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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시험 요약 

 

과제명 
감태 주정추출물 및 쌀겨 주정추출물의 수면증진 및 개선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1주,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위약대조 임상시험  

연구 기관 및 

연구자 

1) 연구 기관: 서울수면환경연구소,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2) 시험 책임자: 한진규(서울수면환경연구소 소장) 

  시험 담당자: 강승완(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시험대상 수면에 불편함(입면시간 혹은 숙면)을 호소하는 20세 이상 성인 

연구 목적 

수면에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수면의 질 저하를 느끼는 성인을 대상으로 감태 

주정추출물이 위약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수면증진 효과가 있는지 증명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종류 Double blind placebo controlled randomized trial 

연구기간 
2013년 5월 7일 ~ 2013년 7월 31일(첫 대상자 스크리닝 일 ~ 마지막 대상자 마지막 

방문일) 

임상시험용 

식품 

1) 시험군: 1일 1회, 1회 2캅셀씩, 취침 30~60분 전 물과 함께 섭취(1일 섭취량: 감태 

주정추출물 500mg 함유) 

2) 대조군: 대조식품을 1일 1회, 1회 2캅셀씩, 취침 30~60분 전 물과 함께 섭취 

대상자수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24명이 모집되었고, 이들은 스크리닝을 거쳐 등록이 된 후 

시험군(감태 주정추출물) 11명, 대조군 13명으로 무작위 배정 되었다. 중재연구 기간 중 

중도탈락 1명(대조군), 순응도와 수면에 영향을 미칠만한 생활 요인으로 각 1명씩, 총 

3명이 데이터 분석에서 제외되어(대조군 2명, 시험군 1명), 최종 분석은 시험군 10명, 

대조군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에 동의한 대상자가 등록되면 방문 평가를 통해 선정기준/제외기준 적합성을 

확인한 뒤, 무작위 배정된 순서에 따라 시험군 또는 대조군으로 배정되어 7일간 

식품을 섭취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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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변수 
1) 1차 유효성 평가지표: 수면다원검사 

2) 2차 유효성 평가지표: PSQI, SSS, ESS, 스트레스, 만성피로 설문지 

안전성 평가 

1) 감태 추출물 섭취와 관련된 이상반응의 발생률과 특성 

2) 활력징후(혈압, 맥박)의 변화 

3)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의 변화 

4) 이학적 검사 및 심전도의 이상반응 발생 및 변화 

선정기준 

i. 다음 중 1가지 이상 호소하는 일반 건강인 

  정상적으로 잠들기가 어렵다. 

  밤에 2번 이상 깬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피곤함을 느낀다. 

제외기준 

i.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 증후군, 하지운동장애에 의한 수면장애로 인한 스스로 

심각한 불면증을 호소하는 자 

ii. 교대근무를 하거나 수면 일정이 일정하지 않은 자 

iii. 지난 4주 이내에 시차가 있는 곳에 3회 이상 여행한 자 

iv. BMI ≥ 32kg/m2 or ≤ 18kg/m2 

v. 인지기능 장애자 

vi. 최근 수면 관련 약물 복용자 

vii. 1일 3회 이상 혹은 1주일 내 6회 이상의 음주와 하루 3회 이상 카페인 음료 

이용자 

viii.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학적 혹은 정신적인 상태인 자 

ix. 심각한 불면증 상태인 자 

통계분석방법 1) 1차 유효성 평가지표: 수면다원검사는 섭취군 간 비교는 각 항목별 변화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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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t-test 를 실시하고, 섭취군 내 비교는 섭취 전/후에 대하여 paired t-test 를 

실시하였다.  

2) 2차 유효성 평가지표: PSQI, SSS, ESS, 스트레스, 만성피로 설문지 

섭취군 간 비교는 각 설문지 점수의 변화량에 대하여 independent t-test 를 실시하고, 

섭취군 내 비교는 섭취 전/후에 대하여 paired t-test 를 실시하였다. 만성피로 설문지는 

만성피로로 진단되는 대상자의 수를 빈도로 제시하고 Chi-square test 를 실시하였다. 

3) 안전성 평가지표: 안전성 분석은 무작위 배정 후 임상시험용 식품을 한 번이라도 

섭취하고 안전성 관련 추적조사가 이루어진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상반응은 최소한 한번 이상의 이상반응을 경험한 대상자 비율에 대하여 Chi-

square test 를 실시하여 섭취 군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활력징후, 혈액검사는 검사치에 대하여 섭취 전과 후의 차이에 대한 군간 

비교는 independent t-test, 군내비교는 paired t-tes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이학적 검사는 정상/비정상으로 구분하여 섭취 전과 후의 

변화를 McNemar test 로 분석하였다. 

결과 

1) 유효성 결과: 1주일간의 시험식품 보충섭취 후, 수면다원검사에서 총 각성 시간, 

바로 누운 자세의 렘수면 상태에서 호흡장애지수, 입면 후 각성 시간이 시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수면설문검사에서는, 피츠버그 설문 중 

수면 시간 항목이 대조군에서 시험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지만(p=0.044), 

나머지는 군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2) 안전성 결과: 혈액학적 검사, 혈액화학적 검사, 뇨 검사, 심전도, 활력징후, 이학적 

검사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clinical significance)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의 경우에도 전문의의 판단 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이상반응은 

없었다. 

결론 

본 인체적용시험에서, 감태 주정추출물의 1주간의 보충 섭취는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총 각성시간과 수면 중 각성 시간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고, 바로 누운 자

세의 렘수면 상태에서 호흡장애지수를 낮춰 줌으로써,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효과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감태 주정추출물의 섭취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이상반

응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안전한 소재임을 확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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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리적 고려에 대한 기술 

 

1.1. 임상시험 관리기준 

본 연구는 1964년 제정된 헬싱키 선언과 이후 개정된 1975년 Tokyo, 1983년 Venice, 1989년 Hongkong, 

1996년 Republic of South Africa, 2000년 Edinburgh 의 헬싱키 선언의 원리에 입각한 윤리적 원칙에 따라 

수행되었다. 또한 시험책임자와 시험담당자는 본 연구계획서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KGCP 규정, 국내의 

모든 관련법규와 임상시험 수행에 관련된 규칙 및 규정에 따라서 효과적이고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하였다.  

 

1.2. 임상시험계획서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 연구계획서와 대상자 설명문, 동의서에 대하여 독립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 

(IRB)인 한남대학교 식품영양·장수연구소에 의해 검토와 승인 후 시행되었다. IRB는 2013년 3월 8일에 

승인되었으며, 연구 진행 과정 중 아래와 같이 총 3번의 수정이 있었다. 연구 윤리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정규 심의 전에 IRB 신속 심의로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진행하였다. 

 

 변경 항목 변경 사유 

1차 순응도 연구진의 판단 하에 70% 이상의 순응도로도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어 변경함 

2차 

연구기간 

설문항목 

 

방문일정 

 

복용방법 

 

이상반응 

 

 

• 대상자 모집에 따라 예비시험의 일정이 늦어져 변경함 

• 수면과 관련된 연구에 사용되었던 논문과 동일한 설문으로 변경함(설문은 

같으나 문항 내용에서만 약간 차이) 

• 대상자의 개인 일정 고려하여 수면전문의의 판단 하에 연구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방문기간 범위를 설정함 

• 섭취량은 500mg 으로 동일하나 캅셀이 너무 커 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2캅셀로 제공하였음 

• 이상반응은 섭취 후에 나타나는 반응으로 2차 방문 시 조사가 필요치 않은 

항목이며, 약물과 관련성이 큰 중대한 이상반응 이외의 이상반응은 IRB 

보고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변경함 

3차 시험 담당자 CRO 업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연구진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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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 

시험책임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사전에 시험의 성격, 예상되는 결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후 서면으로 참가동의를 획득하였다. 대상자에 대한 설명은 서면 및 구두로 

하였으며, 대상자 동의는 시험책임자 및 대상자의 서명 및 날짜가 함께 기재되었다. 동의서는 임상시험 

심사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 받은 것을 사용하였으며, 임상시험의 모든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대상자가 

동의서에 서명하였음을 확인하였다. 

 

1.4. 비밀보장 

모든 대상자명은 비밀로 하고 기록 및 평가 시에는 시험 도중 부여한 대상자 식별코드로 확인하였다. 

대상자에게는 모든 시험 자료에 대해 엄격히 비밀 사항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2. 본 임상시험의 의의 

수면은 ‘상대적인 정적 상태가 유지되고 각성 상태에 비해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역치가 증가되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유기체의 규칙적이고 반복적이며 가역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수면이 박탈되면, 

정신병적인 증상인 자아해체, 환각, 망상 등을 경험하게 된다 1,2.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수면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나, 현대인들은 업무과다, 스트레스, 노화, 생활환경 및 질환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성인 중 10% 이상이 수면장애를 호소하고 있고, 성인의 1/3 정도는 일생 동안 어떤 형태로든 수면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 3. 실제로 우리나라 청∙중년층의 68.9%가 수면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한다 4. 또한 

성인 5명 중 1명은 1주일에 3일 이상 불면증을 겪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서도 2005년 21만 7957명이었던 불면증 환자는 2006년 26만 3924명, 2007년 32만 8825명으로 

매년 20%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선진국의 수면증진 기능성식품이 

향후 가장 유망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불면증 환자 중 40% 이상이 수면보조식품을 

이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수면증진으로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을 받은 사례가 

전무하다.  

현재 서구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식물성분 및 추출물이 천연수면보조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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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러리안(valerian)이 가장 대표적인 식물로 많은 임상연구를 통해 그 효능이 입증되었다 5. 본 연구의 

원료인 감태(Ecklonia cava)는 시험관 실험에서 진정 및 수면에 관여하는 GABA 수용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확인하였고 6, 이 작용 기전은 밸러리안 및 캐모마일 등 많은 허브의 활성성분의 작용기전으로 

잘 알려져 있다. 동물 실험에서도 신청원료와 동일한 감태 주정추출물과 유사한 플로로탄닌 고함유 

회분을 섭취한 쥐에 농도 별로 경구 투여한 결과 50mg/kg 농도부터 유의적으로 입면시간 감소 및 

수면시간 증가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신청원료와 동일한 감태 주정추출물을 농도별로 경구 투여한 

결과 250mg/kg 농도부터 유의적으로 입면시간 감소 및 NREM 수면시간 증가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7. 따라서 감태 주정추출물이 인체에서도 수면 증진 효과를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시험원료인 감태는 우리나라 남해안과 제주도 일대에만 주로 분포하는 갈조류로 국내 소재를 

순수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이용한다는데 의미가 크다. 또한 세계적으로 불면증 유병률의 증가와 함께 

수면 관련 기능성식품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타당한 검증 방법을 통해 연구 개발된 

수면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여 법의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국민건강향상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가 국내 수면 건강기능식품을 위한 첫 시도이며 국내 해양산물과 

산학연계를 통한 꾸준한 연구성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3. 개별인정형 수면증진 건강기능식품 임상시험의 목적 

수면에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수면의 질 저하를 느끼는 성인을 대상으로 감태 주정추출물이 위약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수면증진 효과가 있는지 증명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1. 1차 목적  

수면에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수면의 질 저하를 느끼는 성인에서 감태 주정추출물의 1주간 보충 섭취가 

위약을 섭취한 대조군에 비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지 수면다원검사를 통하여 그 효능을 평가한다. 

 

3.2. 2차 목적 

수면에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수면의 질 저하를 느끼는 성인에서 매일 감태 주정추출물의 1주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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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가 위약을 섭취한 대조군에 비해 PSQI, ESS, SSS, 스트레스, 만성피로 설문을 통한 유효성 평가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4. 임상시험용 식품 

 

4.1. 기능성 원료: 감태 주정추출물   

감태(Ecklonia cava)는 미역과에 속하는 큰 갈조류로 우리나라 남해안과 제주도 일대에 분포하며, 줄기는 

원기둥 모양이고 알진산의 추출원료라고 식품과학용어사전에서 언급하고 있다. 감태로부터 추출된 

폴리페놀은 플로로탄닌류로써 육상 식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폴리페놀계 화합물들과는 달리, 

플로로글루시놀(1,3,5-trihydroxybenzene)만을 단량체로 하여 구성된 중합체라는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Fig1 6).  

 

Figure 1 . Structures of phlorotannin constituents from Ecklonia cava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의 경우 링 구조가 많을수록 활성 산소 흡수력이 더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감태 추출물은 최대 8개의 폴리페놀 고리를 형성하며, 적포도주에 함유된 Resveratrol(2개의 링), 녹차의 

카테킨(EGCG, 4개의 링) 보다 많은 것으로 육상 식물의 폴리페놀보다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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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된다 8. 감태 추출물은 antioxidant 작용뿐만 아니라, anti-inflammatory 와 antiallergy, anticoagulative, 

anti-diabetic, antimicrobial, anti-HIV, anti-proliferative, anticancer and antitumour, inhibition of MMP activity, 

protective effect on UVB-induced oxidative stress, anti-hypertensive activity, immunomodulatory activity 등 

다양한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9.  

 

4.1.1. 감태 주정추출물의 제조 방법 

자연산 제주도 건조 감태를 원료대비 10배의 식품용수에 30분간 침지 교반시켜 수세하고 70~80% 

주정으로 추출하여 여과 및 농축하였다. 농축된 감태 주정추출액을 식품용 정제수지인 HP-20에 흡착시킨 

후, 이를 농축 및 분무 건조하여 최종적으로 감태 주정추출물 분말을 캅셀에 충진하여 사용하였다. 

 

4.1.2. 임상시험용 식품의 제조 

 

 4.1.2..1 시험식품(Treatment) 

 성상 및 제형: 추출물분말 적색 경질캅셀 

 섭취량: 1일 1회, 1회 2캅셀씩, 취침 30~60분 전 물과 함께 섭취, 섭취 (1일 섭취량: 감태 

주정추출물 500mg 함유) 

 성분 배합 

성분명 배합비(%) 정당(mg) 특이사항 

감태추출물 98.00  249.90     

이산화규소 2.00  5.10  고결방지제 

합    계 100.00  255.00     

 

4.1.2..2 대조식품(Placebo) 

 성상 및 제형: 시험식품과 같은 외형의 정제 

 섭취량: 시험식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섭취 

 성분 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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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배합비(%) 정당(mg) 특이사항 

덱스트린 37.00  129.50  결합제 

액상카라멜 37.00  129.50    색소   

결정셀룰로오스 24.00  84.00  결합제 

이산화규소 2.00  7.00  고결방지제 

합    계 100.00  350.00     

 

4.2. 임상시험용 식품 섭취 관리 

임상시험용 식품의 각각의 병은 7일 섭취분량에 여유분 5일분을 추가하여 총 12일 분량(24캅셀)을 

포함하고 있었다. 대상자들은 1일 1회, 1회 2캅셀씩 일주일간 섭취를 하고, 일주일간의 섭취 후 

임상시험기관에 방문 시 임상시험용 식품을 반납하도록 교육을 받았다.  

 

4.3. 임상시험 기간 동안의 의약품 또는 식품 관리 

임상시험 기간 동안 반드시 사용하도록 정해진 의약품 또는 식품은 없었다. 그리고 임상시험 기간 동안 

대상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약품과 임상시험용 식품의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의약품 및 치료는 

연구책임자의 판단에 의해 시행될 수 있었다. 대상자가 기존에 받던 치료 및 약물(건강기능식품 포함)은 

유지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자의 동의서가 취득된 이후 모든 의약품(건강기능식품 포함)에 대하여 

증례 기록서에 기록하였다. 의약품의 이름, 용량, 투여기간, 이유 등에 대해 증례 기록서 상에 기록하였다. 

그러나,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면제 및 건강기능식품은 연구 기간 중에는 복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주는 금하였으며, 카페인 함유 음료는 1일 1~2잔 이내로 섭취를 제한하였다. 

 

 

5. 연구기간 

본 연구는 헬싱키 선언의 원리에 입각한 윤리적 원칙에 따라 수행되었다. 또한 시험책임자와 

시험담당자는 본 연구계획서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KGCP 규정, 국내의 모든 관련법규와 임상시험 

수행에 관련된 규칙 및 규정에 따라서 효과적이고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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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와 대상자 설명문, 동의서에 대하여 독립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인 한남대학교 

식품영양·장수연구소에 의해 2013 년 3 월 8 일 검토와 승인 후 시행되었다. 

연구기간은 2013년 5월 ~ 7월로 서울수면환경연구소에서 시행되었다. 국내 거주 중인 20세 이상의 성인 

중 본 연구의 선정, 제외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013 년 5 월 7 일 ~ 2013 년 7 월 31 일까지 

시행되었다. 

 

 

6. 대상자 

본 연구는 수면에 불편함(입면시간 혹은 숙면)을 호소하는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선행 연구 논문들을 참고로 하여 불면증의 진단기준을 근거로 하되, 식품의 효능평가를 위한 

임상연구에서 적용된 사례를 찾고 그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건강한 일반인 

보다는 수면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성인을 대상자로 하였고, 원발성(일차성) 수면장애와 수면에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 질환자는 제외하였다. 자세한 대상자 선정 및 제외기준은 아래와 같다. 

 

6.1. 대상자 선정 기준 10 

[다음 중 1가지 이상 호소하는 일반 건강인]    

 정상적으로 잠들기가 어렵다. 

 밤에 2번 이상 깬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피곤함을 느낀다. 

 

6.2. 대상자 제외 기준 11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 증후군, 하지운동장애에 의한 수면장애로 인한 스스로 심각한 불면증을 

호소하는 자 

 교대근무를 하거나 수면 일정이 일정하지 않은 자 

 지난 4주 이내에 시차가 있는 곳에 3회 이상 여행한 자 

 BMI≥32 kg/m2 or ≤18 k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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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기능 장애자 

 최근 수면 관련 약물 복용자 

 1일 3회 이상 혹은 1주일 내 6회 이상의 음주와 하루 3회 이상 카페인 음료 이용자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학적 혹은 정신적인 상태인 자 

 심각한 불면증 상태인 자 

 

6.3. 목표한 대상자의 수 및 설정 근거  

본 연구의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는 감태 주정추출물의 1주일간 섭취에 따른 수면다원검사 항목의 

변화이다. 하지만, 감태와 수면에 관련된 선행 임상시험 논문의 부재로, 대상자수 산정은 수면과 관련해 

많은 임상연구가 진행된 밸러리안 추출물 임상논문을 메타 분석한 아래의 리뷰 논문들 중 동일한 유효성 

평가지표의 논문을 참고하여 산정하였다 5. 메타 분석한 논문을 살펴보면 수면다원검사를 주 지표로 하는 

경우 비교적 적은 인원으로도 객관성이 높은 수면의 질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험군, 대조군 각각 10명을 최종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탈락률 20% 를 산정하여 총 24명을 모집하였다.  

 

6.4. 조기종료 및 탈락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연구 진행 중인 대상자는 연구에서 중지 또는 탈락되었다. 

 선정기준/제외기준에 위배된 경우 

 계획된 평가/방문 시기를 놓치는 등 시험계획서에 위반되는 경우 

 대상자에게 중대한 이상 반응(Serious Adverse Events)이 발생한 경우 혹은 이상반응(Adverse 

Events)으로 인하여 대상자가 시험 중단을 요구한 경우 

 대상자가 연구 참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대상자에게 임상시험용 식품 섭취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연구의 진행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 진행이 중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중단 사유 및 날짜 등을 증례 기록서에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책임연구자의 확인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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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진행방법 

 

7.1. 연구 진행 순서 

 

 

7.2. 대상자 모집 

서울수면환경연구소의 방문객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권유하였다. 

 

7.3. 동의서 취득 

첨부한 대상자 동의서를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연구 참여 및 중단의 자발성 

보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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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적합성 평가 

수면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현재 수면 상태를 확인하고, 선정/제외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병력, 간단한 신체검진 상 연구 참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참여시켰다. 

 

7.5. 항목별 검사 방법 

 

7.5.1. 병력 및 약물투여력 조사 

병력 및 약물투여력은 문진과 과거 진료 기록 면담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외과적 수술력 등을 포함한 병

력은 스크리닝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약물투여력은 스크

리닝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복용한 약물을 모두 확인하였다. 병력 및 약물투여력에 대해서는 연

구진의 의견에 따라 대상자 선정에 참고자료로 이용하였다. 방문 2와 방문 3에서도 병력 및 약물투여력 

조사를 통하여 이상반응 발생 및 병용약물을 확인하였다. 

 

7.5.2. 이학적 검사 

각 방문 마다 심혈관계, 폐 및 호흡기계, 위장관/간 및 담도계, 대사/내분비계, 신장/요로계, 생식기계, 근

골격계, 피부 및 결합조직, 신경계, 정신계에 대한 이학적 검사를 통해 대상자의 임상적 상태를 확인하였

다. 임상적 이상이 있는 경우 연구진의 판단 하에 대상자의 연구 참여를 결정하였다. 

 

7.5.3. 활력징후검사 

각 방문에서 맥박과 혈압을 자동혈압맥박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기록하였다. 각 방문에서 동일한 

장비를 이용하여 혈압 측정 방법을 숙지한 시험기관 담당자가 측정하였다. 

 

7.5.4. 신체검사 

체중과 체성분은 e-body 205(Jawan medical, Kungsan, Korea)를 이용하여 스크리닝과 방문 3에서 측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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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심전도 검사  

심전도 검사는 Cardio care 2000(Bionet Co., Korea)을 사용하였으며, 매 방문마다 실시하였다. 결과의 

해석은 자격을 갖춘 의사가 실시하였으며, 판독에 대해 임상적 이상이 있는 경우 증례 기록서의 심전도 

결과지에 기록하였다. 

 

7.5.6. 기초식이 조사 

기초식이 조사는 숙련된 영양사가 대상자와 직접 면담하며 조사하였다. 24시간 회상법으로 1일 식품 섭취

상태를 조사하며 식사일기 작성법을 교육하였고, 식사일기 작성법을 학습한 대상자가 식사일기 2일을 추

가 작성하여 총 3일의 섭취상태를 확인하였다. 평소 식습관을 잘 반영시키기 위해 3일 중 2일은 평일, 1

일은 주말로 하였으며, 임상시험용 식품 섭취 전과 섭취 중 각 3일씩 분석하였다. 본 조사는 대상자가 섭

취 분량을 회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식품과 음식의 눈대중량 사진을 이용하여 음식재료, 양, 조리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다. 특히, 수면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자료에 근거하여 추가로 분석하였다 12,13. 모든 분석은 영양평가용 프로그램 Can Pro version 

4.0(computer aided nutritional analysis program, 한국영양학회, 2011)을 이용하였다.   

 

7.5.7. 생활 패턴 조사  

전반적인 생활 패턴의 변화는 매 방문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특히 수면 습관의 경우 임상시험용 식품 

섭취 전과 후에 작성된 수면일지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신체활동 측정은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4단계(비

활동적, 저활동적, 활동적, 매우 활동적)의 기준을 사용하였다. 연구진은 대상자의 스크리닝 방문, 방문 3 

에서 질의응답 형식을 통해 대상자의 신체활동 정도를 기준에 따라 판단하였다.  

 

비활동적 움직임이 극히 적음 

저활동적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하는 

활동적 주로 앉아서 보내지만 서서하는 작업, 통학, 물건구입, 가사, 가벼운 운동 등 포함 

매우 활동적 주로 서서하는 작업 종사, 또는 운동 등 활발한 여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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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수면다원검사 

본 연구의 수면다원검사는 서울수면환경연구소에서 시행되었으며, 검사기기는 Embla(Flaga, Iceland) 를 

사용하였다. 임상시험용 식품 섭취 전∙후 2 회에 걸쳐 동일한 시간에 실시되었으며, 수면다원검사 분석에 

적합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평균 밤 10 시부터 새벽 6 시까지 진행되었다. 검사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조절된 조용하고 어두운 방에서 시행하였으며 전∙후 동일한 방에서 진행하였다. 결과는 Rechtschaffen 과 

Kale 의 기준에 따라 수면다원검사 전문가에 의해 수기로 분석되었으며, 수면 전문의에 의해 검토되었다. 

표준화된 방법과 기기 운영 지침서를 참조하여 각종 전극들과 감지기를 부착한 후 수면을 취하도록 하며 

각종 측정 기록과 video 녹화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7.5.9. 수면설문조사 

수면설문조사는 임상시험용 식품 섭취 전∙후 수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측정을 위해 2 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 중 대상자가 응답하지 않았거나 회수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  

 

7.5.10. 혈액 및 소변검사 

방문 2와 방문 3에서 12시간 공복 상태의 혈액, 소변을 채취하여 ㈜녹십자 수탁 검사로 의뢰하여 분석하

였다. 혈액 및 소변검사에 대한 결과는 책임연구자가 모두 확인하였으며, 주목할만한 임상병리학적 비정

상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지에 연구자 의견으로 평가를 기재하고, 임상병리적 비정상수치로 인해 임상적 

징후/증상이 야기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증례 기록서의 ‘이상반응’ 페이지에 진단 또는 의학적 상태

를 입력하였다.  

 

7.6. 무작위 배정 

본 연구에 등록된 대상자는 통계프로그램으로 생성된 난수표에 의해 단순 무작위배정(simple 

randomization)되었다. 이들은 등록된 순서대로 대상자 배정번호를 부여 받았고, 대상자의 배정번호와 

일치하는 임상시험용 식품을 공급받았다. 연구자는 임상시험용 식품 제공 시 대상자의 배정번호 및 

방문번호, 제품명, 처방량을 기록하였다.  

대상자 번호는 다음과 같이 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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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리닝 번호 → S(01~99) 

 무작위배정 번호 → R(001~024) 

 

7.7. 임상시험용 식품 섭취 

 

7.7.1. 임상시험용 식품 섭취방법 

 주말이 포함된 7 일 동안, 1 일 1 회, 1 회 2 캅셀씩, 취침 30~60 분 전 물과 함께 섭취하도록 했다. 

 

7.7.1..1. 섭취 기간 동안의 순응도 관리, 교란변수 관리 및 타 약물 섭취 관리 

 

7.7.1..1.1. 순응도 관리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담당자가 중재 기간 동안 대상자에게 매일 섭취 확인 연락을 하였다.  

 

7.7.1..1.2. 교란변수 관리 

섭취 기간 동안 식습관 및 생활습관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을 시행하며, 식사일지, 수면일지를 

통해 전∙후 변화를 확인했다. 섭취 기간 동안 과로와 음주는 금하며, 신체 활동도는 평소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7.7.1..1.3. 타 약물 복용 관리 

섭취 기간 동안 건강기능식품 및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약물은 복용을 허용하며, 모든 

복용 약물은 증례 기록서에 기록했다. 

 

7.8. 이중맹검 

이중맹검 유지를 위해 본 연구에 사용되는 제품의 라벨링에서 언급된 내용 이외에, 각 군별로 고유코드의 

할당 내역은 연구 종료 시까지 시험기관에 공개되지 않았다. 연구자, 연구담당자, 임상시험 수행팀 및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부모/법적 보호자들에게 모두 눈가림이 유지되었다. 시험 기간 중, 이중맹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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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된 사례는 없었다. 

 

7.9. 섭취순응도 

임상시험용 식품을 교부할 때 마지막 3 차 방문 시 임상시험용 식품을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반환된 

캅셀의 수와 복용일지에 기록된 섭취기록을 통해 확인된 대상자가 섭취한 캅셀의 수를 비교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를 처방전 및 반납증에 기록하였다. 그리고 순응도 평가를 통해 분석 대상자를 선정했다.  

 

 

8. 유효성 평가 

 

8.1. 유효성 평가 변수 

 1차 유효성 평가 변수: 수면다원검사 

 2차 유효성 평가 변수: 수면설문조사- 피츠버그 수면의 질 평가 설문(PSQI), 주간졸음측정표 

(ESS), 주간졸음척도(SSS), 스트레스(BEPSI), 만성피로증후군  

 

8.1.1. 수면다원검사(PSG: Polysomnograpy) 14 

대조식품 섭취 후 수면다원검사 결과와 시험식품 섭취 후 결과를 아래와 같은 항목을 통해 비교하여 

시험식품 섭취 후 수면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했다. 수면다원검사는 일종의 의학적 검사로 수면 

장애의 정확한 진단과 그 장애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수면다원검사는 수면중 

뇌파(EEG), 안구운동(EOG), 하악 근전도(Chin EMG), 다리 근전도(Leg EMG), 심전도(EKG), 

코골이(Snoring), 호흡(Respiratory Airflow), 호흡 운동(Respiratory Effort), 혈중산소포화농도(Oxymeter)를 

측정하고 수면 중 생리학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주간 졸림, 원인 불명의 불면증, 주기적 사지 

운동증, 수면 중 이상 행동을 보이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뿐만 아니라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환자의 진단, 치료 방향과 치료 후 예후 판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수면다원검사로는 수면단계 

확정을 통한 수면의 구조 분석, 각성 분석을 통한 수면의 깊이 분석, 수면 중 호흡 패턴을 통한 수면 중 

호흡문제의 분석이 가능하며, 수면 구조는 뇌파, 안전도, 턱 근전도를 통해, 수면 호흡은 호흡기류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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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폰, 흉부 움직임 벨트, 혈중산소농도 측정센서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수면 중 움직임은 양쪽 

다리 근전도, 수면자세센서, 디지털 비디오를 통해 관찰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항목은 아래와 같다. 

 

검사 항목 의미 

Sleep Efficiency 
수면효율, 총 수면 시간을 총 기록시간(검사실의 불이 꺼진 후

부터 불이 다시 켜질 때까지의 시간) 으로 나눈 값 *100 

Sleep Latency  
수면 잠복기, 검사실의 불이 꺼진 후부터 수면이 시작되기까지 

걸린 시간 

REM Latency 
렘수면 잠복기, 수면이 시작된 시간에서 첫 렘수면이 나타날 

때까지 걸린 시간 

TWT(total wake time) 

총 각성시간, 검사실의 불이 꺼진 후 일어날 때까지의 각성 시

간을 의미, 각성은 뇌파 주파수의 변화가 3초 이상 지속될 때

로 두 각성 사이에 적어도 10초 이상은 수면 상태여야 함 

TST(total sleep time) 
총 수면시간, 입면부터 아침에 마지막으로 기상할 때까지의 시

간 

Stage 1 

1단계 수면, 뇌파에서 4-7Hz의 세타(θ)파를 보이고 각성기에 

비해 전위가 낮아지고 두장부 예파(vertex sharp wave)가 나타나

는 수면 

Stage 2 

2단계 수면, 뇌파에서 비교적 낮은 전위로 여러 주파수의 뇌파

가 나타나고 특징적으로 K복합체(K-complex)와 수면 방추체

(sleep spindle)가 나타나는 수면 

Stage 3 
3단계 수면, 뇌파에서 고진폭(>75μN)의 델타(δ)파가 20% 이상

을 차지하는 수면, 가장 깊은 수면 상태를 말함 

Stage REM 렘수면, 눈의 빠른 움직임이 나타나는 렘수면 상태를 말함 

RDI(respiratory disturbance Index) 호흡장애지수 

REM supine RDI  바로 누운 자세의 렘수면 상태에서의 호흡장애지수 

NREM supine RDI 바로 누운 자세의 비렘수면 상태에서의 호흡장애지수 

REM lateral RDI 옆으로 누운 자세의 렘수면 상태에서의 호흡장애지수 

NREM lateral RDI 옆으로 누운 자세의 비렘수면 상태에서의 호흡장애지수 

Obs AI(Obstructive apnea arousal 

index) 
폐쇄성 무호흡지수, 무호흡은 호흡이 10초 이상 정지된 경우 

Cent AI(Central apnea arousal 

index) 
중추성 무호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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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hypopnea index) 

전체 수면시간 동안의 전체 저호흡 횟수를 전체 수면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였음 

저호흡은 기류가 기저치의 50%이상 감소된 상태가 10초이상 

지속되고 이로 인해 혈액산소포화도가 4% 이상 감소하는 경우

를 말함 

Ar.I(Arousal Index) 각성지수 

Fl.Ar.I(RERA, Respiratory effort-

related arousal) 
호흡 노력에 의한 각성 

Spon Ar.I(Spontaneous arousal 

index) 
자발적인 각성 

Total Ar.I(total arousal index) 
총 각성지수, 입면 후 나타난 각성수에 60을 곱한 값을 총 수

면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시간 당 각성 횟수를 나타냄 

WASO(Wake after sleep onset) 
입면 후 각성, 총 기록시간에서 수면 잠복기를 뺀 시간 중에서 

나타난 각성시간 

 

8.1.2. 수면설문조사 

현재 수면다원검사(polysomnography)가 가장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객관적 측정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특정한 장치와 장소가 필요하며, 수면 중 측정 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불편감으로 인해 수면장애가 있는 대상자들의 평상시 수면 상태를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불면증 환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수면의 질과 수면다원검사로 측정한 측정치 간에 만족할만한 수준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 때문에 질문지를 이용하여 주관적 수면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국내·외에서 이루어져 다양한 측정도구들이 개발되고 연구와 실무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면다원검사와 수면설문조사를 병행하고자 

하였으며, 아래의 5 가지 설문조사가 수행되었다. ①번 PSQI 는 가장 핵심적인 수면의 질 평가에 관한 

설문이며, ②~⑤번은 수면증진으로 이한 주간졸음 및 스트레스에 관련된 설문조사이다.  

① 피츠버그 수면의 질 평가 설문(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PSQI 는 국내외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도구 중 하나로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83 으로 보고되었다 15. 

PSQI 는 9 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가보고 도구로 수면 시간과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sleep latency), 

주관적인 수면의 질(subjective sleep quality), 수면 지속시간(sleep duration), 일상적인 수면의 

효율성(habitual sleep efficiency), 수면과 관련된 문제(sleep disturbance), 수면 약물 사용(use of 

sleeping medication), 낮 동안의 기능부전(daytime dysfunction) 등 7 개의 구성요소로 수면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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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수 있다. 총점은 7 개의 구성요소를 점수화 방법에 따라 각각 0~3 점까지 부여하여 총점 

0~21 점까지 가능하다.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나쁜 것을 의미한다. PSQI 는 주관적인 수면의 

질을 평가하여 ‘수면문제 있음(bad sleepers)’과 ‘수면 문제 없음(good sleepers)’으로 구분할 수 있다. 

5 점 이상인 경우 ‘수면문제 있음으로’ 판별한다. 점수 평가는 피츠버그 수면의학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점수환산기준에 근거하여 수행하였다. 

② 주간 졸음 측정표(ESS, Epworth Sleepiness Scale) 16: 수면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설문으로, 졸 

음을 초래할 수 있는 8가지 상황을 설정하고 각 상황에 따른 졸음의 정도를 4단계로 선택할 수 있게 

구성되어 주간 졸음의 전반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점수의 합계가 11점 이상이면 비정상적인 과다졸

음으로 판정한다 17.  

③ 주간졸음척도(Stanford sleepiness scale, SSS) 18: 수면 관련 연구 사용빈도가 높은 설문으로 졸음 

의 정도를 표현한 7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급성기 졸음의 평가척도로 유용하다. 높은 번호의 

문항을 선택할수록 졸음의 정도가 큰 것이다 17. 

④ 스트레스(Stress): 1988년 Frank와 Zyznaski 에 의해 스트레스를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 

로서 BEPSI(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를 개발 하였다 19. 이를 배종면 등이 번안하여 

한국어판 BEPSI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나 20, 추후 타당도가 불확실하고 일부 문항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임지혁 등이 수정 보완한 한국어판 BEPSI 번안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21. 한국어

판 BEPSI(수정판)은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자가 느끼는 정도에 따라 Likert’s Scale로 측정

하여 1~5점까지 부여한 뒤 합산하여 응답한 항목수로 나누어 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하였다. 

⑤ 만성피로증후군(Chronic fatigue syndrome): 1994년 미국 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에서 개 

정된 만성피로 증후군에 대한 임상 검사와 연구에 대한 지침에 따라 22 1998년 고려대학교 부속 안암

병원에서 자체 제작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만성피로를 측정하였다. 만성피로 증후군은 6개

월 이상의 만성피로를 가지며 발병시점이 명확하여야 하고, 계속되는 과로에 의하여 발생한 피로가 

아니어야 하며, 피로가 휴식에 의하여 호전되지 않고, 피로로 인하여 사회적, 직업적, 교육적 또는 개

인적 활동의 상당한 감소가 관찰되어야 하는 주진단 기준을 만족하며 단기간의 기억력 감퇴나 정신 

집중장애, 인후통, 압통이 동반된 경부 또는 액와부 림프절 근육통, 부종이나 발작이 동반되지 않은 

다발성 관절통, 새로운 형태나 강도의 두통,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 수면,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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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전신무력감 등의 부 진단기준 8가지 중 4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로 진단된다 23. 

 

8.2. 유효성 평가 방법 

본 시험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주요 결과 변수는 시험군과 대조군의 수면다원검사 항목의 유의한 

차이로 1차 유효성 변수에 해당한다. 시험식품 섭취 전과 1주일간 섭취 후 수면다원검사 항목의 수치 

결과 변화를 평가하였다. 2차 유효성 변수는 수면설문조사로 PSQI는 총점 및 세부 7개 항목의 점수, ESS, 

SSS 는 총점, 스트레스는 평균점수, 만성피로증후군은 진단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9. 안전성 평가 

 

9.1. 안전성 평가 변수 

이상반응, 임상병리검사(혈액학적, 혈액화학적, 소변 검사), 활력징후(혈압, 맥박), 심전도 검사, 이학적 

검사 

 

9.2. 안전성 평가 방법 

대상자 개인별로 이상반응 기록표에 기록된 이상반응 빈도, 정도 등과 임상병리검사, 활력징후, 심전도 

검사 결과에서의 전문의가 판단한 이상소견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9.3. 이상반응에 대한 평가 

이상반응이란 정해진 시험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이상반응이나 시험 검사 이상치를 의미하며, 

이상반응이 발생한지 1일 이내에 연구담당자는 연구책임자에게 보고했다. 이상반응 발생시에는 거부반응 

문진표를 이용하여 증상을 추가적으로 확인했다. 이상반응은 반드시 임상시험용 식품을 사용한 것과 인과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상시험용 식품의 사용과 관련된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시에는 

연구자는 반드시 심사위원회(IRB)에 문서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정상으로 회복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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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대상자를 추적관찰하며, 그 설명을 증례 기록서에 반드시 기록했다. 

 

9.3.1. 이상반응 평가방법 

대상자는 연구 진행 중에 새로운 증상이나 변화를 경험했을 경우, 그 사실을 알려 모든 변화에 대해 

적절히 조사하고 기록했다. 모든 이상반응은 대상자의 섭취 전 상태(대상자 기준에서 증후와 증상)로부터 

섭취 시작 후 나타난 모든 변화를 의미하고 이것은 섭취기간 동안 나타나거나 악화된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실험실적 비정상과 병발질환을 포함한다. 부작용 주의를 요하는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사망 및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연구기간 동안 또는 연구 종료 후 4주 이내에 발생한 모든 

치명적인 일) 

 영구적인 불구 및 불능을 초래하는 경우 

 입원을 요하거나 입원기간을 연장시키는 경우 

 임신 시 선천적 기형을 유발하는 경우 

 

9.3.2. 이상반응 평가기준 

이상반응의 정도는 4-point scale(normal, mild, moderate, severe) 로 등급을 나누어 연구자가 평가하였다. 

Normal  생활에 불편이 없이 정상적인 생활 

Mild  불편함, 그러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음 

Moderate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칠 만큼 불편함 

Severe  정상적인 일상생활 수행 불가능 

 

이상반응 발생 시 연구자는 반드시 증례 기록서 상의 이상반응 페이지에 기록하고, 시험제품과의 관련성

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None  관계없음(계속 섭취) 

Remote 가능성 희박(분류 중 2가지 항목 해당, 계속 섭취) 

Possible 관련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음(분류 중 2가지 항목 해당, 계속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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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ble 관련이 의심됨(분류 중 3가지 항목 해당, 섭취 감량 또는 섭취 중단을 필요함) 

No assessable 평가 불가능(섭취 중지) 

 

9.3.3. 이상반응과 시험 제품과의 관계분류 

이 분류는 시험 제품과 중증도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상반응에 적용하였다. 

 시험제품 섭취로 인해 일시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대상자의 임상 상태, 환경 또는 독성요소 등 알려진 특징 또는 대상자에게 실시한 다른 치료방

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용량 감소 또는 중지에 의해 증상이 감소되거나 소실된 경우 

 재섭취 후 재발하는 경우 

 알레르기, 특이체질, 과량의 섭취 

 

9.4. 임상병리검사, 심전도 검사를 통한 평가 

임상병리검사는 혈액학적, 혈액화학적, 소변검사를 통해 정상, 비정상으로 분류하고 전문의의 평가를 통해 

임상적 의미와 시험식품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임상병리검사 항목은 아래와 같다. 심전도 

검사 결과 또한 시험 섭취 전과 비교하여 임상적인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해당 항목에 체

크하고, 이상 수치에 대한 소견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혈액학적 검사: WBC, RBC, Hemoglobin, Hematocrit, MCV, MCH, MCHC, Platelet count, 

Seg.neutrophil, Lymphocyte, Monocyte, Eosinophil, Basophil 

 혈액화학적 검사: Total bilirubin, Protein, Albumin, AST(GOT), ALT(GPT), ALP, Lactate 

dehydrogenase, Glucose, BUN, Creatinine, Uric acid,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소변검사: Occult blood, Bilirubin, Urobilinogen, Ketone, Protein, Nitrite, Glucose, pH, Specific 

gravity, RBC, WBC 

 

 

10. 자료의 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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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자료의 질을 보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이 이뤄졌다. 

 

10.1. 시험계획서의 승인 

본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심사 결과를 통지 받은 후부

터 시험을 시작하였다. 

 

10.2. 시험계획서의 변경 

임상시험이 시작된 후 수정된 내용은 심사위원회에 통보하고 필요 시 윤리적 측면에서 승인을 받아 진행

하였다. 

 

 

11. 통계방법  

인구학적 평가 분석, 유효성 평가 분석, 안전성 평가 분석 등 모든 분석은 유의수준 0.05 미만으로 

설정하여 양측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의 p-value 값은 소수점 3자리까지 제시하였으며, p<0.05 면 

유의한 것으로 하였다.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등 소수점 이하의 값을 가지는 수치에 대해서는 소수점 

1자리까지 제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프로그램(Version 20.0)을 이용하였다.  

 

11.1. 대상자 현황 

본 연구의 스크리닝 평가는 서울수면환경연구소에서 모집된 2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리고 수면전

문의의 진료를 통하여 선정/제외기준에 적합한 24명의 대상자가 본 연구에 등록되었으며, 연구에 대한 교

육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재 방문하도록 하였다. 재 방문 후 무작위배정을 받고 7일 동안 임상시험용 식

품을 섭취하도록 하였다. 실제 본 연구 대상자들의 섭취 기간은 7일에서 최대 9일이었다. 최종 분석대상

자는 연구계획서 상의 70% 이상의 섭취율을 보인 경우만 포함시켰으며, 임상시험용 식품 섭취율은 대조

군 88.9%(n=10), 시험군 98.6%(n=10)였다. 

연구기간 동안 동의철회로 1명의 대상자가 중도 탈락 하였으며, 순응도를 달성하지 못한 1명과 검사당일 

수면환경에 문제가 있었던 1명(수면다원검사실 에어컨디셔너 고장), 그리고 중재 기간 동안 생활패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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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심하고 수면다원검사상 무호흡과 코골이 증상이 발견된 1명이 연구계획서와 전문의의 의견에 따

라 최종 분석에서 제외되었다(Table 1, Fig 2).  

 

Table 1) Participants in study 

Group N 

Screening & Randomization 24 

Drop out 1 

Protocol deviation 3 

PP(per protocol) 20 

 

 

Figure 2 . Flow of participants in this study 

 

11.2. 인구통계학적 기초자료의 분석 

등록된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혹은 임상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된 자료이다.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자료 및 건강 상태에 관한 자료 중 연속형 자료는 군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군별 

비교를 위해 independent t-test 를 실시하였다. 범주형 자료는 각 수준별로 빈도를 제시하고 Chi-square 

test 를 실시하였다.  



26 

11.3. 유효성 평가 변수에 대한 분석 

대상자들이 임상시험용 식품을 섭취하기 전의 자료와 1주간 섭취 후의 자료를 이용하여 유효성을 

평가하였다. 임상시험용 식품에 대한 1차 유효성 평가 변수로는 대조군과 시험군의 수면다원검사 항목의 

유의한 차이를, 2차 유효성 평가 변수로는 수면설문검사의 점수 변화를 사용하였다. 수면다원검사의 각 

항목 사이 군간 차이는 independent t-tes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대조군과 시험군의 섭취 전∙후 변화는 

paired t-test 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평가하였다. 수면설문검사는 피츠버그 수면의 

질 설문은 총점 및 7개 세부 영역별 점수 차이, 주간졸음 척도는 총점, 스트레스 설문은 평균점수를 

사용하여 각 항목의 군간 차이는 independent t-test 로, 대조군과 시험군의 섭취 전∙후 변화의 정도는 

paired t-test 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평가하였다. 만성피로설문척도는 만성피로로 

진단되는 대상자의 수를 빈도로 제시하고 Chi-square test 를 실시하였다. 

 

11.4. 안전성 평가 변수에 대한 분석 

안전성 평가는 무작위 배정 후 임상시험용 식품을 한 번이라도 섭취하고 안전성 관련 추적조사가 

이루어진 대상자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중도 탈락한 1명은 이상반응 검사를 제외한 모든 

안전성 평가에서 제외되었으며(대조군 12명, 시험군 11명), 임상병리 검사 항목 중 혈액학 및 혈액화학적 

검사에서는 마지막 3차 방문 시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지 못한 1명이 추가적으로 

제외되었다(대조군 11명, 시험군 11명). 안전성 평가는 임상적으로 측정한 이상반응 여부와 임상병리 

검사, 활력징후, 심전도 검사, 이학적 검사 결과의 이상에 근거하였다. 이상반응은 시험기간 동안 보고된 

모든 대상자의 이상반응 현황을 도표화한 후, 각 군간 독립성 검정을 Chi-square test 를 통해 분석하였다. 

활력징후, 혈액학적 및 혈액화학적 검사치와 같은 연속형 자료의 군간 비교는 independent t-test, 군내 

비교는 paired t-tes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뇨검사, 심전도검사, 이학적 검사는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어 섭취 전∙후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McNemar test 통해 분석하였다.  

 

 

12.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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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일반사항  

Table 2의 대상자 일반사항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나이, 성별, 신장에서 두 군간의 차이

는 없었다. 체중과 비만도의 경우 중재연구 후 시험군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대조군과 차이는 없

었다.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도 두 군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맥박의 경우 시험군에서 유의하게 감소는 

경향이 있었으나 대조군과의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및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흡연, 음주 습관, 카페인 섭취상태의 경우 연구기간 동안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Table 2) General information of the subjects 

 

      Placebo(n=10)    Treatment(n=10) 

p-value 2) 

Before After Before After 

Age(yrs) 28.6 ± 7.21) 28.6 ± 7.2 32.4 ± 10.7 32.4 ± 10.7 0.767 

Sex(male/female) 7 / 3 6 / 4 0.639 

Height(cm) 172.6 ± 10.1 169.6 ± 8.9 1.000 

Weight(kg) 71.7 ± 14.8 72.0 ± 14.7 65.1 ± 13.4 65.7 ± 13.2§ 0.506 

BMI(kg/m2) * 23.8 ± 3.1 23.9 ± 3.0 22.4 ± 2.8 22.7 ± 2.8 § 0.319 

SBP(mmHg) * 123.3 ± 16.8 124.0 ± 13.2 124.7 ± 15.0 124.9 ± 11.7 0.904 

DBP(mmHg) * 77.4 ± 9.2 77.9 ± 10.3 79.9 ± 12.1 76.8 ± 9.7 0.277 

Pulse(beats/min) 78.5 ± 7.5 77.4 ± 10.0 81.3 ± 7.7 75.6 ± 9.1 § 0.172 

Medicine history(n) 

Hypertensions 

Dermatologicals 

 

0 

1 

 

1 

0 

1.000 

Smoking(n) 

none 

Smoking(past) 

Smoking(current) 

 

5 

1 

4 

 

5 

2 

3 

0.788 

Drinking(n) 

none 

1time /month 

2~4times/month 

2~4 times/week 

> 4 times/week 

 

1 

2 

3 

4 

0 

 

1 

3 

4 

2 

0 

0.799) 

Caffeine(g) 8.2  ± 11.6 4.0 ± 8.9 14.8 ± 23.9 10.7 ± 31.1 0.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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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an ± SD 

2) Between groups comparison, independent t-test and chi-square test P < 0.05 

§ Within group comparison, paired t-test, P < 0.05 

*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12.2. 영양소 섭취 상태  

Table 3의 대상자들의 영양소 섭취 상태를 살펴보면,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섭취에서 두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지방의 경우 시험군에서 연구기간 동안 섭취량이 늘어났지만, 대조군과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

다. 

  

Table 3) Dietary intakes status of the subjects 

 

Placebo(n=10) Treatment(n=10) p-

value 

2) 
Before After Before After 

Calorie(kcal) 1611.0  ± 597.8 1) 1498.2  ± 371.4 1408.6 ± 257.5 1524.5 ± 327.7 0.606 

CHO(g) * 227.9 ± 56.8 211.7  ± 43.4 213.0 ± 40.8 208.9 ± 48.3 0.496 

Lipid(g) 44.8 ± 23.6 46.1  ± 19.0 37.0 ± 13.8 48.2 ± 17.2 § 0.077 

Protein(g) 58.9  ± 26.3 55.8  ± 16.9 53.2 ± 10.6 62.9 ± 17.9 0.110 

1) Mean ± SD 

2) Between groups comparison, independent t-test, P < 0.05 

§ Within group comparison, paired t-test, P < 0.05 

* CHO, carbohydrate 

 

12.3. 수면다원검사 

Table 4의 수면다원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시험군에서 수면효율과 렘수면 잠복기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

였으나 대조군과의 유의성은 없었다. 총 각성 시간의 경우 시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했

다(p=0.048). 렘수면, 1단계, 3단계 수면에서는 두 군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2단계 수면에서는 시험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대조군과의 차이는 없었다. 자세에 따른 호흡장애지수에서는 바로 

누운 자세의 비렘수면,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의 렘수면과 비렘수면 상태에서 두 군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바로 누운 자세의 렘수면 상태에서는 호흡장애지수가 시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아졌다

(p=0.035). 폐쇄성 무호흡지수, 중추성 무호흡지수, 저호흡 지수에서는 두 군 사이의 차이가 없었다.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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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각성지수, 호흡에 의한 각성, 자발적 각성, 총 각성 지수에서도 두 군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총 수면시간의 경우 중재연구 후 시험군에서 증가하였으나 대조군과의 유의성은 없었다. 하지만, 입면 후 

각성 시간은 시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했다(p=0.045). 

 

Table 4) Change of polysomnographic 

 

Placebo(n=10) Treatment(n=10) p-value 

2) Before After Before After 

Sleep Efficiency(%) 87.2  ± 7.0 1) 88.6  ± 7.4 81.5  ± 11.9 87.6  ± 8.0 § 

0.090 

Diff 1.4 ± 3.0 6.2 ± 7.6 

Sleep Latency(min) 13.8  ± 12.0 11.8 ± 14.9 15.3 ± 11.8 14.9  ± 16.5 

0.771 

Diff -2.0 ± 7.3 -0.4 ± 14.9 

REM Latency(min) * 99.3  ± 37.6 97.6 ± 38.7 138.4  ± 78.3 87.6 ± 49.6 § 

0.058 

Diff -1.7 ± 29.2 -50.9 ± 68.2 

TWT(%) * 9.5  ± 6.9 8.6 ± 7.2 14.9  ± 11.0 8.8 ± 7.6 § 

0.048 

Diff -0.9 ± 3.0 -6.1 ± 6.8 

Stage 1(%) 6.8  ± 2.2 6.5 ± 2.4 5.9  ± 3.4 5.0 ± 3.3 

0.638 

Diff -0.3 ± 2.6 -0.9 ± 3.0 

Stage 2(%) 57.2  ± 7.5 59.4 ± 7.9 52.5  ± 9.0 58.9 ± 7.1 § 

0.161 

Diff 2.2 ± 3.8 6.4 ± 8.2 

Stage 3(%) 5.8  ± 6.7 4.6 ± 5.7 6.4  ± 7.7 5.5 ± 6.6 

0.765 

Diff -1.2 ± 2.8 -0.9 ± 2.2 

REM(%) * 17.5  ± 4.7 18.1 ± 4.1 16.7  ± 7.6 18.2 ± 4.4 

0.655 

Diff 0.6 ± 3.7 1.6 ± 5.3 

REM supine(RDI) * 33.7  ± 22.3 38.8 ± 22.2 39.4  ± 21.1 33.7 ± 22.3 

0.035 

Diff 5.5 ± 12.7 -5.8 ± 9.1 

NREM supine(RDI) * 26.2 ± 9.0 24.2 ± 12.2 27.8  ± 26.9 25.4 ± 22.9 
0.900 

Diff -2.0 ± 6.7 -2.4 ± 7.4 

REM Lateral(RDI) * 22.2  ± 11.3 20.4 ± 12.2 46.4  ± 39.0 30.7 ± 22.4 

0.497 
Diff -2.9 ± 16.2 -11.8 ± .9 



30 

NREM Lateral(RDI) * 11.6  ± 7.0 12.4 ± 7.4 16.6  ± 6.6 16.5 ± 14.8 

0.663 

Diff 0.8 ± 7.8 -0.6 ± 7.1 

Obs AI * 2.0  ± 3.0 2.5 ± 3.7 6.2  ± 11.7 8.1 ± 16.4 

0.654 

Diff 0.5 ± 2.8 1.9 ± 9.2 

Cent A I* 0.8  ± 1.3 0.7 ± 1.0 3.9 ± 10.0 2.0 ± 3.3 
0.433 

Diff -0.1 ± 0.4 -1.9 ± 7.1 

HI * 10.7  ± 10.2 8.5 ± 8.0 4.7  ± 5.8 4.0 ± 4.0 

0.488 

Diff -2.2 ± 6.5 -0.7 ± 2.6 

Ar. I. * 9.8  ± 8.2 9.5 ± 8.0 11.7  ± 21.8 10.3 ± 18.6 

0.533 

Diff -0.3 ± 4.1 -1.4 ± 3.7 

FL Ar. I. * 11.5  ± 6.5 11.4 ± 7.2 11.0 ± 7.3 9.8 ± 6.6 

0.367 

Diff 0.0 ± 3.4 -1.3 ± 2.7 

Spon Ar. I * 0.1  ± 0.1 0.1 ± 0.1 0.2  ± 0.2 0.2 ± 0.5 

1.000 

Diff 0.1 ± 0.1 0.1 ± 0.3 

Total Ar. I. * 20.1  ± 7.0 20.3 ± 8.6 21.7  ± 17.2 19.6 ± 14.3 

0.155 

Diff 0.2 ± 3.0 -2.1 ± 3.8 

Total sleep time(min) 370.2  ± 30.7 374.4  ± 30.1 343.9  ± 48.7 369.5  ± 32.7 § 

0.072 

Diff 4.2 ± 16.3 25.6 ± 31.5 

WASO(min) * 40.5  ± 29.3 38.8  ± 31.2 63.2  ± 47.0  37.7  ± 31.0 § 

0.045 

Diff -1.7 ± 14.9 -25.5 ± 30.5 

1) Mean ± SD 

2) Between groups comparison, independent t-test, P < 0.05 

§ Within group comparison, paired t-test, P < 0.05 

* REM, rapid eye movement sleep; TWT, total wake time; NREM, non-rapid eye movement sleep; Obs AI, 

obstructive apnea arousal index; Cent AI, central apnea arousal index; HI, hypopnea index; Ar. I, arousal index; FL 

Ar, I., respiratory effort related arousal; Spon Ar. I., spontaneous arousal index; Ar. I, arousal index; WASO, wake 

after sleep on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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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hange of (A) Total Wake Time, (B) REM supine(RDI), (C) WASO  

§) Within group comparison, paired t-test, P < 0.05  

*) Between groups comparison, independent t-test, P < 0.05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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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수면설문검사 

 

12.4.1. 피츠버그 수면의 질 설문 

Table 5의 피츠버그 설문을 통한 대상자들의 수면의 질을 살펴보면 총 점수는 시험군에서 섭취 후 감소

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대조군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7개의 세부 항목 중 주관적 수면의 질, 수

면 잠복기, 수면 능률, 수면방해 정도, 수면제 복용 항목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주간 활동 장애는 시험

군에서 섭취 후 감소하였으나 두 군 사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하지만 수면 시간 항목은 대조군에

서 시험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했다(p=0.044).  

 

Table 5) Change of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lacebo(n=10) Treatment(n=10) 

p-value 2) 

Before After Before After 

Total score 4.4 ± 2.6 1) 3.3 ± 1.3 5.0 ± 1.7 4.2 ± 1.4 § 

0.685 

Diff -1.1 ± 2.2 -0.8 ± 0.6 

Subjective sleep quality 1.1 ± 0.7 0.9 ± 0.3 1.2 ± 0.4 1.1 ± 0.3 

0.716 

Diff -0.2 ± 0.8 -0.1 ± 0.3 

Sleep latency 0.4 ± 0.7 0.3 ± 0.5 1.0 ± 0.7 0.7 ± 0.8 

0.407 

Diff -0.1 ± 0.6 -0.3 ± 0.5 

Sleep duration 0.9 ± 0.6 0.6 ± 0.7 0.7 ± 0.8 0.8 ± 0.8 

0.044 

Diff -0.3 ± 0.5 0.1 ± 0.3 

Habitual sleep efficiency 0.4 ± 0.7 0.0 ± 0.0 0.0 ± 0.0 0.1 ± 0.3 

0.061 

Diff -0.4 ± 0.7 0.1 ± 0.3 

Sleep disturbance 0.8 ± 0.6 0.8 ± 0.6 1.0 ± 0.0 0.9 ± 0.3 

0.584 

Diff 0.0 ± 0.5 -0.1 ± 0.3 

Use of sleeping medication 0.0 ± 0.0 0.0 ± 0.0 0.0 ± 0.0 0.0 ± 0.0 

1.000 

Diff 0.0 ± 0.0 0.0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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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time dysfunction 0.8 ± 0.9 0.7 ± 0.8 1.1 ± 0.9 0.6 ± 0.7 § 

0.232 

Diff -0.1 ± 0.9 -0.5 ± 0.5 

1) Mean ± SD 

2) Between groups comparison, independent t-test, P < 0.05 

§ Within group comparison, paired t-test, P < 0.05 

 

12.4.2. 주간졸음 척도 

Table 6에서 ESS(Epworth sleepiness scale) 와 SSS(Stanford sleepiness scale) 를 통한 주간 졸림 정도를 

살펴 보았을 때 대조군과 시험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Table 6) Change of sleepiness during day time 

 

Placebo(n=10) Treatment(n=10) 

p-value 2)  

Before After Before After 

ESS * 8.1 ± 3.0 1) 6.2 ± 2.8 7.3 ± 3.2 6.8 ± 3.6 

0.265 

Diff -1.9 ± 2.9 -0.5 ± 2.5 

SSS * 2.6 ± 0.7 2.4 ± 0.8 2.3 ± 0.5 1.9 ± 0.7 

0.618 

Diff -0.2 ± 1.0 -0.4 ± 0.7 

1) Mean ± SD 

2) Between groups comparison, independent t-test, P < 0.05 

* ESS, Epworth sleepiness scale; SSS, Stanford sleepiness scale 

 

12.4.3. 스트레스 척도 

Table 7에서 BEPSI(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를 통한 스트레스 변화를 살펴 보면 대조군

에서 섭취 후 스트레스 척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시험군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Table 7) Change of subjects stress 

 

Placebo(n=10) Treatment(n=10) 

p-value 2)  

Before After Before After 

Stress 2.0 ± 0.4 1) 1.6 ± 0.4 § 1.9 ± 0.5 1.6 ± 0.7 

0.336 

Diff -0.4 ± 0.2 -0.2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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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an ± SD 

2) Between groups comparison, independent t-test, P < 0.05 

§ Within group comparison, paired t-test, P < 0.05 

 

12.5. 안전성  

안전성 평가는 임상병리검사(혈액학적 검사, 혈액화학적 검사, 뇨 검사), 활력징후, 심전도 검사, 이학적 검

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안전성 평가는 무작위 배정되어 임상시험용 식품을 적어도 한번 이상 섭취하고 안

전성 평가 항목에 대한 정보가 수집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12.5.1. 혈액학적 검사 결과  

Table 8 의 대상자들의 혈액학적 검사 결과에서 차이를 보인 항목은 호염구로 대조군과 시험군에서 모두

섭취 후 감소하였지만 두 군간의 유의성은 없었다.  

 

Table 8) Change of hematologic parameters 

 

Placebo(n=11) 3) Treatment(n=11) p-value 

2) Before After Before After 

WBC(103/ml) * 6.3 ± 1.0 1) 7.3 ± 2.2 6.0 ± 1.2 6.1 ± 1.3 0.168 

RBC(106/ml) * 4.7 ± 0.4 4.8 ± 0.4 4.5 ± 0.3 4.5 ± 0.4 0.320 

Hb(g/dl) * 14.3 ± 1.2 14.7 ± 1.4 14.2 ± 1.1 14.0 ± 1.3 0.186 

Hct(%) * 42.7 ± 3.8 43.8 ± 3.8 41.7 ± 2.3 41.5 ± 3.5 0.112 

MCV(fL) * 92.0 ± 5.0 91.9 ± 2.7 92.0 ± 3.6 91.7 ± 3.5 0.887 

MCH(pg) * 30.9 ± 1.1 30.9 ± 1.2 31.2 ± 1.5 31.0 ± 1.3 0.147 

MCHC(g/dL) * 33.6 ± 1.2 33.7 ± 1.0 33.9 ± 0.9 33.8 ± 0.7 0.689 

Palate(103/ml) 228.4 ± 54.3 222.5 ± 55.1 210.0 ± 47.7 211.5 ± 50.9 0.457 

Seg.neutrophil(%) * 49.1 ± 4.2 49.0 ± 7.1 47.5 ± 7.3 50.0 ± 8.0 0.253 

Lymphocyte(%) 38.7 ± 3.5 39.1 ± 6.9 39.4 ± 7.2 37.7 ± 6.0 0.386 

Monocyte(%) 8.4 ± 1.7 8.3 ± 2.2 7.5 ± 2.1 7.1 ± 1.6 0.644 

Eosinophil(%) 3.3 ± 1.7 3.2 ± 1.6 5.0 ± 3.1 4.7 ± 2.9 0.801 

Basophil(%) 0.5 ± 0.3 0.3 ± 0.2§ 0.7 ± 0.3 0.5 ± 0.3 § 0.922 

1)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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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etween groups comparison, independent t-test, P < 0.05 

3) Missing data excepted 

§ Within group comparison, paired t-test, P < 0.05 

* WBC, White blood cell ; RBC, Red blood cell; Hb, Hemoglobin ; Hct, Hematocrit; MCV, Mean corpuscular volume; 

MCH, Mean corpuscular hemoglobin; MCHC, Mean corpuscular hemoglobin concentration; Seg.neutrophil, 

Segmented neutrophil  

 

12.5.2. 혈액화학적 검사 결과 

Table 9의 혈액화학적 검사 결과를 살펴 보면 글루타민산 옥살로 초산 트랜스아미나아제 효소(GOT)는 

시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정상범위 이내의 변화였고 전문의에 의해 임상적 의미

가 없음(Non-clinical significance)으로 판독되었다. 글루타민산 피르빈산 트랜스아미나아제 효소(GPT)의 

경우 시험군에서 증가하였으나 대조군과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Table 9) Change of blood chemistry 

 

Placebo(n=11) 3) Treatment(n=11) p-value 

2) Before After Before After 

Total Bilirubin 

(mg/dl) 
0.6 ± 0.3 1) 0.6 ± 0.2 0.8 ± 0.4 0.7 ± 0.4 0.932 

Total Protein(g/dl) 7.0 ± 0.5 6.9 ± 0.4 6.8 ± 0.4 6.7 ± 0.5 0.648 

Albumin(g/dl) 4.4 ± 0.3 4.3 ± 0.2 4.2 ± 0.2 4.2 ± 0.2 0.610 

AST(GOT) (U/L) * 18.4 ± 3.7 17.8 ± 5.5 17.8 ± 5.0 19.6 ± 4.2 § 0.049 

ALT(GPT) (U/L) * 15.0 ± 8.3 16.1 ± 6.0 17.7 ± 8.1 20.0 ± 9.7 § 0.578 

ALP(U/L) * 52.8 ± 11.6 57.1 ± 10.1 50.8 ± 9.9 50.5 ± 9.6 0.223 

LD(U/L) * 314.8 ± 59.5 319.4 ± 38.7 284.4 ± 48.8 286.5 ± 46.7 0.895 

Glucose(mg/dl) 87.8 ± 9.8 89.8 ± 9.3 89.8 ± 5.5 89.3 ± 4.0 0.460 

BUN(mg/dl) * 11.7 ± 3.7 12.3 ± 3.1 12.8 ± 3.6 13.5 ± 3.3 0.892 

Creatinine(mg/dl) 0.9 ± 0.2 0.9 ± 0.2 0.9 ± 0.2 0.9 ± 0.2 0.082 

Uric acid(mg/dl) 5.8 ± 0.9 6.0 ± 1.1 5.3 ± 0.8 5.3 ± 1.0 0.917 

Cholesterol, total  

(mg/dl) 
177.5 ± 33.1 180.2 ± 37.2 169.2 ± 14.6 162.5 ± 24.1 0.111 

Triglyceride(mg/dl) 118.3 ± 74.2 141.7 ± 83.9 105.9 ± 54.9 93.9 ± 38.0 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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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L Cholesterol  

(mg/dl) * 
55.5 ± 14.7 55.1 ± 16.9 50.5 ± 13.4 52.0 ± 14.3 0.514 

LDL Cholesterol  

(mg/dl) * 
100.7 ± 31.7 101.2 ± 36.5 99.4 ± 18.7 94.0 ± 24.8 0.226 

1) Mean ± SD 

2) Between groups comparison, independent t-test, P < 0.05 

3) Missing data excepted 

§ Within group comparison, paired t-test, P < 0.05 

*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ALP, Alkaline phosphatase; LD, Lactate 

dehydrogenase; BUN, Blood urea nitrogen; HDL, High-density lipoprotein; LDL, Low-density lipoprotein  

 

12.5.3. 뇨 검사 결과 

뇨 검사항목은 검사 결과치에 대하여 정상/비정상으로 나누어 Table 10 에 나타내었다. 대조군과 시험군 

모두 중재연구 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뇨 검사 항목 중 비정상인 경우가 있었으나 전문의 판독에 

의해 임상적 의미가 있는 사례는 없었다.  

 

Table 10) Number of abnormal subjects in urinalysis 

 Placebo(n=12) 3) Treatment(n=11) 

p-value 1) 

 Before After Before After 

Occult blood 1 2 1 1 1.000 

Bilirubin  0 0 0 0 NA 2) 

Urobilinogen  0 0 0 0 NA 

Ketone  1 0 0 0 NA 

Protein  1 0 0 1 NA 

Nitrite 0 0 0 0 NA 

Glucose 0 0 0 0 NA 

pH 0 0 0 0 NA 

Specific Gravity 4 2 3 1 0.500 

RBC * 0 1 0 0 NA 

WBC * 1 2 2 2 1.000 

1) Within group comparison, McNemar test, P < 0.05 

2) NA: Not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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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ssing data excepted 

* RBC, Red blood cell; WBC, White blood cell  

 

12.5.4. 활력징후 검사 결과 

Table 11 의 혈압 및 맥박 검사결과에서, 대조군과 시험군 모두 중재연구에 의한 변화는 없었다. 

 

Table 11) Change of blood pressure and heart beat 

 

      Placebo(n=12) 3)    Treatment(n=11) 

p-value 2) 

Before After Before After 

SBP(mmHg) * 121.9 ± 16.1 1) 122.9 ± 12.5 124.3 ± 14.3 123.5 ± 12.0 0.645 

DBP(mmHg) * 77.1 ± 8.4 78.2 ± 9.4 79.9 ± 11.5 76.1 ± 9.5 0.108 

Pulse(beats/min) 78.9 ± 7.1 78.4 ± 9.4 79.4 ± 9.7 75.3 ± 8.7 0.285 

1) Mean ± SD 

2) Between groups comparison, independent t-test, P < 0.05 

3) Missing data excepted 

*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12.5.5. 심전도 검사 결과 

심전도 검사는 연구자의 의학적 판단 하에 정상/비정상으로 구분한 후 통계적인 분석을 하였다. Table 12

의 결과를 보면 대조군과 시험군 모두 이상이 나타난 사례는 없었다(Table 12). 

 

Table 12) Number of subjects in electrocardiogram 

 

Placebo(n=12) 3) Treatment(n=11) 

p-value 1) 

Before After Before After 

EKG * 

Normal 12 12 11 11 

NA 2) 

Abnormal 0 0 0 0 

1) Within group comparison, McNemar test, P < 0.05 

2) NA: Not Applicable 

3) Missing data excepted 

* EKG, Electrocardi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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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 이학적 검사 결과 

이학적 검사는 연구자의 의학적 판단 하에 정상/비정상으로 구분한 후 통계적인 분석을 하였다. Table 13 

을 보면, 두 그룹 모두 시험 식품 섭취 후 이학적 검사에서 이상을 보인 경우는 없었다.  

 

Table 13) Number of abnormal subjects in physical examination 

 Placebo(n=12) 3) Treatment(n=11) 

p-value 1) 

 Before After Before After 

Cardiovascular system 0 0 0 0 NA 2) 

Respiratory system 0 0 0 0 NA 

Digestive system 0 0 0 0 NA 

Endocrine system 0 0 0 0 NA 

Urinary system 0 0 0 0 NA 

Reproductive system 0 0 0 0 NA 

Skeletal/Muscular system 0 0 0 0 NA 

Integumentary system 0 0 0 0 NA 

Nervous system 0 0 0 0 NA 

Psychological 0 0 0 0 NA 

1) Within group comparison, McNemar test, P < 0.05 

2) NA: Not Applicable 

3) Missing data excepted 

 

12.5.7. 이상반응에 대한 요약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근거해 이상반응을 발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시험 식품 섭취가 시작된 이후 

대상자의 이상반응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였고, 여기서 발견된 모든 이상반응에 대한 추적 관찰은 해당 이

상반응이 사라지거나, 안정화 될 때까지 진행하였다. 연구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이상반응을 각각의 발

생건수, 임상시험용 식품과 관련성(대조식품 및 시험식품)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Table 14). 이상반응의 

상세한 정보는 Table 15 별도로 제시하였다. 임상시험 기간 동안 각 섭취군에서 발생한 이상반응은 대조

군 4명(30.8%), 시험군 4명(36.4%)이었으며, 이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반응은 시험군 1건 

(possible), 대조군 1건 (possible)으로 총 2건이었다. 발생된 이상반응은 모두 전문의가 진료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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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중증도는 모두 경도(Mild),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중대한 이상반응(SAE)

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므로 시험식품의 섭취를 유지시켰다. 모든 이상반응의 증상은 연구기간 중 소실되었

으며,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Table 14) Adverse events during intervention 

  Placebo(n=13) 3) Treatment(n=11) p-value 1) 

Total  4 4 0.772 

Relevance / Severity 

No assessable 

Probable 

Possible 

Remote 

None 

0 

0 

1 / mild 

0 

3 / mild 

0 

0 

1 / mild 

1 / mild 

2 / mild 

0.549 

Serious adverse events  none none  

Unrecovered adverse events  none none  

1) Within group comparison, McNemar test, P < 0.05 

2) NA: Not Applicable 

 

Table 15) Description of each adverse events 

Symptoms, Number of cases (%)  Placebo(n=13) Treatment(n=11) 

Petechia at left upper extremity, n (%) 1 (7.7) / none 0 (0.0) 

Warming sensation at lower extremity, n (%) 2 (15.4) / none 0 (0.0) 

Mild fatigue, n (%) 1 (7.7) / possible 1 (9.1) / remote 

Dizziness, n (%) 0 (0.0) 1 (9.1) / none 

Nausea/Vomiting, n (%) 0 (0.0) 1 (9.1) / none 

Abdominal distention, n (%) 0 (0.0) 1 (9.1) / possible 

 

 

13. 고찰 및 결론 

 

13.1. 유효성에 대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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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감태 주정 추출물의 수면증진 및 개선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1주, 무작위배정, 이중맹

검, 위약대조 임상시험이었다. 감태 주정 추출물의 유효성 평가를 위해서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수면의 질을 평가하였고, 피츠버그 수면의 질 설문과 주간졸음 측정표, 주간졸음척도 설문검사를 이용하

여 주관적인 수면의 질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감태 주정추출물의 1주일 간의 보충 섭취는 대

조군에 비해 총 각성시간 및 입면 후 각성 시간을 감소 시킴으로써 수면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감태 주정추출물의 보충섭취는 바로 누운 자세의 렘 수면 상태에서 호흡

장애 지수를 대조군에 비해 감소시켜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호흡장애가 수면의 질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며 많은 수면 장애 환자의 경우 수면 중 호흡장애가 동반됨을 고려하였을 때, 

감태 주정추출물이 수면 증진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유효성에 큰 의미가 있음을 시사 한다. 또한, 수면에 

영향을 주는 많은 약물들이 수면 증진 효과를 주는 것과 동시에 호흡의 문제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결과는 더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츠버그 설문지와 같은 설문검사의 결과에서는 

감태 주정추출물의 보충 섭취에 대한 유효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설문지를 통한 유효성 평가를 하기

에는 대상자 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며, 수면 시간이 대조군에서 증가한 것은 수면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대

상자에게 있어서 수면을 위해 누워있는 시간이 실제 잠을 이룬 시간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

다. 이러한 결과는 수면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와 같은 객관적인 수면의 질 평가

방법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13.2. 안전성 검사에 대한 결론 

감태 주정추출물의 안전성은 혈액학적 검사, 혈액화학적 검사, 뇨 검사, 심전도, 활력징후, 이학적 검사, 

이상반응을 통해 평가하였다. 혈액화학적 검사와 이상반응 검사에서 관찰이 필요한 사례가 있었으나 전문

의의 의학적 판단 및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사례는 없었으므로 감태 주정추출물의 1주 보충 섭취는 안

전하다고 할 수 있다. 

 

13.3. 최종 결론 

감태 주정추출물의 1주간의 보충 섭취는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총 각성시간과 수면 중 각성 시간을 감

소시키고 바로 누운 자세의 렘수면 상태에서의 호흡장애지수를 감소 시킴으로써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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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수면 설문검사를 통한 주관적인 수면의 질 평가를 위해서는 좀더 

많은 대상자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안전성 측면에서도,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안전한 

소재임을 확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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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ppendix 

15.1. 본문에 수록되지 않은 표(본시험) 

15.1.1. 대상자 일반 사항 중 병용약물 섭취 및 신체활동 변화 

대조군과 시험군의 병용약물 섭취 빈도, 신체활동에서 군간 차이는 없었다. 

Table 16) Concomitant drug and physical activity of the subjects 

 

Placebo(n=10) Treatment(n=10) 

p-value 1) 

Before After Before After 

Concomitant drug(n) 

 Cardivascular system 

Hypertensions 

Dermatologicals 

 Musculo-skeletal system 

 Nervous system 

  Analgesics 

 Dietary supplement 

(n-3, vitamin, probiotics, mineral) 

 

 

0 

1 

1 

 

1 

2 

 

 

 

1 

0 

0 

 

2 

3 

 

0.329 

Physical activity(n) 

None 

Low 

Middle 

High 

 

0 

1 

8 

1 

 

0 

1 

9 

0 

 

0 

4 

5 

1 

 

0 

4 

5 

1 

b-0.288 

a-0.139 

1) Between groups comparison, chi-square test, P < 0.05 

 

15.1.2. 수면일지 결과 

수면일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면시간, 취침시간, 기상시간에서 대조군과 시험군의 차이는 없었다. 

Table 17) Change of sleep diary 

 

Placebo(n=10) Treatment(n=10) p-value 

2) Before After Before After 

Sleep time 

(min) 
427.4 ± 47.51) 429.6 ± 32.4 450.4 ± 101.9 436.8 ± 78.9 0.438 

Bed time 

(h) 
12:24am ± 42’ 12:30am ± 36’ 12:06am ± 42’ 12:24am ± 42’ 0.513 

Rise time 7:36am ± 48’ 7:36am ± 60’ 7:42am ± 90’ 7:42am ± 72’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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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1) Mean ± SD 

2) Between groups comparison, independent t-test, P < 0.05 

 

15.1.3. 만성피로 설문 결과 

만성피로 설문을 이용한 만성피로 증후군 진단 빈도를 Table 8 에 나타내었다. 두 군 모두 만성피로 증후

군으로 진단된 대상자는 없었으며, 시험식품 섭취 후 변화 또한 없었다.   

Table 18) Number of subjects in chronic fatigue syndrome questionnaire 

 

     Placebo(n=10) Treatment(n=10) 

P-value 1) 

Before After Before After 

Chronic 

Fatigue 

Normal 10 10 10 10 

NA 2) 

Abnormal 0 0 0 0 

1) Within group comparison, McNemar test, P < 0.05 

2) NA: Not Applicable 

 

 

 

 

 

 

 

 

 

 

 

 

 



46 

15.2. 예비시험 결과 

예비시험은 2013년 3월 25일에서 2013년 5월 7일까지 서울수면환경연구소에서 진행되었다. 예비시험은 

본 시험과 달리 3군으로 진행하였다. 

 대조군 

 감태 주정추출물 섭취군 

 감태/쌀겨 주정추출물 혼합물 섭취군: 감태/쌀겨 주정추출물을 1:1 (무게기준) 혼합 

각 군의 섭취 방법 및 진행 절차는 본시험과 동일하였다. 

 

15.2.1.  대상자 현황 

예비시험의 대상자는 분석에 필요한 최소 인원인 군당 5명으로 정하였고, 본 예비시험에 참여한 대상자

는 모두 20대 남성으로 대조군 5명, EK 시험군 5명, EK+OS 시험군 5명으로 총 15명이었다(Table 19).  

 

Table 19) participants in pilot study 

group N 

Screening & Randomization 15 

Dropped Treatment 0 

Completed 

Treatment 

Placebo 5 

EK Treatment * 5 

EK+OS Treatment * 5 

* EK: Ecklonia Cava, OS: Oryza sativa L. 

 

15.2.2.  일반사항  

Table 20의 대상자 일반사항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나이, 신장, 체중, 비만도, 혈압 및 

맥박에서 세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Table 20) General information of the subjects(pilot) 

  Placebo(n=5) Treatment-EK(n=5) Treatment-EK+OS(n=5) p-value2) 

age(year) Before 21.4 ± 2.41) 22.6 ± 1.4 21.8 ± 1.0 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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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21.4 ± 2.4 22.6 ± 1.4 21.8 ± 1.0 

Diff 0 ± 0  0 ± 0 0 ± 0 

Height 

(cm) 

Before 175.4 ± 5.9 172.8 ± 4.1 176.0 ± 5.1 

0.883 After 175.4 ± 5.9 172.8 ± 4.1 176.0 ± 5.1 

Diff 0 ± 0 0 ± 0 0 ± 0 

Weight(kg) 

Before 73.0 ± 10.8 70.1 ± 16.5 70.2 ± 15.5 0.938 

After 73.2 ± 11.2 69.6 ± 16.1 70.3 ± 15.3 0.918 

Diff 0.2 ± 0.6 -0.5 ± 0.6 0.1 ± 0.8 0.257 

BMI 

(kg/m2) * 

Before 23.6 ± 2.3 23.3 ± 4.7 22.5 ± 3.8 0.883 

After 23.7 ± 2.4 23.2 ± 4.6 22.5 ± 3.7 0.888 

Diff 0.0 ± 0.2 -0.2 ± 0.2 0.0 ± 0.3 0.264 

SBP 

(mmHg) * 

Before 124.0 ± 15.7 124.8 ± 14.3 128.2 ± 12.0 0.883 

After 125.0 ± 16.1 128.4 ± 16.3 128.4 ± 18.0 0.935 

Diff 1.0 ± 4.6 3.6 ± 15.3 0.2 ± 9.5 0.873 

DBP 

(mmHg) * 

Before 74.0 ± 9.9 83.2 ± 9.0 78.4 ± 7.4 0.297 

After 70.4 ± 4.0 81.8 ± 16.7 77.2 ± 4.9 0.253 

Diff -3.6 ± 7.1 -1.4 ± 8.4 -1.2 ± 6.8 0.854 

Pulse 

Before 80.0 ± 11.5 79.8 ± 13.4 72.2 ± 11.5 0.531 

After 81.4 ± 8.6 84.4 ± 9.6 77.6 ± 11.4 0.570 

Diff 1.4 ± 9.8 4.6 ± 17.4 5.4 ± 9.6 0.873 

1) Mean ± SD 

2) Between groups comparison, ANOVA test, P < 0.05 

*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15.2.3. 영양소 섭취 상태  

Table 21의 대상자들의 영양소 섭취 상태를 살펴보면, 세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Table 21) Dietary intakes status of the subjects(pilot) 

  Placebo(n=5) Treatment-EK(n=5) Treatment-

EK+OS(n=5) 
p-value2) 

Calorie(kcal) Before 2049.6  ± 305.11) 2056.8  ± 482.0  1976.9  ± 285.9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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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1923.6  ± 514.7  2090.4  ± 394.6  1475.2 ± 338.6 0.570 

Diff -126.1 ± 323.4 33.6 ± 495.3 -501.7 ± 410.9 0.873 

CHO(g) * 

Before 280.6  ± 36.6  287.4  ± 80.6  269.8  ± 18.3 0.867 

After 686.3  ± 870.0  277.3  ± 31.9  183.5  ± 54.1 0.282 

Diff 405.8 ± 882.7 -10.1 ± 84.8 -86.3 ± 44.1 0.873 

Lipid(g) 

Before 67.8  ± 21.5  61.6  ± 17.0  63.0 ± 14.3 0.848 

After 101.2  ± 78.6  71.3  ± 21.7  55.6  ± 16.3 0.346 

Diff 33.4 ± 88.7 9.7 ± 17.3 -7.4 ± 25.0 0.509 

Protein(g) 

Before 76.5  ± 14.3  79.1  ± 28.3  73.6 ± 9.1 0.902 

After 83.2  ± 20.2  81.8  ± 26.7  59.7  ± 23.2 0.490 

Diff 6.6 ± 22.3 2.7 ± 31.4 -13.9 ± 29.2 0.490 

Caffeine(g) 

Before 19.1  ± 38.9  11.9  ± 20.6  17.3  ± 23.4 0.921 

After 169.4  ± 297.0  9.8  ± 21.9  11.7  ± 20.9 0.281 

Diff 150.3 ± 303.9 -2.2 ± 33.7 -5.6 ± 37.8 0.321 

1) Mean ± SD 

2) Between groups comparison, ANOVA test, P < 0.05 

* CHO, carbohydrate 

 

15.2.4. 수면다원검사 

Table 22의 수면다원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stage 3가 중재연구 후 감태 주정추출물 섭취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길어졌음을 알 수 있다(p=0.045). 중추성 무호흡지수의 경우, 1주일 섭취 후, 감태/쌀겨 

주정추출물을 섭취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섭취 전과 후의 차이값에서는 유의성

이 없었다. 

 

Table 22) Change of polysomnographic(pilot) 

  Placebo(n=5) Treatment-EK(n=5) Treatment-

EK+OS(n=5) 
p-value2) 

Sleep 

Efficiency(%) 

Before 85.9 ± 10.41) 89.2 ± 9.0 86.5  ± 9.1  0.846 

After 92.3 ± 4.1 89.8 ± 10.1 93.2  ± 2.7  0.697 

Diff 6.4 ± 7.0 0.6 ± 2.4 6.8 ± 9.6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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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ep 

Latency(min) 

Before 11.8 ± 7.0 13.1 ± 4.0 42.2  ± 41.2  0.122 

After 5.1 ± 3.6 9.7 ± 6.5 10.5  ± 5.6  0.271 

Diff -6.7 ± 7.7 -3.4 ± 3.8 -31.7 ± 36.4 0.118 

Rem 

Latency(min) 

Before 74.6 ± 45.4 88.4 ± 41.5 91.9  ± 46.5  0.813 

After 51.0 ± 45.9 78.9 ± 30.5 92.0  ± 34.2  0.249 

Diff -23.6 ± 35.0 -9.5 ± 29.4 0.1 ± 14.6 0.422 

TWT(%) 

Before 11.3 ± 9.4 7.7 ± 9.3 3.5  ± 2.4  0.315 

After 6.5 ± 4.0 7.9 ± 11.1 4.3  ± 2.8  0.717 

Diff -4.8 ± 6.2 0.2 ± 2.9  0.8 ± 2.7  0.111 

Stage 1(%) 

Before 12.9 ± 9.3 8.6 ± 4.8 10.4  ± 5.3  0.616 

After 15.0 ± 8.7 9.0 ± 9.4 10.3  ± 4.3  0.463 

Diff 2.1 ± 2.1 0.3 ± 5.6 -0.1 ± 4.5 0.713 

Stage 2(%) 

Before 46.7 ± 15.1 59.2 ± 14.8 53.6  ± 11.9  0.398 

After 51.8 ± 9.7 57.2 ± 18.0 57.0  ± 7.8  0.755 

Diff 5.1 ± 8.1 -2.0 ± 7.7 3.5 ± 6.0 0.308 

Stage 3(%) 

Before 4.8 ± 6.8 2.4 ± 3.5 3.5  ± 4.3  0.768 

After 4.3 ± 7.0 4.7 ± 3.6  3.8  ± 4.3 0.960 

Diff -0.4 ± 1.8 B 2.3 ± 1.7 A 0.3 ± 0.6 AB 0.027 

REM(%) 

Before 21.4 ± 3.7 19.0 ± 4.2 19.0  ± 4.1  0.543 

After 21.1 ± 1.4 18.9 ± 3.2 22.1  ± 6.2  0.473 

Diff -0.4 ± 4.0 -0.1 ± 4.0 3.2 ± 6.7 0.497 

REM 

supine(RDI) 

Before 20.9 ± 9.6 21.0 ± 4.3 19.8  ± 9.9  0.970 

After 25.8 ± 14.3 22.9 ± 8.0 14.4  ± 3.5  0.195 

Diff 4.8 ± 16.9 1.9 ± 9.7 -5.5 ± 7.1 0.402 

NREM 

supine(RDI) 

Before 21.2 ± 12.7 18.3 ± 6.0 15.2  ± 6.9  0.597 

After 22.0 ± 9.0 18.0 ± 12.2 13.5  ± 3.2  0.357 

Diff 0.8 ± 8.1 -0.3 ± 8.1 -1.8 ± 5.8 0.862 

REM 

Lateral(RDI) 

Before 9.9 ± 8.0 30.5 ± 24.8 16.9  ± 12.7  0.270 

After 21.5 ± 15.6 4.4 ± 7.7 14.0  ± 15.8  0.312 

Diff 13.6 ± 19.4 -15.6 ± 18.9 0.5 ± 22.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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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EM 

Lateral(RDI) 

Before 9.9 ± 9.6 8.2 ± 2.9 14.3  ± 5.6  0.504 

After 16.3 ± 13.8 25.7 ± 13.5 11.3  ± 2.4  0.195 

Diff 8.4 ± 6.0 15.6 ± 17.9 -0.2 ± 7.0 0.141 

Obs AI 

Before 0.1 ± 0.1 0.1 ± 0.2 0.1  ± 0.3  0.864 

After 0.4 ± 0.6 0.1 ± 0.1 0.0  ± 0.1  0.331 

Diff 0.3 ± 0.6 0.0 ± 0.1 -0.1 ± 0.3 0.338 

Cent AI 

Before 0.7 ± 0.4 0.6 ± 0.4 0.3  ± 0.3  0.227 

After 1.4 ± 1.1 A 0.5 ± 0.3 AB 0.1  ± 0.1 B 0.024 

Diff 0.7 ± 1.2 -0.1 ± 0.6 -0.2 ± 0.3 0.190 

HI 

Before 2.4 ± 1.6 2.9 ± 2.5 1.8  ± 2.1  0.716 

After 4.4 ± 3.3 2.1 ± 1.2 1.1  ± 2.1  0.122 

Diff 2.0 ± 3.6 -0.8 ± 2.1 -0.7 ± 0.8 0.165 

Ar. I. 

Before 2.0 ± 1.2 2.2 ± 1.6 1.2  ± 1.7  0.550 

After 4.2 ± 3.1 1.7 ± 0.9 1.1  ± 2.2  0.108 

Diff 2.1 ± 3.4 -0.6 ± 1.4 -0.2 ± 1.0 0.159 

FL Ar. I. 

Before 13.6 ± 3.5 14.0 ± 4.6 14.4  ± 5.4  0.961 

After 14.7 ± 4.2 16.8 ± 10.7 13.2  ± 4.0  0.720 

Diff 1.1 ± 3.1 2.8 ± 7.8 -1.2 ± 2.7 0.473 

Spon Ar. I 

Before 0.0 ± 0.0 0.0 ± 0.0 0.0  ± 0.0  0.397 

After 0.0 ± 0.0 0.1 ± 0.3 0.1  ± 0.1  0.668 

Diff 0.0 ± 0.0 0.1 ± 0.2 0.1 ± 0.1 0.694 

Total Ar. I. 

Before 16.5 ± 3.2 16.4 ± 4.0 15.6  ± 5.4  0.938 

After 18.9 ± 6.2 18.6 ± 10.7 14.3  ± 4.2  0.578 

Diff 2.4 ± 3.3 2.2 ± 7.8 -1.3 ± 3.1 0.475 

Total Sleep 

Time (min) 

Before 357.7 ± 39.6 377.1 ± 38.3 362.8 ± 37.9 0.721 

After 387.8 ± 18.7 378.4 ± 42.9 392.6 ± 11.4 0.722 

Diff 30.1 ± 25.4 1.4 ± 9.5 29.7 ± 39.7 0.213 

WASO (min) 

Before 42.5 ± 32.9 32.8 ± 39.8 13.0 ± 7.6 0.323 

After 27.2 ± 17.2 33.5 ± 47.2 17.7 ± 11.9 0.708 

Diff -15.3 ± 17.4 0.7 ± 12.1 4.7 ± 9.2 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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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an ± SD 

2) Between groups comparison, ANOVA test, P < 0.05 

A,B indicated non-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ased on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 REM, rapid eye movement sleep; TWT, total wake time; NREM, non-rapid eye movement sleep; Obs AI, 

obstructive apnea arousal index; Cent AI, central apnea arousal index; HI, hypopnea index; Ar. I, arousal index; FL 

Ar, I., respiratory effort related arousal; Spon Ar. I., spontaneous arousal index; Ar. I, arousal index; WASO, wake 

after sleep onset 

 

  

Figure 4. Change of Stage 3 (pilot) 

A,B indicated non-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ased on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15.2.5. 수면설문검사 

 

15.2.5..1. 피츠버그 수면의 질 설문 

Table 23 의 피츠버그 설문을 통한 대상자들의 수면의 질을 살펴보면, 1주일 섭취 후, 수면장애 항목에서 

감태/쌀겨 주정추출물 섭취군이 감태 주정추출물 섭취군에 비해 낮게 나타났지만 섭취 전과 후의 차이값

에서는 유의성이 없었다. 

 

Table 23) Change of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pilot) 

  Placebo(n=5) Treatment-EK(n=5) Treatment-

EK+OS(n=5) 
p-value2) 

Total score Before 3.6 ± 1.1 1) 4.4 ± 0.9 5.2 ± 3.0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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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2.6 ± 2.4 4.8 ± 2.4 3.2 ± 1.8 0.303 

Diff -1.1 ± 2.1 0.4 ± 2.3 -2.0 ± 2.4 0.289 

Subjective 

sleep quality  

Before 0.8 ± 0.4 1.2 ± 0.4 1.2 ± 0.4 0.300 

After 0.4 ± 0.5 1.2 ± 0.4 0.8 ± 0.4 0.066 

Diff -0.4 ± 0.5 0.0 ± 0.0 -0.4 ± 0.5 0.300 

Sleep latency 

Before 0.2 ± 0.4 0.4 ± 0.5 1.2 ± 1.1 0.126 

After 0.2 ± 0.4 0.4 ± 0.5 0.6 ± 0.5 0.493 

Diff 0.0 ± 0.0 0.0 ± 1.0 -0.6 ± 0.9 0.397 

Sleep duration 

Before 0.4 ± 0.5 0.6 ± 0.5 0.8 ± 0.8 0.641 

After 0.6 ± 0.9 1.0 ± 1.0 0.4 ± 0.5 0.531 

Diff 0.2 ± 0.8 0.4 ± 0.9 -0.4 ± 0.9 0.355 

Habitual sleep 

efficiency 

Before 0.0 ± 0.0 0.4 ± 0.9 0.0 ± 0.0 0.397 

After 0.0 ± 0.0 0.4 ± 0.9 0.2 ± 0.4 0.564 

Diff 0.0 ± 0.0 0.0 ± 1.4 0.2 ± 0.4 0.914 

Sleep 

disturbance 

Before 0.8 ± 0.4 0.8 ± 0.4 0.8 ± 0.4 1.000 

After 0.8 ± 0.4 AB 1.0 ± 0.0 A 0.2 ± 0.4B 0.012 

Diff 0.0 ± 0.7 0.2 ± 0.4 -0.6 ± 0.5 0.115 

Use of 

sleeping 

medication 

Before 0.2 ± 0.4 0.0 ± 0.0 0.0 ± 0.0 0.397 

After 0.0 ± 0.0 0.0 ± 0.0 0.0 ± 0.0 1.000 

Diff -0.2 ± 0.4 0.0 ± 0.0 0.0 ± 0.0 0.397 

Daytime 

dysfunction 

Before 1.2 ± 0.4 1.0 ± 0.7 1.2 ± 1.1 0.901 

After 0.6 ± 0.9 0.8 ± 0.8 1.0 ± 0.7 0.746 

Diff -0.6 ± 0.5 -0.2 ± 0.4 -0.2 ± 1.1 0.636 

1) Mean ± SD 

2) Between groups comparison, ANOVA test, P < 0.05 

A,B indicated non-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ased on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15.2.5..2. 주간졸음 척도 

Table 24에서 ESS(Epworth sleepiness scale) 와 SSS(Stanford sleepiness scale) 를 통한 주간 졸음 정도를 

살펴 보았을 때 세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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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Change of sleepiness during day time(pilot) 

  Placebo(n=5) Treatment-EK(n=5) Treatment-

EK+OS(n=5) 
p-value2) 

ESS * 

Before 6.6 ± 4.01) 6.6 ± 3.6 8.6 ± 5.0 0.735 

After 5.8 ± 4.7 6.0 ± 4.1 6.2 ± 2.3 0.988 

Diff -0.8 ± 1.5 -0.6 ± 1.9 -2.4 ± 4.4 0.629 

SSS * 

Before 2.4 ± 1.1 2.4 ± 0.5 2.2 ± 0.4 0.896 

After 2.4 ± 0.9 2.6 ± 0.5 2.2 ± 0.4 0.641 

Diff 0.0 ± 0.7 0.2 ± 0.8 0.0 ± 0.7 0.890 

1) Mean ± SD 

2) Between groups comparison, ANOVA test, P < 0.05 

* ESS, Epworth sleepiness scale; SSS, Stanford sleepiness scale 

 

15.2.5..3. 스트레스 척도 

Table 25에서 BEPSI(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를 통한 스트레스 변화를 살펴보면 세 군 

간의 유의성은 없었다. 

 

Table 25) Change of subjects stress(pilot) 

  Placebo(n=5) Treatment-EK(n=5) Treatment-

EK+OS(n=5) 
p-value2) 

stress 

Before 1.7 ± 0.41) 1.5 ± 0.5 2.0 ± 0.4 0.207 

After 1.5 ± 0.7 1.3 ± 0.3 1.5 ± 0.4 0.727 

Diff -0.2 ± 0.4 -0.2 ± 0.5 -0.6 ± 0.5 0.436 

1) Mean ± SD 

2) Between groups comparison, ANOVA test, P < 0.05 

 

15.2.6. 안전성  

혈액학적 검사, 혈액화학적 검사, 뇨 검사, 심전도, 활력징후, 이학적 검사, 이상반응을 통하여 안전성을 

평가 하였다.  

 

15.2.6..1. 혈액학적 검사 결과  

Table 26 의 혈액학적 검사 결과에서, 백혈구와 호중구가 시험 식품 섭취 후 변화하였지만 모두 정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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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변화로, 전문의에 의해 의학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판단된 사례는 없었다. 

 

Table 26) Change of hematologic parameters(pilot) 

  Placebo(n=5) Treatment-EK(n=5) Treatment-

EK+OS(n=5) 
p-value2) 

WBC(103/ml) * 

Before 7.0 ± 1.3 7.6 ± 1.4 7.3 ± 1.1 0.772 

After 7.9 ± 1.8 7.8 ± 0.9 7.1 ± 1.0 0.616 

Diff 0.9 ± 0.8 A 0.2 ± 0.6 AB -0.2 ± 0.3 B 0.037 

RBC(106/ml) * 

Before 5.2 ± 0.4 5.3 ± 0.4 5.0 ± 0.2 0.330 

After 5.1 ± 0.3 5.4 ± 0.6 5.0 ± 0.3 0.490 

Diff -0.1 ± 0.4 0.0 ± 0.3 0.0 ± 0.1 0.740 

Hb(g/dl) * 

Before 16.2 ± 1.4 16.4 ± 1.3 15.4 ± 0.6 0.358 

After 15.8 ± 1.1 16.5 ± 2.0 15.3 ± 1.1 0.475 

Diff -0.4 ± 1.0 0.1 ± 0.8 0.0 ± 0.5 0.610 

Hct(%) * 

Before 47.5 ± 2.8 47.7 ± 3.5 45.7 ± 1.6 0.478 

After 47.1 ± 3.3 48.3 ± 5.8 45.3 ± 2.9 0.537 

Diff -0.5 ± 3.2 0.7 ± 2.5 -0.4 ± 1.4 0.728 

MCV(fL) * 

Before 91.0 ± 3.1 89.4 ± 3.1 91.0 ± 1.6 0.578 

After 91.9 ± 4.4 90.2 ± 3.3 90.1 ± 1.6 0.645 

Diff 0.9 ± 2.7 0.8 ± 1.3 -0.8 ± 0.7 0.259 

MCH(pg) * 

Before 30.9 ± 0.7 30.8 ± 0.9 30.6 ± 0.4 0.730 

After 30.8 ± 0.9 30.8 ± 1.0 30.5 ± 0.5 0.826 

Diff -0.1 ± 0.7 0.0 ± 0.9 0.0 ± 0.4 0.961 

MCHC(g/dL) * 

Before 34.0 ± 1.1 34.4 ± 0.8 33.6 ± 0.4 0.361 

After 33.6 ± 1.3 34.2 ± 0.9 33.9 ± 0.6 0.657 

Diff -0.4 ± 0.6 -0.2 ± 0.6 0.2 ± 0.4 0.170 

Palate(103/ml) 

Before 262.4 ± 38.3 236.6 ± 21.4 249.0 ± 56.5 0.626 

After 255.6 ± 53.2 231.8 ± 28.9 240.0 ± 55.8 0.730 

Diff -6.8 ± 18.0 -4.8 ± 15.2 -9.0 ± 23.9 0.943 

Seg.neutrophil(%) 

* 

Before 47.7 ± 7.1 49.9 ± 6.7 44.3 ± 10.4 0.571 

After 52.7 ± 6.3 48.9 ± 6.8 45.6 ± 10.3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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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5.0 ± 2.8 A -1.0 ± 2.5 B 1.3 ± 2.1 AB 0.008 

Lymphocyte(%) 

Before 39.4 ± 7.0 37.3 ± 6.1 41.7 ± 9.6 0.675 

After 34.6 ± 5.5 37.8 ± 2.3 39.1 ± 8.6 0.493 

Diff -4.9 ± 2.9 0.5 ± 4.6 -2.6 ± 1.6 0.068 

Monocyte(%) 

Before 9.6 ± 1.6 8.6 ± 2.9 8.8 ± 1.1 0.695 

After 10.0 ± 1.7 8.3 ± 1.5 10.1 ± 2.5 0.302 

Diff 0.3 ± 0.6 -0.3 ± 3.1 1.3 ± 1.8 0.516 

Eosinophil(%) 

Before 2.6 ± 1.4 3.7 ± 4.2 4.4 ± 2.1 0.596 

After 2.3 ± 0.5 4.5 ± 5.1 4.7 ± 2.4 0.466 

Diff -0.3 ± 1.0 0.7 ± 1.1 0.2 ± 0.7 0.241 

Basophil(%) 

Before 0.6 ± 0.2 0.4 ± 0.2 0.7 ± 0.3 0.337 

After 0.5 ± 0.2 0.5 ± 0.2 0.5 ± 0.2 0.989 

Diff -0.1 ± 0.1 0.0 ± 0.2 -0.2 ± 0.3 0.256 

1) Mean ± SD 

2) Between groups comparison, ANOVA test, P < 0.05 

A,B indicated non-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ased on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 WBC, White blood cell ; RBC, Red blood cell; Hb, Hemoglobin ; Hct, Hematocrit; MCV, Mean corpuscular volume; 

MCH, Mean corpuscular hemoglobin; MCHC, Mean corpuscular hemoglobin concentration; Seg.neutrophil, 

Segmented neutrophil  

 

15.2.6..2. 혈액화학적 검사 결과 

Table 27의 혈액화학적 검사 결과를 살펴 보면, 총 빌리루빈은 1주 간의 섭취 후 차이값이 감태 주정추출

물에 비해 감태/쌀겨 주정추출물 섭취군에서 낮게 나타났다. 총 단백질은 섭취 전 감태 주정추출물 섭취

군이 대조군과 감태/쌀겨 주정추출물 섭취군에 비해 높았으나 섭취 전과 후의 차이값에서는 유의성이 나

타나지 않았다. 총 콜레스테롤은 1주간 섭취 후 감태/쌀겨 주정추출물에 비해 대조군에서 낮게 나타났으

나 섭취 전과 후의 차이값에서는 유의성이 없었다. 또한, 모든 변화는 정상범위 내에서의 변화였다. 

 

Table 27) Change of blood chemistry(pilot) 

  Placebo(n=5) Treatment-EK(n=5) Treatment-

EK+OS(n=5) 
p-value2) 

Total Bilirubin Before 0.9 ± 0.2 0.7 ± 0.2 1.0 ± 0.3 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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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dl) 
After 0.7 ± 0.1 0.9 ± 0.1 0.6 ± 0.3 0.128 

Diff -0.1 ± 0.2 AB 0.2 ± 0.3 A -0.4 ± 0.4 B 0.039 

Total Protein(g/dl) 

Before 6.8 ± 0.3 B 7.8 ± 0.6 A 7.0 ± 0.3 B 0.008 

After 6.9 ± 0.4 7.4 ± 0.5 7.0 ± 0.3 0.182 

Diff 0.1 ± 0.6 -0.5 ± 0.5 -0.1 ± 0.1 0.123 

Albumin(g/dl) 

Before 4.6 ± 0.2 4.9 ± 0.5 4.4 ± 0.1 0.076 

After 4.6 ± 0.3 4.8 ± 0.3 4.5 ± 0.1 0.212 

Diff 0.0 ± 0.3 -0.1 ± 0.3 0.0 ± 0.2 0.523 

AST(GOT) (U/L) * 

Before 19.2 ± 3.3 27.4 ± 21.1 18.0 ± 5.0 0.467 

After 16.8 ± 3.6 21.4 ± 6.3 17.6 ± 4.0 0.299 

Diff -2.4 ± 2.1 -6.0 ± 16.5 -0.4 ± 1.5 0.657 

ALT(GPT) (U/L) * 

Before 12.8 ± 3.2 16.6 ± 7.9 16.0 ± 5.7 0.568 

After 10.8 ± 5.8 15.6 ± 6.3 15.2 ± 6.9 0.445 

Diff -2.0 ± 3.7 -1.0 ± 3.8 -0.8 ± 2.2 0.832 

ALP(U/L) * 

Before 72.6 ± 9.1 63.6 ± 10.4 63.4 ± 5.7 0.198 

After 71.0 ± 7.3 63.0 ± 6.9 64.0 ± 8.5 0.233 

Diff -1.6 ± 7.1 -0.6 ± 4.6 0.6 ± 2.9 0.797 

LD(U/L) * 

Before 287.6 ± 31.1 505.0 ± 484.5 271.0 ± 49.1 0.372 

After 278.0 ± 40.7 330.4 ± 86.7 250.0 ± 30.2 0.126 

Diff -9.6 ± 35.0 -174.6 ± 409.6 -21.0 ± 20.4 0.492 

Glucose(mg/dl) 

Before 85.4 ± 7.6 89.2 ± 4.5 80.8 ± 9.8 0.258 

After 87.4 ± 5.2 90.2 ± 6.3 87.4 ± 4.2 0.639 

Diff 2.0 ± 8.6 1.0 ± 6.4 6.6 ± 8.8 0.517 

BUN(mg/dl) * 

Before 12.4 ± 4.0 12.8 ± 4.1 11.2 ± 2.8 0.781 

After 13.0 ± 2.2 12.0 ± 1.6 11.0 ± 1.2 0.230 

Diff 0.6 ± 3.8 -0.8 ± 3.3 -0.2 ± 2.4 0.792 

Creatinine(mg/dl) 

Before 0.9 ± 0.1 1.0 ± 0.2 1.0 ± 0.2 0.514 

After 0.9 ± 0.1 1.0 ± 0.1 1.0 ± 0.1 0.562 

Diff 0.0 ± 0.1 -0.1 ± 0.2 0.0 ± 0.1 0.658 

Uric acid(mg/dl) Before 6.1 ± 0.8 6.7 ± 0.9 6.1 ± 1.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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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6.3 ± 0.8 6.2 ± 1.1 6.0 ± 1.2 0.889 

Diff 0.2 ± 0.6 -0.4 ± 0.7 -0.2 ± 0.3 0.274 

Cholesterol, total 

(mg/dl) 

Before 157.4 ± 23.3 185.6 ± 15.0 181.2 ± 17.8 0.077 

After 151.0 ± 10.6 B 168.0 ± 19.3 AB 179.8 ± 15.7A 0.039 

Diff -6.4 ± 20.9 -17.6 ± 9.2 -1.4 ± 6.7 0.204 

Triglyceride(mg/dl) 

Before 96.0 ± 49.9 97.4 ± 29.2 93.2 ± 20.2 0.982 

After 91.6 ± 40.8 86.4 ± 16.3 76.4 ± 20.5 0.691 

Diff -4.4 ± 52.8 -11.0 ± 23.4 -16.8 ± 12.4 0.849 

HDL Cholesterol 

(mg/dl) * 

Before 56.0 ± 6.8 54.4 ± 9.0 65.2 ± 19.4 0.392 

After 54.4 ± 7.1 52.0 ± 12.4 66.2 ± 19.9 0.274 

Diff -1.6 ± 3.2 -2.4 ± 8.6 1.0 ± 5.3 0.667 

LDL Cholesterol 

(mg/dl) * 

Before 86.6 ± 20.5 108.2 ± 18.3 98.0 ± 20.5 0.265 

After 78.8 ± 12.1 99.4 ± 18.3 97.4 ± 18.8 0.141 

Diff -7.8 ± 8.8 -8.8 ± 7.4 -0.6 ± 8.3 0.262 

1) Mean ± SD 

2) Between groups comparison, ANOVA test, P < 0.05 

A,B indicated non-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ased on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ALP, Alkaline phosphatase; LD, Lactate 

dehydrogenase; BUN, Blood urea nitrogen; HDL, High-density lipoprotein; LDL, Low-density lipoprotein  

 

15.2.6..3. 뇨 검사 결과 

뇨 검사항목은 검사 결과치에 대하여 정상/비정상으로 나누어 Table 28 에 나타내었다. 뇨 검사 결과에서 

비정상인 사례가 있었으나, 연구자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모두 임상적 의미가 없음(Non-clinical 

significance) 으로 판단되었다. 모든 항목에서 세 군간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Table 28) Number of abnormal subjects in urinalysis(pilot) 

 Placebo(n=5) Treatment-EK(n=5) 

Treatment-

EK+OS(n=5) p-value 1)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Occult blood 0 0 0 0 0 0 NA 2) 

Bilirubin  0 0 0 0 1 0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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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obilinogen  0 0 0 0 0 0 NA 

Ketone  0 0 1 0 0 0 NA 

Protein  0 0 0 0 0 0 NA 

Nitrite 0 0 0 0 0 0 NA 

Glucose 0 0 0 0 0 0 NA 

pH 0 0 0 0 0 0 NA 

Specific Gravity 1 2 2 2 2 2 1.000 

RBC * 0 0 0 0 0 0 NA 

WBC * 0 0 0 0 0 0 NA 

1) Within group comparison, McNemar test, P < 0.05 

2) NA: Not Applicable 

* RBC, Red blood cell; WBC, White blood cell  

 

15.2.6..4. 활력징후 검사 결과 

Table 29 의 혈압 및 맥박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세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Table 29) Change of blood pressure and heart beat(pilot) 

  Placebo(n=5) Treatment-EK(n=5) Treatment-EK+OS(n=5) p-value2) 

SBP 

(mmHg) * 

Before 124.0 ± 15.7 124.8 ± 14.3 128.2 ± 12.0 0.883 

After 125.0 ± 16.1 128.4 ± 16.3 128.4 ± 18.0 0.935 

Diff 1.0 ± 4.6 3.6 ± 15.3 0.2 ± 9.5 0.873 

DBP 

(mmHg) * 

Before 74.0 ± 9.9 83.2 ± 9.0 78.4 ± 7.4 0.297 

After 70.4 ± 4.0 81.8 ± 16.7 77.2 ± 4.9 0.253 

Diff -3.6 ± 7.1 -1.4 ± 8.4 -1.2 ± 6.8 0.854 

Pulse 

Before 80.0 ± 11.5 79.8 ± 13.4 72.2 ± 11.5 0.531 

After 81.4 ± 8.6 84.4 ± 9.6 77.6 ± 11.4 0.570 

Diff 1.4 ± 9.8 4.6 ± 17.4 5.4 ± 9.6 0.873 

1) Mean ± SD 

2) Between groups comparison, ANOVA test, P < 0.05 

*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15.2.6..5. 심전도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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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 검사는 연구자의 의학적 판단 하에 정상/비정상으로 구분한 후 통계적인 분석을 하였다. Table 12

의 결과를 보면 세 군 모두 중재연구 전 후 차이는 없었다(Table 30). 

 

Table 30) Number of subjects in electrocardiogram(pilot) 

 
Placebo(n=5) Treatment-EK(n=5) Treatment-EK+OS(n=5) p-value 

1)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EKG * 
Normal 5 5 5 5 5 5 

NA 2) 

Abnormal 0 0 0 0 0 0 

1) Within group comparison, McNemar test, P < 0.05 

2) NA: Not Applicable 

* EKG, Electrocardiogram  

 

15.2.6..6. 이학적 검사 결과 

이학적 검사는 연구자의 의학적 판단 하에 정상/비정상으로 구분한 후 통계적인 분석을 하였다. Table 31 

을 보면 시험 식품 섭취 후 세 군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치료를 통해 질환

이 조절되지 않거나 연구 기간 중 증상이 심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연구자의 판단 하에 질병으로 

인한 연구참여가 가능한 지를 확인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Table 31) Number of abnormal subjects in physical examination(pilot) 

 Placebo(n=5) Treatment-EK(n=5) 

Treatment-

EK+OS(n=5) p-value 1)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Cardiovascular system 0 0 0 0 0 0 NA 2) 

Respiratory system 0 0 0 0 0 0 NA 

Digestive system 0 0 0 0 0 0 NA 

Endocrine system 0 0 0 0 0 0 NA 

Urinary system 0 0 0 0 0 0 NA 

Reproductive system 0 0 0 0 0 0 NA 

Skeletal/Muscular 

system 
0 0 0 0 0 0 NA 

Integumentary system 0 0 0 0 0 0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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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rvous system 0 0 0 0 0 0 NA 

Psychological 0 0 0 0 0 0 NA 

1) Within group comparison, McNemar test, P < 0.05 

2) NA: Not Applicable 

 

15.2.6..7. 이상반응 

연구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이상반응을 각각의 발생건수, 임상시험용 식품과 관련성(대조식품 및 시험식

품)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Table 32). 세 군 사이 이상반응의 상세한 정보는 Table 33 에 별도로 제시하였

다. 임상시험 기간 동안 각 섭취군에서 발생한 이상반응은 대조군 2명(40%), 시험군 1명(20%)이었다.  이

들 이상반응은 모두 중대한 이상반응(SAE)은 아니었으며 중증도는 모두 경도(Mild)로, 전문의의 관찰 시 

시험식품 섭취를 중단할 정도로 의학적인 문제가 되는 사례는 없었다. 또한, 연구기간 중 증상은 모두 소

실되었다. 모든 이상반응의 경우 세 군 간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Table 32) Adverse events during intervention(pilot) 

  Placebo(n=5) Treatment-EK(n=5) 

Treatment-

EK+OS(n=5) 
p-value 1) 

Total  2 1 0 0.287 

Relevance / Severity 

No assessable 

Probable 

Possible 

Remote 

None 

0 

0 

1 / mild 

0 

1 / mild 

0 

0 

1 / mild 

0 

0 

0 

0 

0 

0 

0 

0.478 

Serious adverse events  none none none  

Unrecovered adverse 

events 
 none none none  

1) Within group comparison, McNemar test, P < 0.05 

2) NA: Not Applicable 

 

Table 33) Description of each adverse events(pilot) 

Symptoms, Number of cases (%)  Placebo(n=5) 
Treatment-

EK(n=5) 

Treatment-

EK+OS(n=5) 

Mild fatigue, n (%) 1 (20.0) / possible 1 (20.0) / possible 0 (0.0) 

Fever/abdominal pain, n (%) 1 (20.0) / none 0 (0.0)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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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 예비시험의 결론 

감태 주정추출물 및 감태/쌀겨 주정추출물의 1주간의 섭취 후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감태 주정추출물

에서만 수면다원검사에서 stage 3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수면 설문검사를 통한 주관적인 수면의 

평가에서는 세 군 사이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예비시험을 근거로 했을 때 본시험의 1차 유

효성 평가 변수로 수면다원검사를 이용하는 것과 감태 주정추출물의 대조군 대비 수면의 질 개선 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감태 주정추출물 및 감태/쌀겨 주정추출물의 1주간의 섭취

로 의료진이 판단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이상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연구를 계속 진행하는데 있

어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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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인체시험심의위원회(IRB) 승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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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동의서 

피 험 자 동 의 서 

 

1. 본 인체시험은 단지 연구목적으로만 수행되며, 본 연구는 수면증진 기능성식품의 임상평가 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입니다.  

2. 시험하고자 하는 제재는 쌀겨 성분 또는 감태 성분과 비슷한 성상을 가진 위약으로 두 가지는 인체에 무해합니다. 

3. 피험자는 시험 제재를 시험 시작 때 받게 되며 일일 섭취량은 일상식이에서 섭취할 수 있는 양 내에 있습니다. 

피험자는 위약군과 시험제재군 섭취군 등 두 군으로 나누어져 총 7 일(최소 6 일에서 최대 10 일) 동안 제재를 

섭취하게 됩니다. 

4.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면 시험 시작과 종료에 한 번씩 기본적인 신체검사를 할 것입니다. 

5. 본 연구를 위해서 피험자는 시험자(모니터 요원)가 지시하는 대로 하루 일과를 유지해야 하며, 정해진 제재를 

정해진 양대로 1 일 매일 섭취하여야 합니다. 시료는 식품 재료 외에 어떠한 첨가물이나 처리가 가해지지 않았으므로 

피험자에게 예견되는 불편이나 위험사항은 없습니다. 

6. 시험에 참여하는 동안 섭취하는 제재는 무상으로 지급되며, 발생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피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피험자 개인의 측정 결과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시험 완료 후 시험결과에 근거한 제품의 효능에 대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별첨 『피험자 보상에 관한 규약』참조).  

7. 피험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은 보장되며 시험 자료는 학술적인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이 동의서를 읽고 이해하였으며,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합니다. 

 

주    소 :  

연 락 처 :  

2013.      .  

피  험  자 : (성명)                       (서명) 

시험책임자 : (성명)                       (서명) 

 

 

※ 만일 본 연구에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인체시험과 관련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연구실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수면환경연구소 한진규: 070-7090-3304 / 서울대 보완통합의학연구소 윤지영: 010-8939-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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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CRF (case report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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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설문지 모음 

15.6.1. 피츠버그 수면의 질 평가 설문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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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점수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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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 주간 졸음 측정표 (ESS, Epworth Sleepiness Scale) 

 

  

전혀 졸리지 

않다 

(0) 

조금 

졸리다 

(1) 

보통 

졸리다 

(2) 

상당히 

졸리다 

(3) 

1. 앉아서 독서할 때         

2. TV 볼 때         

3. 공공장소에서 하는 일 없이 가만히 앉아 있을 때         

4. 한 시간 이상 계속 운행 중인 차 속에서 승객으로 

앉아 있을 때 
        

5. 오후에 쉬면서 혼자 누워 있을 때         

6. 앉아서 상대방과 대화할 때         

7. 술을 마시지 않고 점심식사 후 조용히 앉아 있을 

때(성인만 대답-학생은 해당사항 없음) 
        

8. 차에 타고 몇 분 동안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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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주간졸음 척도 (Stanford sleepness scale, SSS) 

 

 

당신은 지금 얼마나 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 중 당신의 현재 느낌과 가장 가까운 번호 하나만 v 표 하세요. 

 

□ 1. 전혀 졸리지 않고, 정신이 맑고 활기참을 느낀다. 

□ 2. 최상의 상태는 아니지만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다. 

□ 3. 정신을 차리고는 있지만 다소 나른해진 상태이다. 

□ 4. 약간 정신이 몽롱하고 기운이 없다. 

□ 5. 몽롱해서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고, 정신을 계속 차리고 있기가 힘들다. 

□ 6. 졸리고 멍한 상태이며, 눕고 싶다. 

□ 7. 눈은 뜨고 있지만 깨어 있을 수가 없다. 금세 잠들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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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스트레스 (Stress)  

 

문항 
전혀 

없다 

간혹 

있다 

종종 

여러번 

거의 

매번 

언제나 

항상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자신이 생활신념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좌절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처한 환경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게 느끼거나 불안해한 적이 있습니까?      

할 일들이 너무 많아 정말 중요한 일들을 잊은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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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만성피로증후군 설문 

 

1 
당신은 요즘 계속 피로를 느끼거나, 자주 피로를 

경험하십니까? 
예 □ 아니요 □ 

2 

1) 피로 증상으로 이전에 다른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찰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진찰 받은 적이 있다 □ 없다 □ 

2) 이러한 피로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       ) 개월 전 

3 
이러한 피로는 사업이나 직장, 가사 일을 계속해서 

과도하게 할 때 발생합니까?  

계속되는 과로에 의해 발생한다 □  

과로와 상관없이 피로를 느낀다 □ 

4 피로를 느낄 때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면 호전됩니까? 호전된다 □ 호전되지 않는다 □ 

5 

피로로 인하여 당신이 직업이나 사업을 수행하는데(예를 

들면 회사원이 회사 일을 하는데 혹은 주부면 

가정생활을 꾸리는데) 상당한 어려움으로 느끼십니까? 

예 □ 아니요 □ 

6 

1) 사업이나 가사일 및 직장일(교육생활)을 수행하는데 

집중이 안 된다. 
예 □ 아니요 □ 

2) 최근에 일어난 일이나 자신이 한 일을 자주 기억하지 

못한다. 
예 □ 아니요 □ 

7 
피로와 더불어 목이 따끔거리거나 음식을 삼킬 때 

통증을 느끼십니까? 
예 □ 아니요 □ 

8 
피로와 더불어 목이나 겨드랑이에 만지면 아픈 콩알 

같은 것(림파선)이 만져집니까? 
예 □ 아니요 □ 모르겠다 □ 

9 
피로와 더불어 온몸이 쑤시고 근육이 뻐근한 증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요 □ 

10 

1) 피로와 더불어 발목, 손목 등 여러 관절이 쑤시고 

아프십니까? 
예 □ 아니요 □ 

2) 관절통이 있다면 관절이 붇거나 빨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동반된다 □ 동반되지 않는다 □ 

11 

1) 피로와 더불어 머리가 쑤시고 아픈(두통) 증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요 □ 

2) 두통이 있다면 형태가 새롭거나 강도가 더 

심해집니까? 

새로운 두통 이거나 더 심해진다 □ 

예전부터 있던 두통이며 더 심해지지 

않는다 □ 

12 
잠들기가 어렵기도 하고 쉽게 깨며, 자고 나도 피로가 

회복되지는 않는 것을 경험합니까?  
예 □ 아니요 □ 

13 
피로 후에 온몸에 힘이 없고 노곤한 전신무력감이 하루 

이상 지속됩니까? 
예 □ 아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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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식사일기 

식사 일기  

20  년  월  일  요일 

 

 

 

언 제 어디서 어떤 음식을 어떤 재료/상표명 얼마나(눈대중량) 

간 식 

( 시 분) 

    

아 침 

( 시 분) 

    

간 식 

( 시 분) 

    

점 심 

( 시 분) 

    

간 식 

( 시 분) 

    

저 녁 

( 시 분) 

    

간 식 

( 시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