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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insenosides are major constituents of ginseng and are known to be responsible for its pharmacological propertie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detoxification effect of a mixture containing black red ginseng powder, red ginseng extract, 
Puerariae radix extract, and Hovenia dulcis extract, on SD (Sprague Dawley) rats treated with 30% ethanol. Thirty minutes 
before treatment, the animals were orally administered different concentrations of the mixture or water. Results revealed 
that the concentration of ethanol in blood serum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black red ginseng mixture treated group 
in a dose-dependent manner, as compared with that of the control group. The blood level of acetaldehyde increased until 
1 hr after alcohol administration, but the levels rapidly decreased later. Furthermore, ADH and ALDH activities in the hepatic 
tissue were also increased in the black red ginseng mixture administered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black red ginseng mixture has the ability of decomposing alcohol by increasing the ADH and ALDH 
activities responsible for alcohol metabo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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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제가 발달되고 사회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라 스트레스 

해소와 사회생활의 일환으로 음주문화가 발달하여 알코올 섭

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OECD 회원

국 평균 음주 소비량의 5.6배에 이른다고 보고되어 있다(Jeon 
등 2002; Yoo 등 2012). 과도한 음주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문

제가 발생하고, 알코올 섭취로 인해 생기는 숙취는 두통과 메

스꺼움, 탈수 등과 같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

으며(Evans 등 2007; Verter JC 2008), 알코올의 오랜 섭취는 

신체의 주요기관인 간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뇌, 췌장, 조
혈기관, 면역계 등 체내 대사과정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준

다(Linder MC 1991; Hwang 등 2010). 체내에 흡수된 알코올

은 25% 정도는 위에서 흡수되며, 나머지는 소장에서 흡수되

고, 혈액을 통해 최종적으로 간에서 분해된다(Lin & Li 1998). 
간에서의 알코올 대사는 alcohol dehydrogenase(ADH) pathway 
와 소포체(Endoplasmic Reticulum; ER)에 존재하는 microsomal 
ethanol oxidizing pathway 그리고 peroxisome 내의 catalase 
pathway로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Lieber CS 1997).

정상적으로 섭취된 알코올은 ADH pathway를 통해 NADH
와 acetaldehyde 분해산물을 생성하고, acetaldehyde는 다시 

acetaldehyde dehydrogenase(ALDH)에 의해 acetic acid와 물로 

분해되어 소변이나 땀으로 빠져 나가게 된다(Lieber CS 1994; 
Cho 등 1997; Hyun 등 2014). 그러나 많은 양의 알코올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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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DH에 의해 과량의 NADH와 아세트알데히드가 생성되

고, ADH에 의해 분해되지 못한 알코올은 microsomal ethanol 
oxidazing pathway를 통해 acetaldehyde와 oxygen radical을 생

성, cystein과 glutathione과 결합하여 결과적으로 지질과산화

물이 생성되며, 혈장막의 지질성분을 변성시켜 지방간 또는 

간 손상을 초래한다(Kaufman 등 1960; Albano E 2002; Ahn 
등 2005; Pemberton 등 2005). 

인삼은 오가피과에 속하는 다년성 초본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약용작물이다. 인삼은 크게 자연 상태의 수삼과 가

공방법에 따라 백삼, 홍삼, 흑삼으로 분류되며, 이렇게 가공

을 달리함에 따라 인삼의 주요한 유효성분의 양이 증가되거

나, 새로운 유효성분이 생성되어 인삼 본래의 효능을 좀 더 

증대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Kong 등 2008). 특히 홍삼에

는 진세노사이드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면역계와 심혈관계, 
중추신경계에서 항노화, 항염증, 항산화, 항암 효과를 나타낸

다고 보고되어 있다(Hwang & Lee 1992; Attele 등 1999; Kim 
YS 2000; Friedl 등 2001; Cho 등 2002; Lee 등 2004). 최근에는 

진세노사이드의 섭취가 알코올 분해를 돕고, 알코올 분해효

소의 활성을 증가시켜 숙취해소에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것

이 보고되고 있어(Choi 등 1998), 국내 음료시장에서 홍삼이 

포함된 한약재 추출물을 이용한 숙취해소 음료가 개발되고 

있으며, 시장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Hwang 등 

2010).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홍삼 추출액이 아닌 홍삼을 통째

로 미세분자로 분쇄하여 홍삼의 주요성분인 진세노사이드의 

양을 좀 더 높인 흑홍삼분말과 여러 가지 한방재료를 혼합한 

음료가 숙취해소에 효능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현재 시판 중

에 있는 숙취해소 음료를 비교군으로 하여 알코올을 투여한 

시험동물에 한방혼합음료를 섭취시켜 알코올의 분해능과 알

코올 분해효소인 ADH와 ALDH의 활성을 측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시료 제조
실험에 사용한 흑홍삼혼합 음료의 원재료는 중금속 및 

미생물 검사를 수행하여 품질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시료

의 주 재료인 흑홍삼은 수삼을 최적화 온도(110~115℃)에서 

일정한 시간(3~10시간)으로 증삼과 건조를 반복하여 제조

하였으며, 제조 후 이를 <30 μm의 직경으로 초미세분말화 

하여 흑홍삼 분말을 획득하였다. 이후 이를 정제수에 분산

시켜 고형분 3.9%인 흑홍삼분말액을 제조하였다. 이후 흑

홍삼분말액 77%(w/w), 흑홍삼농축액 3%(w/w), 식물혼합농

축액(숙지황, 백복령, 두충, 구기자, 대추, 건강) 10%(w/w), 
자일리톨 8%(w/w), 벌꿀 1%(w/w), 헛개나무열매 농축액 0.5% 

(w/w), 칡농축액 0.5%(w/w)를 첨가하여 최종 시료를 제작하

였다. 

2. 시험물질의 ADH, ALDH 활성도 측정
동결건조된 S9 rat liver homogenate(BD, Gentest, MA, USA) 

효소원을 이용하여 ADH와 ALDH의 활성을 측정하였다. ADH
와 ALDH 활성은 Bostian 방법(Bostian & Betts 1978)을 변형

하여 측정하였으며, NADH의 생성속도를 지표로 사용하였다. 
반응액(증류수 0.7 mL, 1 M Tris-Cl(pH 8.8) 0.38 mL, 20 mM 
NAD+ 0.2 mL, ethanol 0.2 mL)에 S9 rat liver homogenate 0.1 
mL와 시험물질 0.1 mL를 섞어 30℃에서 5분간 반응 후 3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5분 후에 다시 한 번 흡광도를 

측정하여 처음 흡광도를 빼준 다음,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을 대조군으로 하여 상대활성도(%)를 계산하였다. ALDH 활
성은 반응액(증류수 0.7 mL, 1 M Tris-Cl(pH 8.8) 0.1 mL, 20 
mM NAD+ 0.03 mL, 3 M KCl 0.03 mL, 1 M acetaldehyde 0.03 
mL, 0.33 M 2-mercaptoethanol 0.03 mL)에 S9 rat liver homogenate 
0.03 mL와 시험물질 0.1 mL를 섞어 30℃에서 5분간 반응 후 

3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5분 후에 다시 한 번 흡광

도를 측정하여 처음 흡광도를 빼준 다음 시료를 첨가하지 않

은 것을 대조군으로 하여 상대 활성도(%)를 계산하였다. 

3. 실험동물 및 처치
실험동물은 ㈜대한바이오링크(Eumseong, Korea)에서 구입

하였으며, Sprague Dawley계 수컷 6주령(200~220 g)을 사용하

였다. 본 시험은 동물보호법(제정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 

4379호, 일부 개정 2015년 1월 20일 법률 제 13023호)에 근거

한 ㈜이비오(Cheongju, Korea)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다(승인번호: EBOA-2015-09). 구입한 시험동물은 동

물 사육실에서 일정한 조건(온도: 22±2℃, 상대습도: 50±10%, 
환기회수: 10~15회/시간, 조도: 200~300 Lux 명암주기 및 조

명시간: 12시간 light/dark cycle, 오전 7시~오후 7시 조명)으로 

사육되었으며, 음수와 사료를 자유 급식하였고, 일주일간의 

순화기간을 거쳐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동물은 에탄올 투

여 전 12시간 동안 절식하여 사료 섭취로 인한 에탄올 흡수

의 지연을 배제하였으며, 시험물질은 에탄올 투여 30분 전에 

경구 투여하였다. 에탄올의 투여는 30% 에탄올을 체중 kg당 

10 mL 수준으로 1회 경구 투여하였다. 시험군은 30% 에탄올

을 투여한 숙취유도군, 30% 에탄올과 시험물질을 4.4 mL/kg 
투여한 저농도시험군, 30% 에탄올과 시험물질 13.2 mL/kg 투
여한 고농도시험군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숙취해소 

음료를 12.3 mL/kg 투여한 비교군으로 구성하여 총 4군으로 

군으로 분리하였으며(Table 1), 각 군당 7마리씩 구성하였고, 
숙취유도군은 시료 대신 증류수를 경구 투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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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Experimental group

Con 30% ethanol (10 mL/kg) + 
distilled water 13.2 mL/kg treated group

Low 30% ethanol (10 mL/kg) +  
black red ginseng mixture 4.4 mL/kg treated group

High 30% ethanol (10 mL/kg) + 
black red ginseng mixture 13.2 mL/kg treated group

P1 30% ethanol (10 mL/kg) + 
commercial drink 12.3 mL/kg treated group

Table 1. Experimental group

4. 혈중 에탄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측정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에탄올과 아세트알데히드의 농도

를 측정하기 위하여 에탄올 투여 전 및 투여 후 1, 3, 5, 7시간 

후에 안와채혈을 통해 혈액을 채취하여 1,900 × g에서 20분
간 원심 분리하여 혈청만을 분리하였고, 알코올 측정 kit(R- 
Bioparm, Darmstadt, Germany)와 아세트알데히드 kit(R-Bioparm, 
Darmstadt, Germany)를 사용하여 NADH량의 변화를 340 nm
에서 흡광도로 측정하였다. 

5. 간 조직에서의 ADH, ALDH 활성 측정
에탄올 투여 7시간 후 실험동물을 ether로 마취하고, sacrifice

하여 간 조직을 분리하였다. 분리된 간 조직은 액체질소에 급

속히 냉동시킨 후, 분석 전까지 －70℃ deep freezer에 보관하

였다가 시험 당일 50 mg씩 나누어 ADH activity kit(Sigma, St. 
Louis, USA)와 ALDH activity kit(Sigma, St. Louis, USA)에 포

함되어 있는 각각의 assay buffer 200 μL에 넣어 균질화하였

고, 450 nm에서 각각의 활성을 측정하였다. 

6. 혈중 간기능 지표효소(ALT, AST) 측정
에탄올 투여 7시간 후 실험동물을 ether로 마취하고, sacrifice

하여 복부를 절개하여, 복대동맥에서 채혈한 전혈을 원심분

리(1,900 × g, 20 min, 4℃)한 후 혈청을 취하여 혈청자동분석

기(Hitachi 7020,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아스파테이트 아

미노기전이효소(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알라닌 아미

노기전이효소(alanine aminotransferase ALT)를 측정하였다. 또
한 시험동물로부터 에탄올 투여 전에 얻은 혈액은 정상군으

로 대체하였다.

7. 자료의 통계처리
모든 자료들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SPSS pro-

gram(SPSS INC., Ver. 12.0)을 이용하여 통계해석을 실시하였

다. One-way analysis of variation(ANOVA)을 실시하여 유의성

이 관찰되면 대조군과 유의차가 있는 시험군을 확인하기 위

해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양측 5%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ADH 및 ALDH 효소활성도
흑홍삼혼합물의 알코올 분해효능를 확인하기 위해 효소원

을 이용하여 알코올 분해효소인 ADH의 활성과 알코올 분해

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 효소인 ALDH의 활성을 

측정하였다. 시험결과는 Fig. 1과 같다. ADH activity의 경우, 
흑홍삼저농도군(0.5%, Low group)과 흑홍삼고농도군(1%, High 
group)에서 각각 334.1±26.1%, 350.8±37.2%로 시료를 넣지 

않은 대조군(Vehicle group)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ALDH의

Fig. 1. Effect of black red ginseng mixture on in vitro 
ADH and ALDH activities. The mixture containing ethanol 
and experimental material were reacted with S9 rat liver 
homogenate for 5 min at 30℃ and measured absorbance 
at 340 nm. Vehicle means DW treated group, Low means 
0.5% of black red ginseng mixture treated group, High 
means 1% of black red ginseng mixture treated group, P1 
means 1% of commercial drink treated group. The values 
are mean±S.D. (n=3). Different letters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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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또한 157.1±12.9%, 166.6±10.3%로 대조군에 비해 증

가하였다. 비교군(1%, P1 group)의 ADH와 ALDH의 활성은 

242.9±85.0%, 127.8±12.1%로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다. Lee 
등(2009)의 보고서를 보면 흑홍삼은 인삼의 주요한 생리활성

과 약리작용을 나타내는 진세노사이드의 양이 홍삼에 비해 

1.8배 더 함유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고, Kim 등(2004)의 연

구결과에서는 홍삼의 ADH의 값이 104~114%, ALDH의 값이 

101~109%인 점으로 보아, 흑홍삼혼합물은 홍삼보다 좀 더 

높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2. 혈중 에탄올 농도

흑홍삼혼합물이 알코올 분해 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SD rat에 알코올을 투여하기 30분 전에 시료를 경

구 투여하고, 알코올 투여 전 및 투여 후 1, 3, 5, 7시간 후에 

혈액을 채취해 에탄올 농도를 측정하였다. 시험군의 용량은 

혼합음료의 일회 섭취량인 150 mL/kg을 동물 투여 용량으로 

치환하여 나온 13.2 mL/kg을 고농도로 설정하였고, 3배수 낮

은 4.4 mL/kg을 저농도로 설정하였다. 비교군의 용량도 마찬

가지로 일회 섭취량인 140 mL/kg을 동물 투여 용량으로 치환

하여 나온 12.3 mL/kg의 값을 비교군의 용량으로 설정하였다. 
시험결과, 알코올 투여 1시간 후의 혈중 에탄올 농도는 흑홍

삼저농도군(4.4 mL/kg, Low group)과 흑홍삼고농도군(13.2 mL/ 
kg, High group)에서 3.56±0.53 g/dL, 1.92±0.82 g/dL로 숙취 유

도군(Con. group)의 4.93±0.71 g/dL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낮은 값을 나타냈으며, 농도의존성을 보였다. 비교군(12.3 
mL/kg, P1 group) 또한 2.95±0.66 g/dL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낮은 값을 보였다. 알코올 섭취 3시간 후의 혈중 에탄올 

농도는 흑홍삼저농도군, 흑홍삼고농도군, 비교군이 각각 2.96± 
0.60 g/dL, 2.25±0.81 g/dL, 2.40±0.99 g/dL로 농도의존성을 보

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었다. 알코올 섭취 5

Time
Group 0 hr 1 hr 3 hr 5 hr 7 hr

Con1) 0.03±0.02 4.93±0.71c5) 3.99±0.43b 2.62±0.48b 1.28±0.53
Low2) 0.04±0.03 3.56±0.53b 2.96±0.60a 1.40±0.92a 1.43±0.57
High3) 0.06±0.04 1.92±0.82a 2.25±0.81a 1.10±0.74a 0.87±0.73
P14) 0.03±0.03 2.95±0.66b 2.40±0.99a  1.74±1.44ab 0.41±1.39

The values are mean±S.D. of 7 SD rat. 
1) Con means only 30% ethanol treated group. 
2) Low means 4.4 mL/kg of black red ginseng mixture treated group. 
3) High means 13.2 mL/kg of black red ginseng mixture treated group. 
4) P1 means 12.3 mL/kg of commercial drink treated group. 
5) Different letters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each time point.

Table 2. Kinetics of ethanol contents on blood serum                                              (Unit: g/L)

시간 후는 알코올만 섭취한 군의 혈중 에탄올 농도가 2.62±0.48 
g/dL이고, 흑홍삼고농도군의 값이 1.10±0.74 g/dL로 다른 군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값을 가졌다. 알코올 섭취 

7시간째에는 혈중 에탄올 농도가 각각 1.28±0.53 g/dL, 1.43±0.57 
g/dL, 0.87±0.73 g/dL, 1.43±1.39 g/dL의 값으로 흑홍삼고농도

군에서는 여전히 비교군에 비해 에탄올 농도가 낮았다(Fig. 
2, Table 2). Kang SJ(2010)의 연구에서 홍삼이 포함된 숙취음

료가 알코올 섭취 3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고, 비교군의 값 또한 알코올 섭취 3시간 후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시험

물질인 흑홍삼혼합물은 다른 숙취해소 음료보다 에탄올의 

분해뿐 아니라, 흡수를 지연시켜 혈중 에탄올의 농도를 효

Fig. 2. Effect of black red ginseng mixture on blood 
ethanol levels in drunken rats. SD rats were orally administrated 
black red ginseng mixture before 30 min alcohol treatment. 
And then collected serum at each time point. 0 hr means 
non-treated time. Con means only 30% ethanol treated group, 
Low means 4.4 mL/kg of black red ginseng mix drink 
treated group, High means 13.2 mL/kg of black red ginseng 
mix drink treated group, P1 means 12.3 mL/kg of commercial 
drink treated group. The values are mean±S.D. of 7 SD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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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감소시키며, 장시간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3.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혈중 알코올이 분해될 때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는 숙

취의 주된 원인으로 알코올 대사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 쌓

이는 많은 양의 아세트알데히드는 지방간과 간 손상을 유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험동물에 30% 알코올을 투여 후 

알코올 대사 중간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의 농도를 확인한 

결과는 Fig. 3 및 Table 3에 나타내었다. 숙취유도군의 아세트

Fig. 3. Effect of black red ginseng mixture on blood 
acetaldehyde levels in drunken rats. SD rats were orally 
administrated black red ginseng mixture before 30 min 
alcohol treatment. And then collected serum at each time 
point. 0 hr means non-treated time. Con means only 30% 
ethanol treated group, Low means 4.4 mL/kg of black red 
ginseng mixture treated group, High means 13.2 mL/kg of 
black red ginseng mixture treated group, P1 means 12.3 
mL/kg of commercial drink treated group. The values are 
mean±S.D. of 7 SD rats.

Time 
Group 0 hr 1 hr 3 hr 5 hr 7 hr

Con1) 0.16±0.09 0.09±0.11a5) 0.38±0.18a 0.53±0.47 0.79±0.60
Low2) 0.25±0.31 0.50±0.26b  0.73±0.48ab 0.70±0.32 0.42±0.43
High3) 0.29±0.32 0.82±0.16c 0.79±0.35b 0.55±0.28 0.39±0.30
P14) 0.41±0.24 0.39±0.18b  0.59±0.23ab 0.53±0.53 0.48±0.50

The values are mean±S.D. of 7 SD rat. 
1) Con means only 30% ethanol treated group. 
2) Low means 4.4 mL/kg of black red ginseng mixture treated group. 
3) High means 13.2 mL/kg of black red ginseng mixture treated group. 
4) P1 means 12.3 mL/kg of commercial drink treated group. 
5) Different letters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each time point.

Table 3. Kinetics of acetaldehyde contents on blood serum                                       (Unit: mg/dL)

알데히드의 농도는 알코올 투여 3시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

여 7시간에 0.79±0.60 mg/dL로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고, 
그에 비해 흑홍삼저농도군은 3시간에 0.73±0.48 mg/dL로 가

장 높았다가 7시간에 0.42±0.43 mg/dL로 농도가 감소하였다. 
흑홍삼고농도군의 경우, 1시간에 0.82±0.16 mg/dL로 다른 군

에 비해 알코올 대사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7시간이 지난 후

에는 0.39±0.30 mg/dL로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비교

군은 3시간에 0.59±0.23 mg/dL로 아세트알데히드의 농도가 

가장 높았고, 7시간 후에는 0.48±0.50 mg/dL의 값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숙취유도군의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양이 알코올 

섭취 7시간 후까지 서서히 증가한 반면, 시료를 투여한 군은 

숙취유도군에 비해 알코올 섭취 후 빠른 시간에 아세트알데

히드 양이 증가하였다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체내 에탄올이 시료에 의해 빠르게 분해되어 숙취가 

해소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4. 간 조직에서의 ADH와 ALDH 활성
흑홍삼혼합물이 알코올 분해효소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에탄올 투여 7시간 후에 간 조직을 분리하

여 ADH와 ALDH의 활성을 측정하였다(Fig. 4). 시험결과, 흑
홍삼저농도군과 흑홍삼고농도군의 ADH 활성값은 각각 479.7± 
166.0 mU/mL와 528.5±118.9 mU/mL로 흑홍삼고농도군에서 

숙취유도군의 338.8±56.3 mU/mL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 비교군은 446.0±156.8 mU/mL로 숙취유도군

보다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ALDH 
활성은 숙취유도군, 흑홍삼저농도군, 흑홍삼고농도군, 비교

군에 따라 각각 406.3±56.3 mU/mL, 476.2±66.8 mU/mL, 496.3± 
45.1 mU/mL, 395.7±45.5 mU/mL로 흑홍삼고농도군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ADH의 활성이 증가하면 에탄

올의 분해가 효과적으로 일어나 혈중 에탄올의 농도는 낮아

질 수 있으나 반면, 에탄올의 분해로 인해 생성되는 아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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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black red ginseng mixture on ADH and 
ALDH activities in drunken rats. SD rats were orally admini-
strated black red ginseng mixture before 30 min alcohol 
treatment. After 7 hrs, the liver tissue was collected and 
lysed with 200 μL of ELISA assay buffer. Con means only 
30% ethanol treated group, Low means 4.4 mL/kg of experi-
mental material treated group, High means 13.2 mL/kg of 
experimental material treated group, P1 means 12.3 mL/kg 
of commercial drink treated group. The values are mean± 
S.D. of 7 SD rat. Different letters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알데히드의 농도가 높아져 숙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

나 흑홍삼혼합물의 섭취는 ALDH의 활성도 증가시켜 아세트

알데히드의 신속한 분해를 도와 숙취해소에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5. 혈중 ALT, AST 농도
간 손상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ALT와 AST는 주로 간세

포에 존재하다가 간세포가 손상을 받을 경우, 혈액 내로 방출

되어 혈중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 Park 등(2002)과 Lin 등(2003)
의 연구에서 인삼은 알코올로 유발되는 간세포의 사멸을 방

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어 알코올과 시료 섭취에 

Fig. 5. Effect of black red ginseng mixture on AST and 
ALT in drunken rats. SD rats were orally administrated 
black red ginseng mixture before 30 min alcohol treatment. 
After 7 hrs, rats were sacrificed and collected serum. Nor. 
Means non-treated group, Con means only 30% ethanol treated 
group, Low means 4.4 mL/kg of experimental material treated 
group, High means 13.2 mL/kg of experimental material 
treated group, P1 means 12.3 mL/kg of commercial drink 
treated group. The values are mean±S.D. of 7 SD rat. Diffe-
rent letters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as deter-
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의한 ALT, AST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알코올 투여 전에 채

취한 혈액을 정상 대조군으로 하여 알코올섭취군과 비교한 

결과, 정상대조군(Nor. group)은 AST와 ALT의 농도가 118.6± 
19.9 IU/dL, 86.4±11.9 IU/dL고, 숙취유도군은 460.7±101.6 
IU/dL와 142.4±46.4 IU/dL로 AST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

가하였고, ALT의 양은 어느 정도 증가하였지만 통계적 유의

성은 보이지 않았다(Fig. 5). 이것은 Park 등(2006)의 연구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단회성의 과도한 알코올의 섭취는 간 손

상의 생화학적 지표의 변화가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

로 보여지며, 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손상에 이르기

까지 치명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흑홍삼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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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농도별로 투여한 시험군과 시중에 시판되는 숙취해소

음료를 투여한 비교군 또한 알코올에 의해 증가된 AST와 

ALT의 양 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알코올과 시료 모두 단회성 투여 만으로는 간 손상이나 

회복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시험은 흑홍삼이 함유된 혼합물의 숙취해소효능을 확

인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효소원을 이용한 혼합 재료들 간의 

ADH와 ALDH의 활성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타사 비교군

에 비해 현저히 높은 값을 보였다. 그리고 알코올을 투여하여 

숙취를 유도한 시험동물의 혈중 에탄올의 양과 아세트알데히

드의 양을 측정하여 생체 내 알코올 분해효능을 평가한 결과, 
흑홍삼혼합물을 섭취한 군에서 알코올 투여 1시간 후부터 에

탄올의 양은 숙취유도군에 비해 월등히 낮았으며, 시간이 지

날수록 농도 의존적으로 에탄올의 양이 감소하였다. 주요 숙

취 증상을 야기하는 아세트알데히드의 양은 숙취유도군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 반면, 흑홍삼혼합물 섭취군은 알코

올 섭취 1시간 후부터 증가하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흑홍삼혼합물이 알코올분해효소

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간 조직을 분리해 

ADH와 ALDH의 활성을 측정한 결과, 흑홍삼혼합물을 섭취

한 군이 타사 비교군에 비해 높은 활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시험결과로 보아 흑홍삼 혼합음료는 혈중 에탄올의 

흡수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ADH와 ALDH의 활성을 증가시

켜 혈중 에탄올과 아세트알데히드의 농도를 효과적으로 감

소시켜 숙취해소 음료로 이용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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