5.20 483.77 16.91 11.06 16.92

P values 0.006 0.005   0.000  0.000  0.000  0.000
1) In the abbreviated names C, F, L, M, H and SH, indicate caffeine, free, low, medium, high and super high, respectively,
2) Values are mean± SE,
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a, b, c, d)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α=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청의 총 지질 함량에 한 결과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카페인을투여하지 않은 FC군(330.04±11.74 ㎎/㎗)보다 카

페인군인 LC군(326.87±5.93 ㎎/㎗), MC군(299.95±23.25 ㎎/

㎗), HC군(258.87±6.20 ㎎/㎗), SHC군(239.21±1.48 ㎎/㎗)이감

소하 으며, FC군, LC군, MC군은 서로 유의 인 차이가 없

었으나, HC군과 SHC군은 FC군, LC군, MC군보다 유의 인

감소를 보 다. Dulloo 등36)의 연구 보고에서는 은 남성을

상으로연구한결과, 카페인섭취후호흡계수의유의 인

변화가없었다고보고했으나, James A Greenberg 등8)
은커피

는지방산화를증가시켜열발생을증가시키며, 카페인은지

방층의 크기(adipose-pad)와 지방 세포수를 감소시킨다고 보

고했다. 한, 카페인섭취후호흡계수가낮아져더많은지

방산화가유도된다고보고했고, 카페인혹은카페인커피섭

취후지방 분해 정도를 알아 보기 해 장의 유리지방산

과 리세롤 함량을 분석한 결과 카페인 혹은 카페인 커피

섭취 후 지방 분해가 증했다고 보고하여 카페인 섭취가

체내 지방함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

서카페인 7 ㎎과 10 ㎎을섭취한 HC군(258.87±6.20 ㎎/㎗)과

SHC군(239.21±1.48 ㎎/㎗)이 유의 인 감소를 보인 결과와

일치함을 보 다.

청총콜 스테롤함량은 FC군(102.24±3.79 ㎎/㎗)과 LC

군(99.65±3.64 ㎎/㎗), MC군(104.12±4.08 ㎎/㎗)로 유의 인

차이가 없었고, SHC군(88.36±1.88 ㎎/㎗)은 FC군, LC군, MC

군보다유의 인감소를보 다. HDL-콜 스테롤함량은비

카페인군인 FC군(48.14±7.26 ㎎/㎗)보다카페인군인MC군(63.44± 

1.68 ㎎/㎗), HC군(64.28±2.15 ㎎/㎗), SHC군(69.75±1.52 ㎎/㎗)

이유의 으로높아카페인섭취가 청내의 HDL-콜 스테

롤함량을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LDL-콜 스테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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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비카페인군인 FC군(36.75±0.92 ㎎/㎗)보다 카페인군인

LC군(10.08±0.57 ㎎/㎗), MC군(8.21±0.47 ㎎/㎗), HC군(6.56± 

0.28 ㎎/㎗), SHC군(5.38±0.57 ㎎/㎗)이 유의 으로 낮았으며, 

카페인군 에서 LC군과 MC군, HC군, SHC군이 유의 인

차이를 보 고, MC군에 비해 HC군과 SHC군이 유의 으로

낮아 카페인 섭취가 LDL-콜 스테롤 함량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인이 지질함량에미치는 향을살펴본

연구로써, Akynyanju와 Yudkin37)은어린수컷쥐에게식이에

1%의 콜 스테롤을 첨가하고 성인이 하루에 12컵의커피를

마시는양에해당하는커피를 50일간공 했을때, 콜

스테롤과 성지질 함량이유의하게높았다고하 고, Fears32)

도 수컷쥐에게콜 스테롤첨가식이 1 ㎏당 2.5 g의카페인

을첨가했을때 콜 스테롤은유의하게높았으나, 성

지질은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본연구에서공 한카페인은커피가아닌정제된카페인

이었으나, 이들의연구는콜 스테롤을식이에첨가하고, 카

페인의 공 을 인스턴트커피로 하 기 때문에카페인뿐 아

니라 림이나설탕이첨가된것이본연구결과와차이를보

인것이라 생각된다. 실제로 Esther 등30)
의연구에서만성질

병이없는여성과남성을 상으로 10년간카페인섭취에

한 향 연구를한결과하루 550 ㎎의카페인을섭취한남

성이하루 199 ㎎의카페인을섭취한남성보다고콜 스테롤

증이 게나타났고, 여성에게서도마찬가지로하루 493 ㎎

의 카페인을 섭취한 경우가 하루 143 ㎎의 카페인을 섭취한

경우보다 고콜 스테롤 증이 게 나타났다고 했다. 

커피 섭취와 고 압과의 계에 해 성인 남자 2,985명, 

성인 여자 3,383명을 상으로 6～11년간 코호트 연구를 한

Cuno 등38)은커피를마시지않은사람들은하루에 0～3컵마

신사람보다 압이낮았으나, 하루에 6컵이상마신사람들

Table 4. Content of iron, calcium, magnesium, phosphorous, sodium and potassium in serum

Animal

group

Iron(Fe)

(㎍/㎗)

Calcium(Ca)

(㎎/㎗)

Magnesium(Mg)

(mEq/ℓ)

Phosphorous(P)

(㎎/㎗)

Sodium(Na)

(m㏖/ℓ)

Potassium(K)

(m㏖/ℓ)

FC 235.30±12.281)b2) 12.12±0.21c 3.69±0.18d 12.24±0.60d 142.00±1.01a 8.35±0.65b

LC 243.44±27.72
b

11.73±0.29
c

3.57±0.16
d

10.95±0.71
cd

137.11±3.28
a

7.98±0.40
ab

MC 158.54±10.10a  9.10±0.44b 2.21±0.27c 10.34±0.26c 140.28±1.40a 8.57±0.75b

HC 146.35± 8.63a  5.93±0.43a 1.61±0.25b  7.99±0.67b 140.27±0.52a 6.49±0.29ab

SHC 134.57± 6.26a  5.25±0.61a 0.86±0.08a  6.14±0.43a 140.98±0.50a 7.20±0.28a

F values 11.76 57.13 38.301 19.14 1.78 2.83

P values  0.000  0.000  0.000  0.000 0.352 0.052
1) In the abbreviated names C, F, L, M, H and SH, indicate caffeine, free, low, medium, high and super high, respectively,
2) Values are mean± SE,
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 b, c, d)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α=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은 0～3컵마신사람들보다 압이오히려낮아서커피섭취

와고 압과의 계는 U-shaped 상 계가있다고보고했다.

본연구결과에서카페인섭취함량에따라총지질, 총콜

스테롤, LDL-콜 스테롤, VLDL-콜 스테롤, 성지방 함

량이 비 카페인군보다 카페인군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

며, 특히 LDL-콜 스테롤이 비 카페인군보다 카페인군에서

격히감소하는경향을보 고, 함량이많을수록체내에축

척된 콜 스테롤이나 벽을좁게 만들어 액의순환을

해하는 등의 이유로 발병하는 동맥경화증이나 고지 증

발생을 낮추는 HDL-콜 스테롤은 비 카페인군보다 카페인

군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VLDL-콜 스테롤은 비카

페인군인 FC군(10.63±0.74 ㎎/㎗)에비해 MC군(8.21±0.47 ㎎/

㎗)이유의 으로낮았으며, MC군에비해 HC군(6.56±0.28 ㎎/

㎗), SHC군(5.38±0.57 ㎎/㎗)이 유의 으로 낮았다.

성지방함량은비카페인군보다카페인군이낮았으며, 비

카페인군인 FC군(53.14±3.68 ㎎/㎗)과 카페인 3.5 ㎎ 섭취군인

LC군(50.45±2.82 ㎎/㎗)보다카페인 5 ㎎ 섭취군인MC군(41.03± 

2.36 ㎎/㎗), 카페인 7 ㎎ 섭취군인 HC군(32.78±1.42 ㎎/㎗), 카

페인 10 ㎎ 섭취군인 SHC군(26.90±2.85 ㎎/㎗)이유의 으로

낮았다.

3. 청의철분과칼슘, 마그네슘, 인, 나트륨, 칼륨의함량

카페인투여량에따른각군의무기질함량에 한결과는

Table 4와 같다.

청의철분함량은 FC군(235.30±12.28 ㎍/㎗), LC군(243.44± 

27.72 ㎍/㎗), MC군(158.54±10.10 ㎍/㎗), HC군(146.35±8.63 

㎍/㎗), SHC군(134.57±6.26 ㎍/㎗)이유의 으로낮게나타났

다. FC군과 LC군은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MC군, 

HC군, SHC군 간에도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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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함량은카페인투여량이 많아짐에따라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FC군과 LC군은유의 인차이를보이지않았고, MC

군보다 HC군, SHC군이 유의 으로 낮았다. MC군은 FC군, 

LC군보다유의 으로낮았다. HC군과 SHC군은서로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나머지 FC군, LC군, MC군과는

유의 인 차이를 보 다.

카페인은신장에서수분의재흡수를감소시켜소변생성량

을 30% 정도증가시켜이뇨작용을 진시킨다고한다. 이

듯카페인이 이뇨제 역할을 함으로서체내노폐물을 제거하

는기능이있는반면, 과다한카페인섭취(4 ㎎/㎏ wt 이상)는

뇨배설량증가와함께나트륨, 칼륨, 염소등무기질의지나

친체외배설을 진시켜서무기질결핍을 래할수있다고

한다
41). 카페인은철분이나칼슘의흡수를방해하여체내이

용률을 하시키며, 커피나홍차를마시는경우엔정제된카

페인섭취보다탄닌의 향을함께받기때문에우리가일상

마시는 커피나 홍차의경우 철분이나칼슘의 체내 이용률은

더욱 하된다고 볼 수 있다.

액의 칼슘 농도는 부갑상선 호르몬과 칼시토닌에 의해

9∼11 ㎎/㎗로항상일정한수 을유지하게되어있는데, 체

내에카페인투여량이많아지면뇨 칼슘배설량이증가하

여골손실을 래하므로골다공증유발의원인이된다는보

고가 있고
40), Choi 등

41)
의 연구에서도 12개월령 흰쥐암컷을

상으로 3주간카페인섭취실험을한결과카페인군이비카

페인군보다 청칼슘농도가유의 으로낮았다고보고하

다. 마그네슘의함량도카페인투여량이많아짐에따라감소

하는경향을보 다. FC군과 LC군은유의 인차이를보이지

않았고, MC군, HC군, SHC군 간에는 유의 인 차이를 보여

카페인투여량이높을수록 청내의마그네슘함량이유의

으로 낮았다.

인의함량은카페인투여량이많아짐에따라감소하는경

향을 보 다. FC군과 LC군은 서로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나머지 군과는 유의 인차이를보 다. LC군은 FC

군과 MC군과는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MC군, HC

군, SHC군은서로유의 인차이를보여카페인투여량이가

장 높은 SHC군의 인의 함량이 가장 낮았다. 나트륨 함량에

카페인 섭취가 미치는 향은유의 인 차이를보이지않은

것으로나타났다. 칼륨함량은 FC군, LC군, MC군, HC군서로

는유의 인차이를보이지않았고, SHC군과는유의 인차

이를보 다. LC군과 HC군은다른군과유의 인차이를보

이지 않았고, SHC군은 FC군과 MC군과는 유의 인 차이를

보 다.

본연구에서나트륨과칼륨의함량은비카페인군과카페

인군간에유의 차이를보이지않았으며, 철분, 칼슘, 마그

네슘, 인에 하여는유의 인차이를보여, 비카페인군에비

해카페인군에서 체 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 다. 이러

한결과는카페인섭취가체내무기질함량을감소시키며, 특

히 나골질과 련된무기질을감소시키고, 카페인을장기

으로섭취하면 골다공증과같은질병을 래할 수있다고

보여진다. 

요약 결론

카페인의함량을 0 ㎎/㎗, 3.5 ㎎/㎗, 5 ㎎/㎗, 7 ㎎/㎗, 10 ㎎/

㎗로달리하여 액내지질함량과무기질함량에미치는

향을알아보기 해체 110±0.3 g인수컷흰쥐 30마리를 5

군으로 나 어 5주간 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카페인투여량에따른각군의식이섭취량, 체 증가량, 

식이효율의결과를보면카페인투여량이 0 ㎎인 FC군

과 카페인투여량이각각 3.5 ㎎인 LC군, 5 ㎎인 MC군, 

7.5 ㎎인 HC군, 10 ㎎인 SHC군에서식이섭취량에 하

여는유의 인차이를보 으며, 카페인투여량이많아

짐에따라식이섭취량은감소하 다. 한, 체 증가량

도 마찬가지로 비 카페인군인 FC군보다는 카페인군인

LC군에서감소하는경향을보 고, 카페인투여량이많

아짐에따라체 증가량도감소하 다. 식이효율은비

카페인군인 FC군과 LC군과는유의 인차이가없었으

나, 비카페인군인 FC군보다MC군, HC군, SHC군이유

의 으로 낮았다.

2. 카페인투여량에따른각군의 청총지질, 총콜 스

테롤, LDL-콜 스테롤, VLDL-콜 스테롤, 성지방의

함량은카페인투여수 이증가함에따라서도 청총

지질, 총콜 스테롤, LDL-콜 스테롤, VLDL-콜 스테

롤, 성지방의 함량은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 고, 

HDL-콜 스테롤은카페인투여수 이증가할수록 HDL- 

콜 스테롤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3. 카페인투여량에따른각군의무기질함량변화를살펴

보면, 먼 청의철분, 칼슘, 마그네슘, 인의함량은비

카페인군보다 카페인군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 고, 

카페인투여수 이증가함에따라서도 청의철분, 칼

슘, 마그네슘, 인의함량이 감소하는경향을보 다. 하

지만 나트륨이나 칼륨은 비 카페인군과 카페인군 사이

에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결과를토 로보면카페인투여가식욕을억제시

키는 효과가 있고, 체 증가를 다소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볼수있겠다. 한, 카페인투여시총지질이나총콜 스테

롤, LDL-콜 스테롤, 성지방의함량은낮아지고, 몸에이로

운 HDL-콜 스테롤 함량은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 동맥경

화증이나 고지 증과 같은 질병의 발병률을 낮추는데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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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카페인투여가체내철분, 칼슘, 마그네슘, 인, 나트

륨, 칼륨과 같은 무기질 함량에 미치는 향에 한 결과를

보면, 카페인투여로인하여철분, 칼슘, 마그네슘, 인과같은

무기질은 하게 감소하 으며, 이와 같은 무기질은 체내

에서 를구성하는데매우 요한 양소임을고려해볼때

카페인을장기 으로투여하게되면철분, 칼슘, 마그네슘, 인

등의무기질 감소로 인하여 골다공증과 같은 질병을 래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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