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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if the supplement formula may improve alcohol metabolism in healthy adult 
men. In a double-blinded, randomized, crossover study, subjects were administrated yeast extract mixtures (YEM, n=15), 
Hovenia dulcis mixtures (HDM, n=15), placebo (PLA, n=15), and control (CON, n=15) in an oral dose followed by one 
week washout periods. At each visit (0, 1, 2, 3, 4 week), subjects drank 450 mL, 20.1 percent alcohol after administered 
mixtures. Blood was drawn periodically (0, 0.25, 0.5, 1, 2, 4, 6, 15 hours). Fifteen subjects completed the protocol and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Plasma ethanol concentration was lower in YEM (10 percent) and the HDM (5 percent) groups. 
The area under the curves (AUC) and Cmax for plasma ethanol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only in the YEM group, when 
compared with the CON group. The AUC and Cmax for plasma acetaldehyde concentration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YEM (45 and 54 percent) and the HDM (35 and 53 percent) groups respectively, when compared with PLA (p<0.01). 
Together, these findings validate that YEM or HDM improved alcohol metabolism and hangover syndromes, leading to 
reduce alcohol concentration and acetaldehyde concentration without advers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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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

†Corresponding author: Min-Sun Moon, Samyang Group Food R&D Center, Samyang Corporation, Seongnam 13488, Korea. 
Tel: +82-2-2157-9214, Fax: +82-2-2157-9056, E-mail: minsun.moon@samyang.com

서 론   

알코올(alcohol) 섭취는 사회활동의 자극제로서, 갈증을 해

소하고, 진통제 역할을 하여 통증과 두통을 경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Wardlaw 등 2004). 그러나 알코올의 소비가 증가

하고, 연령층도 점차 낮아지게 됨에 따라 인체의 유해성에 대

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Rubin H 1985; Yoshikawa 등 1997).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2016)에 의하면 국내 19세 이상 성

인의 월간 음주율은 남성이 75.2%, 여성이 46.5%에 달하며, 이 
중 남성의 54.1%, 여성의 23.2%가 폭음을 경험하였으며,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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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별로는 남성이 30대(64.1%), 여성은 20대(37.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알코올은 섭취 후, 소화과정 없이 단순확산에 의해 빠르

게 흡수되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 알코올탈수소효소(Alcohol 
Dehydrogenase: ADH)에 의해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가 
생성이 되며, 생성된 아세트알데히드는 알데히드 탈수소효소

(Aldehyde Dehydrogenase: ALDH)에 의해 아세테이트(acetate)
를 생성하고, 아세테이트는 acetyl-CoA로 전환되어 TCA 회로

를 거쳐 에너지를 발생하거나 또는 콜레스테롤과 지방산을 

합성하는데 이용된다. 그러나 섭취한 알코올이 모두 아세테

이트로 분해되지는 않으며, 아세트알데히드 형태로 체내에 

잔존할 경우, 숙취가 발생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Shumate 
등 1967; Lieber CS 2005). 숙취(hangover)란, 급성알코올 중

독에 수반하는 불쾌한 증상이 수면에서 깨어난 뒤까지 계속

되는 것으로, 숙취의 대표적인 증상은 갈증, 피곤함과 두통

이 있으며, 체내 잔류 알코올의 영향으로서 탈수 현상과 체

내 전해질의 불균형, 위장 장애, 저혈당 및 수면과 생체리듬

의 이상을 들 수 있다(Gemma 등 2006). 이외에도 발한이나 

구토 및 설사 등으로 인해 수분의 손실과 전해질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Verster JC 2008; Wiese 등 2000). 알코올 

대사로 인해 나타나는 포도당 생성 억제로 인한 저혈당 증상

은 피로, 무기력증 및 기분장애 등의 숙취 증상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또한 기억단절 현상은 알코올이 뇌의 기억에 관

련된 특정 신경 수용체의 활동을 차단시켜 뇌의 신경세포 

사이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글루탐산염의 활

동을 멈추기 때문에 발생한다(Wardlaw 등 2004).
숙취의 원인에 대한 또 다른 연구결과로는 탈수, 알코올 

및 알코올 대사물인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과 알코올에 소

량 함유되어 있는 메탄올의 대사 및 포름알데히드 등의 생

성으로 인해 체내 독성과 무기질, 비타민 등의 영양소의 흡수

장애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숙취 정도는 유

전 및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난다(Gemma 등 2006; 
Bode & Bode 1997). 또한 숙취의 원인으로 알코올의 중간대

사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 중독에 의한 것이라는 설을 비롯

하여 불순물설과 과로설 등이 있다(Haber 등 1996; Akimoto 
등 1993).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숙취 증상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

기 위한 의약품 및 식품들이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며, 판매

가 되고 있으나, 대부분 기능성평가와 관련된 동물시험에만 

의존한 상태였으므로, 실제 인체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확인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각 원료에 대한 정확한 비

교 및 분석한 데이터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본 시험에서는 

효모 추출물과 헛개나무열매 추출물을 주재료로 하여 숙취

해소용 복합물을 섭취한 후, 혈중 알코올 농도 및 혈중 아세

트알데히드 농도를 측정하여 숙취해소 효능을 정량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숙취 해소 및 알코올 분해 효능에 대한 결과

를 얻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만 25세 이상 45세 이하의 남성으로 체

중이 45 kg 이상이면서, 이상체중의 ±20% 이내의 체중으로 

선천성 또는 만성질환이 없고, 내과적인 진찰결과 병적 증상 

및 소견이 없으며, 주량이 소주 1병 이상이면서 숙취를 겪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하고, 주의사

항을 준수하여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

였다. 본 연구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승인(IRB 심의번호: KHNMC IRB 2013-055)을 받았으며, 모
든 피험자들에게는 시험에 앞서 연구의 기간, 목적 및 방법, 
예상되는 효과 및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으

로 시험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인체적용시험 선정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21명을 선정하였다.
시험 기간 중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시험을 계속할 수 

없다고 주치의가 판단하거나 환자가 거부한 경우, 사고 등의 

재해나 타 질환의 발병으로 수술 또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

우, 기타 시험을 지속할 수 없다고 주치의가 판단한 경우, 시
험 중 알코올 섭취 후 구토를 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2. 시험 디자인 및 시험 제품 섭취방법
본 시험에는 효모추출 복합물 및 헛개나무 열매추출 복합

물, 위약을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시료에 대한 첨가 원료는 

Table 1과 같다. 시험은 매주 1회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

다. Fig. 1과 같이 1차 시험 시에는 알코올 단독(CON)으로 복

용하였으며, 2차 시험 시에는 효모추출 복합물(YEM), 3차 시

험 시에는 위약(PLA), 4차 시험에서는 헛개나무 열매추출 복

합물(HDM)을 섭취하고, 30분 후에 알코올을 섭취하였다. 제
공되는 식사는 도시락 형태로 모든 피험자에게 동일한 식단

으로 제공되었으며, 식후 1시간 30분에 시험 물질을 섭취하

였고, 시험물질 섭취 30분 후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도수 

20.1인 소주 450 mL(섭취 알코올량 90 g)를 30분간 간식(스낵

류 45 g)과 함께 제공하였다.

3. 생화학적 검사
각 시험의 당일에 알코올 복용 후 0, 0.25, 0.5, 1, 2, 4, 6, 

15시간(총 8회)에 채혈하였다. 피험자의 팔 또는 손등의 정

맥 부위에 주사용 생리식염수를 채운 카테터를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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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Ingredients

PLA1) Corn starch, malt extract, black bean powder, cellulose, glycerin, hydroxypropylmethyl cellulose, sodium carboxymethyl 
cellulose

YEM2) 

Yeast extract mixed powder, corn starch, black bean powder, cellulose, fruit mixed concentrate, vitamin C-Na, dried 
orange peel powder, cellulose gum, maltodextrin, glucose, lecithin, sodium citrate, nicotinamide, amino acid mixture, 
vitamin B1, vitamin B2, amino acid mixtures, hydroxypropylmethyl cellulose, fermentation ethanol, glycerin, aroma of 
jujube fruits

HDM3)
Hovenia dulcis extract, glumate, yeast extract mixed powder, milk vetch root, lotus extract powder, high fructose corn 
syrup, sugar, taurine, citric acid, DL-malic acid, dextrin, alanin, sodium citrate, nicotinamide, lactic acid, fortifying 
nutrient, glycerin esters, natural flavoring substances, combined congener

1) PLA: Placebo.
2) YEM: Yeast extract mixtures.
3) HDM: Hovenia dulcis mixtures.

Table 1. Experimental materials information

Fig. 1. Profile of trial. 
1) Abbreviations: See the legend of Table 1.

매 시점에서 7 mL를 채혈한 후, 혈액은 즉시 vacutainer tube
에 담은 후, 온도를 4℃로 유지하면서, 원심분리(3,000 rpm, 15
분)를 하여 혈청을 분리한 후 바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알코올 분석용 kit(Ro- 
che, Darmstadt,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00 μL의 

혈청과 3 mL의 nicotinaminde-adenin dinucleotide(NAD)-alcohol 
dehydrogenase(ADH) 용액을 섞은 후, 20℃에서 3분 동안 in- 
cubation 시킨 후, 340 nm에서 생성된 NADH의 농도에 따른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 때 혈액의 알코올 농도(mg/ 

dL)는 표준용액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아세트알데히

드 분석용 kit(Roche, Darmstadt,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200 μL의 혈청과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9.0)
와 NAD+의 혼합액 3 mL를 섞은 다음 20℃에서 3분 동안 in- 
cubation 시켰다. 그 후 3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ALDH
를 50 μL 넣고, 20℃에서 5분 동안 incubation한 후, 34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아세트알데히드가 ALDH에 의해 

아세테이트를 생성하고, 조효소 NAD+가 NADH로 변하게 된

다. 이 때 생성하는 NADH의 양을 34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4. 통계 처리
모든 실험결과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Statistic version 20.0(Chicago, Illinois, USA)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평균±표준편차(mean±S.D.)로 나타내었다. 각 군간 

분석 항목별 차이는 One-way ANOVA를 수행한 후, Turkey'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p<0.05 또는 p<0.01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대상자의 일반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YEM와 HDM를 선택하여 알코올

로 인해 유발된 숙취에 대해 효과가 있음을 인체적용시험에

서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일정, 예측 가능한 위험성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해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피험

자를 21명을 스크리닝하여, 선정․제외기준에 적합한 20명
을 피험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의 초기 임

상병리 검사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에 선정된 피험



조보람 남충우 정세영 정인경 문민선 한국식품영양학회지738

(A)

(B)

(C)

Fig. 2. Effect of YEM and HDM on plasma alcohol con- 
centration (A), area under the curve (AUC) (B), and Cmax 
(C) after drinking alcohol.

1) Abbreviations: See the legend of Table 1.
2) Values are mean±S.D. for 15 persons in each group. 
3) *p<0.05, **p<0.01 against CON.

Parameter Mean±S.D. Normal values

Number 15 -

Age (yr) 33±6 -

Body weight (kg) 73.5±9.7 -

Blood pressure (mmHg)

Systolic 133±8.7 <140

Diastolic 75±10.7 <90

Fasting glucose (mg/dL) 93.8±5.8 <100

AST (IU/L) 25.0±10.1 <40

ALT (IU/L) 22.5±9.0 <40

ALP (IU/L) 224.6±22.8 104~338

Creatinine (mg/dL) 1.0±0.1 0.6~1.2

Total bilirubin (mg/dL) 0.8±0.3 0.2~1.2

Direct bilirubin (mg/dL) 0.2±0.1 0.1~0.6

Table 2. Baseline clinical characteristics

자들의 평균 나이는 33±6세였으며, 평균 체중은 73.5±9.7 kg 
이었다. 그 이외에도 혈압, 혈당, AST, ALT, ALP, 크레아티

닌, 총 빌리루빈, 직접 빌리루빈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정상으

로 건강인의 범위에 속하였다. 선정된 20명의 피험자들을 대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총 5명이 탈락하였는데, 탈락 사

유는 알코올 섭취로 인한 구토 2명, 오한과 몸살 1명, 시험 

중도에 포기 의사를 밝힌 피험자가 2명이었으며, 이상반응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시험은 총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

다. 안전성 관련 지표는 모두 정상 범위에 포함되었으므로

(Grundy 등 2004), 두 제품 모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2. 혈중 알코올 농도의 변화
혈중 알코올의 분해 속도는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간당 평균 0.015%에 이르므로, 소주 1병은 최

소한 8시간이 지나야 완전히 분해를 할 수 있게 된다(Cho 등 

1985). 본 인체적용시험에 사용된 음용량은 소주 1병 및 1/4
병으로 10시간 이상이 지나야 분해할 수 있는 알코올 양이며, 
실제로도 음주 후 15시간이 경과했을 때 혈중 알코올 수치

가 0으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체중 60~70 kg인 성인 
남성이 소주 8~14잔을 마셨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 
0.30%이다. Shumate 등(1967)에 의하면 알코올은 섭취 후 30
분 이내에 섭취량의 약 60~90%가 흡수되고, 60분에 95%, 90
분에 100% 모두 흡수되므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 후 

60~90분 사이에 최고치를 도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음주 후 2시간이 경과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

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사람에 따

라서 흡수속도가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음주 후 0(baseline)~15시간 동안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

한 결과는 Fig. 2A와 같다. 알코올 섭취 2시간 후의 혈중 알

코올 농도는 각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

나, CON과 비교하여 YEM은 14%, HDM은 9% 감소하였으며, 
PLA과 비교하면 YEM는 10%, HDM는 5% 감소하였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YEM > HDM > PLA > CON 순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ON 또는 PLA와 비교하여 시험물질을 섭취한 YEM와 

HDM는 AUC 와 Cmax 모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2B, 
2C). AUC와 Cmax는 CON과 비교하여 YEM에서 각각 유의적

으로 감소하였으며(p<0.05), HDM의 경우, 유의적이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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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 Effect of YEM and HDM on plasma acet- 
aldehyde concentration (A), area under the curve (AUC) 
(B), and Cmax (C) after drinking alcohol.

1) Abbreviations: See the legend of Table 1. 
2) Values are mean ± SD for 15 persons in each group. 
3) * p<0.05, **p<0.01 against CON. # p<0.05 against PLA.

았지만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PLA와 

비교하면 YEM군과 HDM군의 알코올 농도는 유의적이지는 

않았으나,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enkataranganna 등(2008)은 대추야자(Phoenix dactylifera)

열매 및 치커리(Cichorium intybus)씨 등을 함유한 숙취해소용 

조성물의 동물실험에서 대조군과 비교해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의 AUC가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

였으며, 이는 본 실험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

로 체내 흡수된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히드로 신속한 분해를 

이끌어 전체적인 알코올 분해 속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3.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측정
숙취의 원인으로 알코올이 대사되어 생성된 1차 산물인 아

세트알데히드가 아세테이트로 산화되지 못하고 체내에 많은 
양이 잔류하여 발생된다는 다수의 연구보고가 있다(Shumate 
등 1967). 또한 Lieber CS(1973)는 알코올 섭취 시 체내의 독

성 작용의 원인으로서 알코올 그 자체보다 일차 대사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보고하였다.
Fig. 3A는 알코올 섭취 후 시간에 따른 혈중 아세트알데히

드 농도의 변화를 음주 후부터 15시간 동안 측정한 결과이다. 
CON 및 PLA의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최고 농도 시간대가 음

주 1시간 후였던 반면, YEM 및 HDM은 음주 30분 후에 나타

났다. 알코올 섭취 1시간 후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이지는 않

았지만 YEM의 섭취에 의해 56%, HDM의 섭취에 의해 38%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PLA과 비교하였을 때에는 

시험 물질인 YEM과 HDM 모두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 
0.05). 또한, 평균값을 비교하였을 경우에는 YEM은 HDM과 

비교 시 모든 시간대에서 혈중 아세트알데히드의 농도가 낮

게 측정되었다. Fig. 3B, Fig. 3C를 보면, CON과 PLA에 비해 

YEM과 HDM의 AUC와 Cmax 모두 감소하였다. AUC는 CON 
및 PLA와 비교하여 YEM 및 HDM 모두 유의적으로 감소하

였으며(p<0.05), Cmax의 경우, PLA와 비교하여 YEM과 HDM 
모두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혈액 내의 아세트알데히드가 과량인 경우에는 일부가 뇌

를 비롯한 다른 장기로 이동하여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Helander & Tottmar 1988). 그렇기 때문에 섭

취된 알코올을 빠른 시일 내에 분해를 하거나, 체외로 배출을 

빠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효과를 갖는 다양한 소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 가운데 헛개나무 열매추출물에 관

한 연구는 다수가 완료되어 있다(An 등 1999; Kim 등 2000; 
Kim 등 2006; Park 등 2006). Kim 등(2000)은 헛개나무 열매추

출물을 섭취한 흰쥐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ADH와 ALDH 
활성이 증가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 및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는 본 실험 결과와도 유

사한 결과이며, Kim 등(2006)의 결과에서는 헛개나무 열매추

출물이 흰쥐 간의 AST 및 ALT 등을 감소시켜 간 보호가 뛰

어나므로, 알코올 분해과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효모추출물은 아미노산, 펩타이드, 당, 핵산, 지질, 비타민 

B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Jennifer 등 1992), 이 펩타이드 가운

데 cysteine, glycine, glutamate 3개의 아미노산으로 연결된 글

루타치온(glutathione)은 강력한 체내 항산화제이며, 다양한 체

내 독성물질을 해독하는 핵심 효능물질이다. Helen & Tottmar 
(1988)의 연구에 따르면, 글루타치온의 분해 대사물인 cys- 
teinylglycine(CysGly)이 아세트알데히드와 결합하여 2-methyl- 
thiazolidine-4carbonyl-glycine(MTCG)를 형성한다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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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었다. 이를 통해 YEM의 주성분인 효모추출물의 기능 성

분인 글루타치온이 체내에서 분해되어 CysGly를 생성하며, 
아세트알데히드와 결합을 통해 혈중 및 간에서의 아세트알

데히드 농도를 낮추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

다. 또한 Matsufuji 등(2013)에 의한 in vitro 실험에서도 글루

타치온의 구성 아미노산인 시스테인의 SH기, 글루타메이트

의 아미노기, 글루타치온 펩타이드 결합에 의한 두 개의 질소 

원자와 아세트알데히드 4분자가 최대로 결합할 수 있으며, 
이는 글루타치온이 아세트알데히드의 직접적인 제거제로써 

아세트알데히드 내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YEM의 주성분인 효모추출물 내의 글루타치온은 

아세트알데히드와의 상호 결합을 통해 아세트알데히드 제

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아세트알데히드 농

도를 낮추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한 영향을 감소시킴으

로써 숙취해소를 개선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효모추출 복합물 및 헛개나무 열매추출 복합

물이 알코올 섭취로 인한 증상 및 숙취 해소에 나타내는 효

능을 비교 평가하고자 성인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을 실시

하였다. 시험제품 섭취 30분 후에 알코올 섭취를 통해 숙취를 

유발한 후, 안전성 관련 지표, 혈중 알코올 농도, 혈중 아세

트알데히드 농도를 분석하였다. 안전성 관련 지표는 모두 정

상 범위에 포함되었다. 혈중 알코올 농도의 경우, CON과 비

교하여 YEM와 HDM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AUC 및 Cmax는 YEM에서만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YEM과 HDM의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는 PLA
와 비교하여 AUC 및 Cmax 모두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YEM과 HDM 모두 혈중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YEM와 HDM을 비교하였을 때, 알코올 농도 AUC 
및 Cmax의 경우, YEM에서만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혈
중 알코올 농도 및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에 있어서도 

YEM에서 더 낮은 수치를 보여 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

여주었다. 이는 YEM에 의해 알코올에서 아세트알데히드로

의 빠른 분해를 돕고, 아세트알데히드의 축적으로 인한 유해

한 영향이 발생하기 이전에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와 동시

에 일부는 체외로 배설시킴으로써 아세트알데히드의 농도를 

감소하여 숙취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알코올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숙취에 대해 YEM은 HDM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

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는 숙취의 직접적인 

원인 물질인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히드의 혈중농도 확인을 

통한 숙취해소 효과를 추정한 것으로, 개개인의 컨디션 및 

특성에 따른 주관적인 숙취 해소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향
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survey 연구와 더불어 생화학적 효

소 반응 및 유전자 수준에서의 숙취효능에 대한 추가적인 비

교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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