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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하버드 의대의 발표에 따르면(Harvard Medical 

School, 2008), 수면은 1.기억과 학습, 2.대사조

절 및 체중, 3.안전사고(졸음운전, 근로사고 등), 

4.기분(우울증, 활력저하), 5.심혈관 건강, 6.질환

(면역력 저하, 암 저항력 저하, 비만 및 당뇨 유도 

등)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불면증 등 수면장애 개선 

및 수면의 질 향상은 국민건강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은 틀림없다.

기본적으로 인간 수명에 있어서 1/3은 수면을 

취하는 시간으로 건강 유지 및 정신적 안정에 있어 

수면의 중요성은 매우 높고 최근의 식습관 변화(고

에너지, 포화지방)로 인해 비만 및 대사증후군성

인 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수면장애 및 

스트레스가 동반되면서 각종 질병을 직간접적으로 

유발하고 있어 이제는 국민보건상 수면의 중요성

을 국가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본 연구에서는 백하수오, 백자인, 구절초 및 측

백엽 등 국내산 자원을 이용하여 수면증진 소재를 

개발하고자 추출물의 수면증진 효과와 그 기작 그

리고 효과성분 물질의 분리·동정을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임상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

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불면증 및 수면 장애 현황

세계 인구의 1/4이 불면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중 10%는 만성 불면증을 겪고 있을 정도로 수면 

장애로 인한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Mendelson et 

al., 2004)

미국 국립수면협회(National Sleep Founda-

tion, 2005)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50% 정도

가 1주일에 1회 이상 불면증 증상을 경험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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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씨, Zizyphus jujuba Miller)을 주요 소재로 하

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불

면증 처방인 suanzaorentang의 주요 원료(Yi 등,  

2007)이다. 

미국의 경우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의 수

면 관련 시장 규모는 200억 달러(23조원)로 Sleep 

Clinic이 급증하고 있으며, 기능성 매트리스, 천

연 수면보조제(Herbal Sleep aids, 수면 증진 건

강기능식품) 등의 수면 관련 제품의 시장이 확대되

고 있고 신경의약품 중 수면제의 성장률이 약 20%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선진국뿐만 아

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IMS 

World Review, 2006).

따라서 국내에서도 쉽게 알려져 있는 상추(재래

종으로 추정됨)를 비롯하여, 백자인, 백하수오, 신

선초, 인삼 등이 동의보감 등 한의학 고문헌 및 민

간요법을 통해 알려져 있는 소재를 활용하여 수면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식품 및 한

방소재 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이용한 연구개발

한 사례는 없어 이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및 산업

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재료 및 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구절초 및 측백엽은 경동시장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백하수오는 서울시 동

대문구 소재의 약업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모든 제품은 국내산을 사용하였고 이를 원료로하

는 추출물의 제조는 상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실험

동물 ICR 마우스(100-22 g, male) 및 C57BL/6N 

mouse(28~30 g, male)를 (주)코아텍에서 분양받

아 실험동물용 사육상자에 일주일간 적응된 후 실

험에 사용하였다. 모든 동물들은 KFRI-IACUC 

30~40%가 일과성 불면증(3주 지속), 10~15%는 

만성적인 불면증(4주 이상 지속)을 호소하고 미국 

국민의 50% 정도가 자신의 수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팀의 사전 조사결과에 따르면, 약 40% 

정도가 불면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46%는 이로 인한 불편감을 느끼고 있어 국내의 불

면증 수준이 서구 선진국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계적 수면학 권위자인 미국 Stanford 대학교

의 Maurice M. Ohayon 교수는 한국인의 평균 수

면시간은 6시간15분으로 미국(7시간) 및 영국(6시

간45분)에 비해 적으며, 수면의 질도 떨어지는 것

으로 조사되어 수면 시간과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조선일보, 2008. 2. 26 인터뷰 기사).

국내외 수면증진 기능성식품 현황

국내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원료 

가운데 수면증진 및 개선에 대한 제품은 2013년 2

월 25일 기준으로 전무한 실정이며 미국 및 유럽

의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천연 수면보조제(natural 

sleep aids)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어 향후 외국

제품에 의해 국내시장이 잠식될 가능성이 있다.

근래 서울우유에서‘굿나잇 밀크’가 출시되었

는데 2008년 히트상품으로 선정될 만큼 인기를 끌

었으며, 이는 수면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국내 소

비자의 요구가 매우 높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

는 좋은 예이다. 개별인정을 받은 제품은 아니지만 

최근 천호식품 및 안국건강에서 각각‘굿나잇’ 

및‘굿슬립’이라는 수면증진에 도움이 되는 제품

들이 기타가공품의 형태로 출시되고 있는데 두 제

품 모두 이미 효과가 밝혀진 산조인(酸棗仁, 멧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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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의 실험동물 

사용지침에 의해 관리되었다.

조사 항목으로는 GABAA benzodiazepine 

receptor binding assay, 5-HT2C (Serotonin 

type 2C) receptor binding assay, 급성경구독성

시험, Pentobarbital-induced sleep test, 수면

구조 분석, 의사결정도 기법을 이용한 안전성 검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도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및 반응표면분석

법 (Response Surface Methodology)을 통하여 

최적조건과 효능을 검증하고 수면 임상실험을 통

하여 그 효능을 검증하였고 최종적으로 유효성분

의 분리정제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요약

In vivo 수면유도 효과

수면증진 소재를 탐색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억

제성 신경전달 물질인 GABA의 type A receptor

에 대한 결합력을 측정하였다. 백자인, 백하수오, 

구절초 및 측백엽의 에탄올 추출물의 GABAA re-

ceptor에 대한 결합 억제활성을 분석한 결과, 10 

mg/ml의 농도에서 각각 100%에 가까운 억제활성

을 나타냈다(Fig. 1).

새로운 소재로 선택된 구절초와 측백엽의 선정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추출된 각 추출물의 

GABAA receptor에 대한 결합 억제활성을 분석

한 결과, 두 물질의 IC50 값 모두 0.006 mg/ml, 

0.005 mg/ml 의 높은 억제활성을 나타내었음 이

로서 이 두 식물이 후보식물로서 적합함을 확인하

였다.

한편, 백자인과 백하수오의 에탄올 추출물의 

5-HT2C receptor 에 대한 결합 억제활성을 분석

한 결과, 10 mg/ml의 농도에서 각각 100%에 가

까운 억제활성을 나타냈다. 백자인과 백하수오의 

IC50 값은 각각 6.488 mg/ml 0.3965 mg/ml 로 

백하수오의 억제활성이 뛰어남을 확인 할 수 있었

고, 백하수오가 후보식물로서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Fig. 1.  In vitro [3H]-flumazenil binding inhibition of  CZ and TO to GABAA-BZD receptor. CZ, chrysanthemum 
zawadskii var. L. extract; TO, thunja orientalis leaves  extract. Each data point is expressed as mean
±SD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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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후보물질 백자인(TOS), 백하수오(CW), 

구절초(CZ) 및 측백엽(TO)을 250 과 500 mg/kg

의 농도로 마우스에 경구투여(p.o.)한 후 pento-

barbital (45 mg/kg, i.p.)을 복강 주사하여 수

면 유도 효과를 비교한 결과(Fig. 3) 백자인 에탄

올 추출물(TOS)에서는 유의적인 수면 증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백자인(TOS)을 제외한 백하수오

(CW), 구절초(CZ) 및 측백엽(TO) 에탄올 추출물

에서 용량 의존적인 sleep latency의 감소(p<0.01)

와 sleep duration의 증가(p<0.01)를 보였다.

최종적으로 4개의 후보소재 중 수면효과가 전혀 

없는 백자인을 제외하고 수면효과가 높게 나타난 

백하수오(CW), 구절초(CZ) 및 측백엽(TO)을 선택

하였으며  백하수오, 구절초 및 측백엽은 대표적인 

민간약물로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지만, 수면증

진에 관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혼합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수면시간 효과

추출물의 효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합추출물을 

제조하고 반응표면분석법 (Response Surface 

Methodology)을 통하여 얻어진 최적제조 조건하

에서 제조된 백하수오(CW), 구절초(CZ) 및 측백엽

(TO) 에탄올 추출물을 중량 기준 2:4:4의 비율로 

혼합한 혼합물(CCT)을 100, 250, 500 및 1,000 

mg/kg의 농도로 경구투여(p.o.)한 후 pentobar-

bital (45 mg/kg, i.p.)에 의한 수면 유도 효과를 

알아보았다. 이 결과, 유의적인 sleep latency의 

감소(p<0.01)와 용량 의존적인 sleep duration의 

증가p<0.01)를 나타내었고 혼합추출물(CCT) 100 

mg/kg의 낮은 농도에서는 수면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250, 500, 1,000 mg/kg의 농도에서 

높은 수면효과를 나타냈으며 1,000 mg/kg의 농도

에서는 positive control인 DZP과 비슷한 수준으

로 증가된 sleep duration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총 수면시간(total sleep time)은 렘수면(REM 

sleep, rapid eye movement), 논렘수면(NREM 

sleep, non-rapid eye movement) 시간의 합으

로 나타내었다(Fig. 4). Control은 평균 436.4분

으로 총 수면시간이 가장 짧았고 positive control

인 DZP는 557.9분이고 농도가 250 mg/kg 일 

Fig. 2.  In vitro [3H]-mesulergine binding inhibition of TOS and CW to 5-HT2C receptor. CW, cynanchum 
wilfordii Hemsley extract; TOS, thunja orientalis L. seed extract. Each data point is expressed as 
mean±SD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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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TOS, CW, TO and CZ on sleep latency (A) and sleep duration (B) in mice induced by 
hypnotic dose (45 mg/kg, i.p.) of pentobarbital. Mice received pentobarbital 45min after oral 
administration (p.o.) of CON (0.5% CMC-saline 10 mL/kg), DZP (2 mg/kg). Each column represents 
mean ± SEM (n=10). *p<0.05, **p<0.01, significant a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Dunnett's test). 
Abbreviations: CON, control group; DZP, diazepam; TOS, Thuja orientalis seed ethanol extract; CW, 
Cynanchum wilfordii ethanol extract; TO, Thuja orientalis leaf ethanol extract; CZ, Chrysanthemum 
zawadskii ethanol extract

Fig. 4.  Effects of CW, CZ, TO and CCT on total sleep time in C57BL/6N mouse. Each column represents 
mean ± SEM (n=8). * p<0.05, ** p<0.01, *** p<0.001, significant a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Dunnett's test). Abbreviations: CON, control group; DZP, diazepam; CW, Cynanchum wilfordii ethanol 
extract; CZ, Chrysanthemum zawadskii ethanol extract; TO, Thuja orientalis leaf ethanol extract; CCT, 
Cynanchum wilfordii ethanol extract (20%): Chrysanthemum zawadskii ethanol extract (40%): Thuja 
orientalis leaf ethanol extract(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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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백하수오 추출물이 514.5분, 구절초 추출물이 

456.9분, 측백엽 추출물이 470.5분 그리고 혼합추

출물이 523.6분으로 혼합추출물의 총 수면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백하수오 추출물, 측백엽 추출물, 

구절초 추출물 순이었으로 나타났다.

한편, 250 mg/kg 농도일 때 구절초 추출물과 

측백엽 추출물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500 mg/kg의 농도에서는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효과가 DZP와 유사하였다. 

백하수오, 측백엽 및 구절초는 한반도가 원산인 

한국의 특산 약용식물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중요한 식물 중의 하나로 백하수오, 측백엽 및 구

절초를 이용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

면증진에 관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산

업적으로 큰 효과를 지닐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면유도 소재의 독성평가

백하수오 에탄올 추출물(CW), 구절초 에탄올 추

출물(CZ), 측백엽 에탄올 추출물(TO) 및 혼합추

출물(CW 20 : CZ 40 : TO 40)을 4주령의 ICR 

mouse 암수 10마리로 구성된 각 시험군에서 1,500 

및 3,000 mg/kg의 농도로 경구투여(p.o.)하여 14

일간 관찰한 사망 예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경구투여 후 모든 샘플에서 시험기간 동안 사망

Table 1.  Survivals in ICR mice orally administered CW, CZ, TO and CCT

CW, Cynanchum wilfordii ethanol extract; CZ, Chrysanthemum zawadskii ethanol extract; TO: Thuja orientalis leaf ethanol extract; CCT, Cynanchum wilfordii 
ethanol extract (20%): Chrysanthemum zawadskii ethanol extract (40%): Thuja orientalis leaf ethanol extract(40%)

Groups Sex
Dosage
(mg/kg)

Days after treatment Final 
survivals 1 2 3 4 5 7 10 14

Control 
(saline-CMC)

Male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10

Female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10

CW

Male
1,500 10 10 10 10 10 10 10 10 10/10

3,000 10 10 10 10 10 10 10 10 10/10

Female
1,500 10 10 10 10 10 10 10 10 10/10

3,000 10 10 10 10 10 10 10 10 10/10

CZ

Male
1,500 10 10 10 10 10 10 10 10 10/10

3,000 10 10 10 10 10 10 10 10 10/10

Female
1,500 10 10 10 10 10 10 10 10 10/10

3,000 10 10 10 10 10 10 10 10 10/10

TO

Male
1,500 10 10 10 10 10 10 10 10 10/10

3,000 10 10 10 10 10 10 10 10 10/10

Female
1,500 10 10 10 10 10 10 10 10 10/10

3,000 10 10 10 10 10 10 10 10 10/10

CCT 
(CW 20 : CZ 40 : 

TO 40, w/w)

Male
1,500 10 10 10 10 10 10 10 10 10/10

3,000 10 10 10 10 10 10 10 10 10/10

Female
1,500 10 10 10 10 10 10 10 10 10/10

3,000 10 10 10 10 10 10 10 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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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14일간 임상증상을 관찰

하였을 때 특별한 의심증상 및 비특이적인 중독 증

상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 투여 1시간 이후 CW, 

CZ, TO 및 CCT 그룹들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진

정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다음날부터는 대조군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다.

급성경구독성시험 평가 시 경구투여 후 사망 예

가 보통 6시간 안에 나타나는 것에 비해 본 실험에

서는 사망 예가 나타나지 않았고, 실험기간 동안 

별다른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백하수오 에탄올 추출물(CW), 구절초 에

탄올 추출물(CZ), 측백엽 에탄올 추출물(TO) 및 

혼합추출물(CW 20 : CZ 40 : TO 40)을 4주령의 

ICR mouse 암수 10마리로 구성된 각 시험군에서 

1,500 및 3,000 mg/kg의 농도로 경구투여(p.o.)

하여 14일간 관찰한 체중 증감의 변화는 Fig. 5에 

나타내었다.

시험물질 투여군과 대조군 모두 시험기간 14일 

동안 정상적인 체중의 증가를 보였으며, male 및 

female 그룹 간의 체중 변화율도 차이를 보이지 

Fig. 5.  Changes in body weight in ICR mice orally administered CW, CZ, TO and CCT. CW, Cynanchum 
wilfordii ethanol extract; CZ, Chrysanthemum zawadskii ethanol extract; TO: Thuja orientalis leaf 
ethanol extract; CCT, Cynanchum wilfordii ethanol extract (20%): Chrysanthemum zawadskii ethanol 
extract (40%): Thuja orientalis leaf ethanol extract(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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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시험물질 투여 후 14일 후 시험 종료 된 모든 동

물을 대상으로 부검을 실시하였으나 특이할 만한 

해부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혼합추출물과 시판 수면증진식품의 농도에 
따른 입면시간(sleep latency)과 
총 수면시간(total sleep time)의 변화

Sleep latency는 추출물을 경구투여(p.o.)하고 

뇌파측정을 시작한 후 10초 epoch 단위의 NREM 

수면이 12번 이상 연속적으로 나타난 첫 epoch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 하였고 Fig. 6

에 나타내었다. Control은 평균 46.1분으로 입면시

간이 가장 오래 걸렸고 positive control인 DZP는 

23.9분이었다.

농도가 250 mg/kg 일 때 국내 A사 시판품이 

39.8분, 국외 B사 시판품이 42.9분 그리고 혼합추

출물이 43.3분으로 대조군에 비하여 입면시간이 감

소하였지만 각 제품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

았다.

250 mg/kg 농도일 때 국내 A사 시판 제품만 유

의적인 감소가 나타났으며 500 mg/kg 농도에서는 

국내 A사 시판 제품을 제외하고 250 mg/kg 농도

에서 보다 입면시간이 더욱 짧아 졌으며 특히 혼합

추출물의 경우 500 mg/kg 농도에서 가장 우수하

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시판 제품과의 비교에서 수면

보조제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총 수면시간(total sleep time)은 렘수면(REM 

sleep, rapid eye movement), 논렘수면(NREM 

sleep, non-rapid eye movement) 시간의 합으

로 나타내었다(Fig. 7). Control은 평균 436.4분으

로 총 수면시간이 가장 짧았고 positive control인 

DZP는 557.9분이었다. 농도가 250 mg/kg 일 때 

국내 A사 제품은 511.4분, 국외 B사 제품은 515.2

분, 그리고 혼합추출물은 523.6분으로 혼합추출물

의 총 수면시간이 가장 길었다. 모든 농도와 제품에

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고 농도 의존적으로 총

Fig. 6.  Effects of A, B and CCT on sleep latency in C57BL/6N mouse. Each column represents mean ± 
SEM (n=8). * p<0.05, ** p<0.01, *** p<0.001, significant a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Dunnett's 
test). Abbreviations: CON, control group; DZP, diazepam; A, domestic commercial product; B, 
commercial product in USA; CCT, Cynanchum wilfordii ethanol extract (20%): Chrysanthemum 
zawadskii ethanol extract (40%): Thuja orientalis leaf ethanol extract(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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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시간이 향상 되었으며 그 효과가 수면제로 사

용되고 있는 DZP와 유사하였다.

 혼합추출물이 기존의 시판 제품에 비하여 월등

히 우수하였고, 천연수면보조제로써의 가능성을 입

증하였다.

수면유도 소재의 in vivo mechanism 연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면제들이 GABAA 

수용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면제로 사

용되는 허브류에서도 GABAA 수용체에 대한 작

용기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측백엽(TO) 

및 구절초(CZ) 에탄올 추출물의 in vivo 작용기작

을 GABAA-benzodiazepine receptor에 반응하는 

GABAA-benzodiazepine receptor antagonist인 

flumazenil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수행하였다(Fig. 

8, 9).

Flumazenil은 수용성 imidazobenzodiazephine

으로 중추신경계의 GABAA receptor에 diazepam

과 함께 경쟁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길항 작용을 하

게 되어 진정, 수면을 억제하며(Johnston et al., 
2006), diazepam에 의한 부작용 발현 시 해독제로 

사용되고 있다.(Lee, 1999) 측백엽(TO) 및 구절초

(CZ) 에탄올 추출물을 1,000 mg/kg의 농도로 경

구투여(p.o.) 하기 10분전 8 mg/kg의 flumazenil

을 복강 주사(i.p.)한 후 pentobarbital (45 mg/

kg, i.p.)로 수면을 유도한 결과 control 그룹은 

flumazenil 투여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DZP(2 mg/kg)과 측백엽(TO) 

및 구절초(CZ) 에탄올 추출물(1,000 mg/kg)은 기

대대로 유의적인 sleep latency의 감소(p<0.01)와 

sleep duration의 증가(p<0.01)를 나타냈다. 측백

엽(TO) 및 구절초(CZ) 에탄올 추출물에서 fluma-

zenil에 의한 길항작용으로 인해 유의적으로 sleep 

latency가 증가(p<0.01)하였고 sleep duration이 

감소(p<0.01)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측백엽(TO) 및 구절초(CZ) 에탄올 추출물은 DZP

과 같이 GABAA receptor의 agonist로 작용하는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Fig. 7.  Effects of A, B and CCT on total sleep time in C57BL/6N mouse. Each column represents mean ± 
SEM (n=8). * p<0.05, ** p<0.01, *** p<0.001, significant a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Dunnett's 
test). Abbreviations: CON, control group; DZP, diazepam; A, domestic commercial product; B, 
commercial product in USA; CCT, Cynanchum wilfordii ethanol extract (20%): Chrysanthemum 
zawadskii ethanol extract (40%): Thuja orientalis leaf ethanol extract(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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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물질의 분리·동정

구절초(Chrysanthemum zawadskii var. lati-

lobum) 에탄올 추출물로 얻은 정유의 GC-MS 결

과 동정된 성분들을 Table 2과 Fig. 10에 나타내었

다. 정유성분은 주로 terpene류로 다른 수 종의 정

유성분 보다 구성 물질의 수가 적었고 구절초 에탄

올 추출물의 정유성분의 주성분은 (-)-α-pinene 

이고, 그 다음으로는 δ-3-carene, β-thujone, 

anethole, β-myrcene, β-caryophyllen 순으로 

비교적 많이 존재하였음, 구절초 에탄올 추출물의 

정유성분의 대부분은 GC-MS분석 시 11.598분에

Fig. 8.  Effects of flumazenil on the changes in sleep latency (A) and sleep duration (B) induced by DZP 
and TO. Mice received pentobarbital 45min after oral administration (p.o.) of CON (0.5% CMC-
saline 10 mL/kg), DZP (2 mg/kg) and TO (1,000 mg/kg). flumazenil (8 mg/kg, i.p.) was administered 
10 min before oral administration. Each column represents mean ± SEM (n=10). * p<0.05, ** 
p<0.01, significant a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Dunnett's test). # p<0.05, ## p<0.01, significant 
between co-administration and single administrations (unpaired Student's t-test); NS, no significant. 
Abbreviations: CON, control group; DZP, diazepam; TO, Thuja orientalis leaf ethanol extract

서 37.670분 사이의 retention time에서 검출되었

다.

따라서, 구절초의 정유성분은 비슷한 극성을 가

진 몇 가지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성분

들이 소량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구절초에서의 정유성분의 주

성분은 국화과(Compositae) 식물 및 구절초의 주

요 성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고 구절초의 정

유성분으로 α-pinene은 6.7%, β-caryophyl-

len이 4.8%(Usman et al., 2010)이나 α-pinene

은 8.17%, β-thujone 2.87%, β-caryophyllen 

0.97% 함유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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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ffects of flumazenil on the changes in sleep latency (A) and sleep duration (B) induced by DZP and 
CZ. Mice received pentobarbital 45min after oral administration (p.o.) of CON (0.5% CMC-saline 10 
mL/kg), DZP (2 mg/kg) and CZ (1,000 mg/kg). flumazenil (8 mg/kg, i.p.) was administered 10 min 
before oral administration. Each column represents mean ± SEM (n=10). *p<0.05, **p<0.01, significant 
a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Dunnett's test). # p<0.05, ## p<0.01, significant between co-
administration and single administrations (unpaired Student's t-test); NS, no significant. Abbreviations: 
CON, control group; DZP, diazepam; CZ, Chrysanthemum zawadskii ethanol extract

et al., 2008). 

구절초와 같은 국화과 식물인 서양톱(Yarrow)

의 잎에서는 α-pinene이 14.4%의 정유 성분을 함

유 하고 있음(Shafaghat et al., 2009), 국화과 서

양 등골나물 잎(Eupatorium L.) 에서 α-pinene은 

0.2% β-caryophyllen이 7.2% 함유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Mehdi  et al., 2005).

측백엽(Thuja orientalis leaves) 에탄올 추출

물로 얻은 정유의 GC-MS 결과동정된 성분들을 

Table 3과 Fig. 11에 나타내었다. 

정유성분은 주로 terpene류로 다른 수종의 정

유성분 보다 구성물질의 수가 적었음 측백엽 에탄

올 추출물의 정유성분의 주성분은 (-)-α-pinene 

이고, 그 다음으로는 δ-3-carene, β-thujone, 

anethole, β-myrcene, β-caryophyllen 순으로 

비교적 많이 존재하였다. 

측백엽 에탄올 추출물의 정유성분의 대부분은 

GC-MS분석 시 11.603분에서 37.669분 사이의 

retention time에서 검출되었다, 따라서, 측백엽의 

정유성분은 비슷한 극성을 가진 몇 가지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성분들이 소량으로 존재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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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GC Chromatogram of essential oil from Chrysanthemum zawadskii var. latilobum. 1, (-)-α-pinene; 
2, norbornane; 3, (+)-sabinene; 4, (-)-β-pinene; 5, β-myrcene; 6, δ-3-carene; 7, β-thujone; 8, 
α-terpinolen; 9, anethole; 10, δ-2-carene; 11, β-cedrene; 12, β-caryophyllen; 13, cedr-8(15)-
ene; 14, thujopsene; 15, α-caryophyllen; 16, (-)-germacerene d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essential oil extracted from Chrysanthemum zawadskii var. latilobum

NO. Compounds Reterntion time(min.) Essential oil composition(%)

1 (-)-α-pinene 11.598 1.757

2 norbornane 12.337 0.027

3 (+)-sabinene 13.664 0.088

4 (-)-β-pinene 13.844 0.037

5 β-myrcene 14.665 0.123

6 δ-3-carene 15.509 0.438

7 β-thujone 16.662 0.243

8 α-terpinolen 19.572 0.063

9 anethole 29.375 0.173

10 δ-2-carene 32.093 0.018

11 β-cedrene 34.905 0.031

12 β-caryophyllen 35.103 0.103

13 cedr-8(15)-ene 35.249 0.014

14 thujopsene 35.737 0.036

15 α-caryophyllen 36.605 0.052

16 (-)-germacerene d. 37.67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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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GC Chromatogram of essential oil from Thuja orientalis leaves. 1, (-)-α-pinene; 2, norbornane; 3, 
(+)-sabinene; 4, (-)-β-pinene; 5, β-myrcene; 6, δ-3-carene; 7, β-thujone; 8, α-terpinolen; 9, 
4-allylanisole; 10, anethole; 11, aniskampfer; 12. (E)-β-farnesene; 13, β-caryophyllen; 14, (+)-β
-funebrene; 15, thujopsene; 16, α-caryophyllen; 17,(-)-germacerene d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essential oil extracted from Thuja orientalis leaves

NO. Compounds Reterntion time (min.) Essential oil composition (%)

1 (-)-α-pinene 11.603 1.890

2 norbornane 12.342 0.033

3 (+)-sabinene 13.669 0.096

4 (-)-β-pinene 13.850 0.042

5 β-myrcene 14.676 0.132

6 δ-3-carene 15.514 0.472

7 β-thujone 16.673 0.259

8 α-terpinolen 19.560 0.068

9 4-allylanisole 28.926 0.004

10 anethole 29.380 0.175

11 aniskampfer 29.526 0.002

12 (E)-β-farnesene 34.904 0.034

13 β-caryophyllen 35.102 0.104

14 (+)-β-funebrene 35.248 0.015

15 thujopsene 35.743 0.034

16 α-caryophyllen 36.610 0.051

17 (-)-germacerene d. 37.66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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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백엽의 정유성분은 (-)-α-pinene이 다른 성

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실험을 통하여 확

인을 하였고, 문헌에 의하면 α-pinene이 21.9%로 

가장 많이 있고 α-cedrol이 20.3% δ-3-carene이 

10.5%, β-caryophyllen이 3.0%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Bahman et al., 2003).

성분의 조성은 비슷하지만 함량에는 조금씩 차이

를 보이는데 한국에 서식하는 7종의 측백엽의 정유 

성분을 분석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α-pinene은 

경상남도 수목원에서 채취한 측백엽에서 10.91%

로 가장 많은 함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천리포 수

목원에서 채취한 서양 측백엽에서는 α-pinene이 

3.29%로 적은 양을 함유 하고 있고, δ-3-carene

의 경우 경상남도 수목원에서 채취한 둥근 측백엽

에서 11.36%로 가장 많은 함량을 보이고 있으며 

경상남도 수목원의 측백엽에서는 4.99%로 낮은 양

을 함유 하고 있다(조규갑 et al., 2004).

수면 임상실험

3가지 식물 추출물 복합 조성물 구절초, 측백엽, 

백하수오를 최적 조건에서 추출하였고 총 플라보노

이드 함량은 g 당 35.81 mg로 매우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추출 후 여과 한 후 농축기로 감압농축 하

고 농축액을 동결건조 후 분말화 한 후 캡슐에 담아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이는 수면증진 동물실험에 

사용된 것과 동일하며 용량배합은 한 캡슐 당 500 

mg으로 구절초: 200 mg : 측백엽 : 200 mg: 백

하수오 : 100 mg(4:4:2)으로 구성하였다.

2010년 12월에서 2011년 3월까지 불면증상이 

주 3회 이상 있다고 한 참가자  65명을 대상으로 구

절초, 측백엽 및 백하수오로 이루어진 수면증진물

질(Sleep-enhancing material)을 복용하는 실험

군(32명)과 placebo를 복용하는 대조군(33명)으로 

나누어 이중맹검법으로 비교하였다.

환자군 에게는 수면검사 전 최소 14일간 어떤 약

물도 복용하지 않도록 하였고, 진찰을 통해 내과적 

질환이나 신경과적 질환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투여방법은 1차 수면다원검사 다음날부터 일

주일간 복용하였으며, 마지막 날 2차 수면다원검

사를 실시하였다(Fig. 12). 투여용량은 남자는 3 

capsule(1500 mg) 여자는 3 capsule(1500 mg)로 

설정하였다.

임상실험 참가자 중에 수면증진소재(sleep-

enhancing material)를 복용하는 실험군은 남자

Fig. 12. Polysomnography testing of insomnia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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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8명, 여자가 14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35.2

±9.4세, 체질량 지수(BMI)는 22.8±3.3 이었다. 

Placebo를 복용하는 대조군은 남자가 22명, 여자

가 11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34.8±8.3, 체질량 

지수(BMI)는 22.7±3.3 이었다(Table 4).

수면증진 소재를 1 주일 복용한 후 설문지를 통

한 불면증 증상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 본 연구에

서 개발한 수면증진소재(구절초, 측백엽, 백하수오)

가 불면증 개선에 효과를 보였다. 

즉 연구 결과에서 잠이 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43.9분에서 31.3분으로 단축되었고, 또한, 총 수면

시간이 5.1시간에서 5.7시간으로 증가하였고, 자신

의 수면에 대한 만족이 31.3%에서 62.5%로 크게 

증가하였다. 불면증 지수(불면의 정도와 불면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정도)를 0-28점의 지

수로 표현하며 실험군은 14.5에서 8.9로 저하되었

Table 4.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leep-enhancing material and Placebo

Table 5.  Comparison of baseline and after treatment in Sleep-enhancing material on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고 불면증의 증상이 잠이 들기 힘들고(입면장애), 자

주 깨는(유지 장애) 증상으로 인하여 수면에 대한 불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건강수면

식품이 불면증상을 호전시키는 결과를 얻었으며, 총 

수면시간도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Table 5).

수면증진 소재 투여 전후의 수면다원검사 결과에

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나 총수면시간의 증

가, 수면효율의 증가, 각성횟수, 서파수면의 증가를 

나타내었다(Table 6).

불면증의 진단과 평가는 주관적인 평가에 의거하

므로 설문지 등을 포함한 주관적 평가를 통해서 불

면증의 호전여부를 측정하는데 본 연구 결과 역시 

수면다원검사에 의거한 평가에서는 한계가 있었으

나 설문지를 통한 주관적 평가에서는 대상 환자의 

불면증증상이 호전되었음을 밝히는 결과를 얻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사업에서 개발한 수면증진소

Sleep-enhancing material
(N=32)

Placebo
(N=33)

Gender(M/F) (18/14) (22/11)

Age(Mean±SD) 35.2±9.4 34.8±8.3

BMI(Mean±SD) 22.8±3.3 22.7±3.3

Baseline
(N=32)

1 week
(N=32)

Paired t-test
P-value

(two-tailed)

Time to bed (h) 23.9±1.3 23.8±1 NS

Sleep latency (min) 43.9±38.8 31.3±24.4 0.008

Time to wake up (h) 6.3±0.9 6.5±0.8 0.028

Total sleep time (hr) 5.1±1.5 5.7±1.4 0.002

ISI
(Insomnia scale index) 14.5±6.6 8.9±4.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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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baseline and after treatment in Placebo on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재(구절초, 측백엽, 백하수오)가 불면증을 완화시

키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 과학적으로 규명된 본 연구 결

과에 따라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수면증진식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시제품 가공공정

다음 Fig. 13, 14는 에탄올과 초임계 추출에 의

한 시제품의 제조공정도를 나타내었고, Fig. 15는 

한국식품연구원이 개발한 수면증진 식품 시제품을 

나타내었다.

요약

본 연구를 통해 백하수오, 구절초 및 측백엽의 수

면 증진 효과를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수면

증진을 위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였다(Fig. 15).

Baseline
(N=33)

1 week
(N=33)

Paired t-test
P-value

(two-tailed)

Time to bed (h) 24.1±1.3 24±1.3 NS

Sleep latency (min) 37.9±34.7 35.8±34.8 NS

Time to wake up (h) 6.4±0.9 6.5±0.9 NS

Total sleep time (hr) 5.2±1.4 5.4±1.4 NS

ISI
(Insomnia scale index) 14.6±6.9 11.2±5.7 0.000

Fig. 13. Manufacturing procedure of natural sleep aids by ethanol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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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토바비탈 수면유도 실험과 설치류 수면구조

(sleep-wake)실험에서 백하수오, 구절초 및 측백

엽 추출물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수면 증진효과를 

보였다. 

반응표면 분석법을 이용하여 활성이 가장 우수

한 제조 조건과 추출물의 배합비를 최적화하였다. 

기능 성분으로는 측백엽과 구절초로부터 (-)-

α-pinene (+)-3-carene을 동정하였다. (-)-α

-pinene (+)-3-carenedl GABA type A recep-

tor의 agonist로써 세포의 억제성 신경전달을 증

대시켜 수면증진 효과가 있다는 것을  brain slice 

patch 및 in vivo 수면증진 효능 평가를 통해 처음

으로 입증하였다. 

임상실험 결과 수면다원검사에 의해 한계는 있

었으나 설문지를 통한 주관적 평가에서 유의적으

로 불면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Fig. 14. Manufacturing procedure of natural sleep aids by supercritical extraction

Fig. 15. Natural sleep aids developed by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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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시제품을 국내외 유명 제품과 비교한 결과, 

수면증진 효과가 유사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으로 

제품화가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러한 결과

를 종합해 볼 때 백하수오, 구절초 및 측백엽을 이

용한 수면증진 기능성 식품의 산업화 가능성이 매

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 보건의료기술 진흥사업의 연구비로 수행된 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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