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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병 환자에서의 카페인 투여 급성반응
김도관 * • 박종세 * * . 김용식 *

Acute Effects o f Caffeine Challenge in Schizophrenics
Do-Kwan Kim, M.D.*, Jong-Sei Park,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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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카페인은 현재 가장 많이 소비 되어지고 흔히 접할
수 있는 중추신경 흥분제 중의 하나로서(Gilbert

1981), 우리나라 대다수의 정신과 병동에 있는 환
자둘이 비교적 자유로이 카페인 함유 제재를 복용
혹은 남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성 정신과 병동에
서의 카페인 남용은 점차 보편화 되어지고 있으며,
이는 임상적으로 중요한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다.

Hyde(1985) 는 정신분열병 환자는 어떤 종류의 중
추신경 흥분제라도 그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고 주
창한 바 있으며, 카페인의 사용은 정신분열병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금기사항으로 알려져 왔으나 카페
인이 정신분열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 일련의 동물 실험 연구에서는 카페인이 정
신분열병 환자의 중상을 선택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음이 시사 되고 있다. Corrode (1972) 은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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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백서의 대뇌 mesolimbic region과 striatum에서

Dopamine의 유리를 억제 하고 이로 인하여 Dopa
mine의 교체를 감소시키게 된다고 보고 한 바 있
으며, Lucas등(1987) 은 카페인이 설치류의 대뇌 me

socortical system과 mesolimbic system에서 Dopa
mine을 유리시켜 이에 의한 음성 되먹임 기전으로
신경원들의 점화율이 감소 됨을 보고 하였다. 즉
카페인은 정신분열병의 해부학적 병리 위치로 여
겨지는 mesocortical system과 mesolimbic system
에서 Dopaminergic function을 선택적으로 중가시
킨다는 것이 시사 된다.
동물을 사용한 실험연구 외에 현재까지 진행된
몇 몇 임상적 연구 보고에 의하면, 정신과 환자들의
카페인 남용은 정신병적 중상올 유발하거나(McMa-

namy와 Schuber 1936 ；Mikkelsen 1978) 악화 시킬
수 있으며 (Winstead 1976 i De Freitas와 Schwartz,
1979), 카페인올 과량 복용하는 환자들은 불안 긴
장과 우율감을 더욱 심하게 경험하게 된다(Greden
1978 ；Boulenger동 1984 ; Charney등 1985) 고 한
다. Mikkelsen(1978) 은 정신분열 병 환자가 불안감율
느낄때 그 해소 방안으로 카페인을 과량 소비하게
되며 이것은 다시 극심한 불안과 급기야는 정신중적
파괴를 이르게 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는 증례들올
보고 하였으며, Benson과 David(1986) 는 만성 정
신분열병 환자들의 카페인 남용은 환자들의 임상
치료에 심각한 차질율 초래케 하는 향정신성 약물

복용의 행동 양태 중의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러한 임상 보고둘은 대조군올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아니지만, 카페인이 정신분열병
환자의 중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카페인의 약리 작용은 정신분열병의 병적
중상과 유관할 것이라는 가정올 할 수 있다. 본 연
구는 정신분열병 환자에서의 카페인의 급성 약리
작용 효과를 파악할 목적으로, 18명의 DSM-II1 진단
기준에 의거한 정신분열병 환자들올 대상으로 하여
정상 대조군을 두고 이중맹 위약 조정 구성으로 10

(2) 정상 대조군
정상 대조군은 의과대학 의학과 및 간호학과 학
생중 정신질환의 과거력 및 가족력이 없고, 타 신체
및 신경질환을 앓고 있지 않으며, 카페인 투여 검사
전 4주둥안 어떠한 약물도 복용하지 않은 건강인올
대상으로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

tory 검사를 시행하여 정상범위의 소견을 보인, 연
령분포 18세~24세의 남자 13명 여자 3명 총 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mg/kg 용량의 카페인 무수탐산을 경구 투입하여 60
분 이후의 약리 반응을 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연구에 선택된 환자군과 건강인군 모두에 대하여

(BPRS), Hamilton Anxiety Scale (HAMA), 혈압 및
맥박수, 그리고 혈청 카페인 농도 등을 사용하여

카페인 투여 검사일 전까지 최소한 2주 이상 카페인
함유제재의 복용을 제한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측정 비교하였다.

카페인 금단중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없었다. 검사
당일에는 각 연구대상에 대하여 10mg/kg 용량의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카페인 무수탐산 산제를 녹인 진저엘이나 플라세보
진저엘을 double blind placebo controlled design으
로 경구 투입하여 약리반응올 카페인 투여 전과 카
페인 투여 후 60분에 걸쳐 측정 하였다. 카페인의

(1) 정신분열병 환자군

급성 약리 작용에 의한 심리 상태의 변화에 대한

본 연구의 대상 환자군은 경기도 용인 소재의 용

측정 도구로 BPRS와 HAMA롤 사용하였으며, 생리적

인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중 면담이 가능하고,

변화에 대한 측정도구로 혈압 및 맥박수 그리고 혈청

DSM-I1I의 정신분열병 진단 기준에 맞고, 유병기간

카페인 농도를 사용 하였다. BPRS와 HAMA의 판

이 2년 이상 경과 되었으며, 두부외상, 경련성 질환,

정은 2명의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면담하고 병록지 롤

전기경련요법등의 과거력이 없고, 신체 및 신경질

검토한 후 내린 것을 비교 검토하여 신뢰도를 높인

환으토 인한 타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만을 포함

후 실시하였다(BPRS, r=.75 ; HAMA, r=.8l). 채

시켰다.
선택된 환자들은 카페인 투여 검사일 전까지 최

혈액은 EDTA병에 채취하여 一20°C 이하에서 보관한
후 2주 이내에 혈청 카페인 농도를 측정하였다.

소한 2주이상 카페인 함유제재(Graham 1978) 의
복용율 제한 하였으며, 카페인과 항정신병 약물간의
약물 상호작용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최소한 4주

3) 혈청 카페인 농도 측정

흉분이 심한 환자에 게는 flurazepam 또는 chloral hy-

(1) 기 구
HP 1090A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
raph, 79847 Autosampler, DR5 Solvent Delivery Sy

drate를 경구 투여 하였고 중상의 악화가 위험하다고

stem, Filter Photometric Detector, 3392A Integrator

판단 될 때는 즉각 적절한 조치와 함께 연구대상에서

둥이 사용 되어졌다.

동안의 약물 배설기간을 두었다. 이 기간중 불면이나

제외 시켰다.
최종적으로 18명의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들이
대상이 되었는데，연령분포는 26세〜48세 였고 이중
남자가 10명 여자가 8명 이었다.

(2) 시 약
a) 표준 용액
Sigma Co.의 카페인 lOOmg올 methanol 100ml에

용해시킨 용액을 표준 용액으로 하고, Sigma Co.의
7-ethyltheophylline lOOmg을 methanol 100ml에 용
해 시킨 용액 시킨 용액을 internal standard로 하

카페인이 환자군과 건강인군 각각에 미치는 약리
작용에 대하여는 카페인 투여 전후의 측정치를 비

였다.

b) 용매와 화학약품

교하여 t-검중과 분산분석으로 검중 하였으며, 환자

acetonitrile, distilled water, peroxide free diethyl

군과 건강인군 양군에 대한 카페인 약리작용의 비

ether, anhydrous sodium sulfate, carbonate buffer

교는 이원 배치법으로 약물(카페인 VS 플라세보)과
진단(환자군 VS 건강인군)간의 상호 작용을 관찰

(3) 측정방법

하여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을때 t-검중을 시행하였

혈청 카페인 농도의 측정은 기존의 간행된 방법

다• 한편 혈청 카페 인 농도와 카페인 약리작용 간의

(Hartley, 1985 ; Park, 1988—submitted) 에 따랐으
며 그 개략적 절차는 Fig. 1에서 제시하였다.

상호 관계는 Spearman의 상관 분석으로 검중하였다.

Blood Flasma, lml
ISTD, 5ul
pH 9L5 (adjusted witfi carbonate buffer, 0.1삶
一 N^SO,, 0.5g
ether, 5ml
s h a k e , lO m in .

mixer, 30sec
centri£uge(3000rpm, 5min)

v o r te x

layer

org.

discard

• evap. to dryness
• dissoL in medianol, 200ui
HPLC

HPLC operating conditions
• cx)lumn:Hypersil-CffDS (10cm x 4rfimmTD, 5um paitic)^)
• mobile phase:(A) water (B) acefconiirile
g r a d ie n ts

% ( B ) ------------- > 1 0 % ( B )
3min.

flow rate: 1.0d4/imn.
detector:LTV 280nm

7min.

> 40%(B)

Rq« 1. Procedure of deter xmnalion of plasma caffeine level

양군간 시기별 비교에서 정신분열병 환자군에게
카페인올 투여했을 때, 홍분ᅳ긴장 중상군에 있어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악화가 있었으나

(F=1.50, K .0 5 ；Table 1), 나머지 중상군들의 시

1) 카페인이 행동상에 미치는 영향

기별 양군간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카폐인 투여군과 풀라세보 투여군의 측정치를

이르지 못하였다. 반면에 불안一우울 중상군의 카

분산분석과 t-검중율 사용하여 비교한 결과, BPRS
개개 항목의 기준 평점과 카페인 투여 60분 후의

페인 투여 후 중가는 건강대조군에 비하여 오히려
정신분열병 환자군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시기별 비교에서는 환자군과 건강대조군 모두에서

(Fig. 2), 이 또한 통계적 유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

양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였다.

그러나 BPRS의 subscale들(불안ᅳ우울, 위측ᅳ

2) 카페인이 비특정성 불안 유발에 미치는 영향

지연, 사고장애, 홍분ᅳ긴장, 망상一의심 중상군)의
비교에서는 몇몇 중상군에 있어서 환자군과 대조
군의 차이를 보였다(Fig. 2). 즉 건강대조군에 비해

카페인 투여군과 풀라세보 투여군의 측정치를

정신분열병 환자군에서는 사고장애, 홍분ᅳ긴장,

비교 검중한 결과, HAMA총점과subscale룰(신체적

그리고 망상ᅳ의심 중상군등의 subscale들이 카폐

불안, 심리적 불안 중상군)에 대한 카폐인 투여 전

인을 투여 한 후 각각 중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의

후의 시기별 비교에서 정신분열병 환자군에서는
거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건강대조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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免 Schizophrenic patients placdx) group (N= 9)
HC Healthy subjects caffeine group (N= 8)
SC Sdiizophrenic padenls caffeine 0 noup(N= 9)
♦ p< .05 patients v healthy subjects, paired t-testandANOVA
Fig. 2. Comparison of caffeine induced net increase in subacales of BPRS in healthy subjects and

1. Effect caffeine and placebo on ratings of
activation and somatic anxiety in healthy
subjects and schizophrenic patients*
from
Drug
Base line Change
Group
base fine
Activation
Heakhy
Plaodx)
1.17 ±018
004 土(X45
133 ±0 그8
029 ±0*37
subjects Gafeine
Pkodx)
Patients
199 ±029
0.71 土02^*
C^eine
202 土033
1 그1 土
Somatic anxiety
Healthy
Plac^X)
0.48 土0.70 -ai8± 0.4^
subjects Caffeine
029 土(X31
0.64 ±0.7^*
Placdx)
033 土0.41
005 ±023
P&Jienls
Cafi^ne
025 ±030
a(»±ai9
somatic air
factor score of BPRS and HAMA re^>edively.
»p<.05, change from baseline, caffeine v {났acebo:
paired t-test (two-tailed) and ANOVA
Table

현격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건강대조군에서는 산체
적 불안 중상군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불안 지수의 중가가 나타났으며. 이는 또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F=7.33, PC.05 ; Table

1). 즉 카페 인에 의하여 유발되는 불안 정도에 대하여
정신분열병 환자군에서 건강대조군에 비하여 감도
감응성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관찰하였다.

3) 카페인이 혈압과 맥박수에 미치는 영향
앉은 위치에서 측정한 수축기가 이완기 혈압 및
맥박수에 있어서 카페인 투여에 의한 급성 변화는
환자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만 건강대조군의 경우 이완기 혈압이 플라
세보 투여군에 비해 카페인 투여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중가를 보였다(F= 1.98, PC.05 ；Ta

ble 2).
4) 카페인에 의한 급성 반응과 혈청 카페인 농도
와의 상관관계

2주간의 카페인 함유제재 복용 제한 후 카페인

2. ESect o£ cafieine and placebo on diastoHc
blood pressure in healthy subjects and
sdiLaophrenic
Change from
Q-oup
Drug
Base fine
base Hne
Healthy Placebo 75l63 ±10.50 -188 土753*
subjects Cafeine 75l63 土 6l78 5tOO±5i35J*t
Patients Pfecdx> 7H89 ±12*69 a22 土13그4
Caffeine 82^22 土12XE H I 土 7*82
►p < .05^ change feotnm basdbe,
bas^ne, cafisne v placdso,
t-test(two니tailed} and ANOVA
Table

투여 검사전의 기준 혈청 카페인 농도를 측정한 결과，
본 연구대상의 정신분열병 환자 모두는 혈청 카페인
농도 0.1PPM이하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건
강인군도 두명의 건강인이 저농도의 혈청 카페인
농도를 보이는(0.5PPM, 0.6PPM) 외에 거의 모든
대상이 0.1PPM이하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었다. 10

mg/kg용량의 카페인 무수탐산을 투여한 이후 60분
후의 혈청 카페인 농도룰 측정한 결과, 정신분열병
환자군에서는 5.1PPM~11.8PPM 범위를 건강대호
군에서는 8.0PPM〜13.9PPM 범위를 각각 보이고
있었으며 양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카페인에 의한 급성 반응과 혈청 카폐인 농도와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건강대조군의 경우BPRS총점

Cr=.47, PC.05) HAMA 총점 (r=.47, PC.05), 그리
고 신체 적 불안 중상군(r=.41, PC.05 ；Figure 4)
둥에서 혈청 카페인 농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반면 정신분열병
환자군의 경우 BPRS의 홍분一긴장 중상군 만이
혈청 카페인 농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
이를 보이고 있었다(r=.63, PC.05 ；Figure 3).

고

찰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해석에는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연구성적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개개 관찰항목에 대한 측정치의 표준편
차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판정치의
치우침, 측정도구의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의한

것 일수도 있으나, 카페인에 대한 개개인의 감도
감웅성의 차이에 비롯될 수 있겠다. Goldstein등

(1965, 1969), Elkins등(1981), Victor둥(1981), Battig둥) 1984) ，과 Rapoport둥(1984) 들의 보고에 의
하면 건강안들에서도 카페인에 대한 감도 감옹성의
개인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신분열병
환자군 내에도 카페인에 대한 감도 감옹성에 있어서
여러가지 상이한 신경생리학적 아군이 존재한다고
한다(Mikkelsen 1978). 둘째, 연구대상의 표본 숫
자가 너무 적어서 각 관할 항목에 대하여 양군의
차이가 현저하지 않으면 자료처리 과정에서 감지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셋째, 음성 중상올 주로하는 환
자군의 행동상의 변화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검사
자간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 되어 왔으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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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도 역시 같은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1.5

Change in rating score of Activation

Fifl. 1 Correlation between ca^ne induced change in
Acfivsdon and plasma ca&ine ievds in healthy
subjects and schjzojrfuenic patients.

이러한 해석상의 제한점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Mikkelsen 1978 ；De Freitas와 Schwa

rtz 1979 ; Benson과 David 1986 ; Lucas등 1987) 와
달리 4주 이상의 약물 배설 기간을 두어 항정 신병약과
카페인간의 약물 상호작용 효과를 배제 시켰으며,
대조군올 두고 placebocontrolled doubleblind me-

thod로 연구를 진행하여, 정신분열병 자체에 대한
카페인의 순수한 작용올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정신분열병 환자군은 카페인에 의하여 홍분一긴장
중상군등의 정신중적 상태가 악화 될 수 있으며，
반면
건강인과 비교하여 카페인에 의한 불안 유발의 감도
감응성은 오히려 저하된다는 사실이 본 연구에서
밝혀 졌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의 중례보고나 대조
군을 두지 않는 이중맹 연구에서의 카페인의 정신
분열병의 정신중적 중상을 선택적으로 악화 시킨
다는 견해와 일치 되는 소견이 라고 하겠다. Schechter

(1977) 는 adenyl cyclase가 포유동물의 대뇌에서
Dopamine의 수용체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
으며，정신분열병 환자에서는 이러한 신경전달물질
계통의 이상이 이미 초래 된 상태 이므로, 카페인이
정신분열병 환자의 대뇌에서 초과민 반응을 일으켜
정신중적 상태를 유발또는 악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
Change in rating score of somatic anxiety

Fig^ 4. Condalion between caSdne induced diange in
somatic anxiefy and {Jasma caSedne kveb in
heallhy subjects and schizophrenia.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임상적 견지에서 만성 정신과 병동에
서의 카페인 함유제재 남용을 제한 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Greden 1976 ；Hyde, 1985)을 뒷받침

：1067〜 1071

하고 있으며, 정신분열병 환자의 중상의 악화나 재

Charney DS, Heninger GR, Breier A(l984) ••Nora

발에 있어서 카페인 남용이 유의한 영향을 미칠수

drenergic function in panic anxiety. Arch Gen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Psychiatry 41 : 751 〜 763

Charney KS, Heninger GR, Jatlow PI(1985) : Inc

결

론

reasedanxiogertic effects ofcaffeine in panic disor
ders. Arch Gen Psychiatry 42 : 233〜 243

본 연구는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카페인의 급성

Corrodi H, Fuxe K and Jonsson G(1972) • Effects

약리 작용 효과를 파악할 목적으로, 18명의 DSM-U1

of caffeine on central monoamine neurons. J

진단 기준에 의거한 정신분열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Pharm Pharmac 24 * 155〜 158

하여 정상 대조군을 두고 이중맹 위약 조정 구성으로

De Freitas B, Schwart2 G(1979) • Effects of caffeine

10mg/kg 용량의 카페인 무수탐산을 경구 투입하여

in chronic psychiatric patients. Am J Psychiatry

60분 이후의 약리 반응을 관찰하여 다음의 결과를

136(J0)1337〜 1338

Elkins R, Rapoport JL, Zahn TP, Buchsbaum MS,

얻었다.

1. 정신분열병 환자군은 카페인에 의하여 홍분一
긴장 중상군 등의 정신중적 상태가 악화되었다.

Weingartner H, Kopin U, Langer D, Johnson
C(l98l) : Acute effects ofcaffeine in normal pre

2. 반면 정신분열병 환자군은 정상대조군과 비교

pubertal boys. Am J Psychiatry 138(2)178ᅳ •183

하여 카페인에 의한 불안 유발의 감도 감웅성은 오
히려 저하되었다.

Gilbert RM(l98l) * Caffeine ; Overview and antho

이러한 연구결과는 카페인이 정신분열병 환차의
정신중적 상태를 유발 또는 악화 시킬 수 있음울

logy, in M iller SA(,ed) ' Nutrition and behavior.
Philadelphia, Franklin Institute Press ppl45 ᅳ
166

시사하며, 임상적 견지에서 만성 정신과 병동에서의

Goldstein A, Warren R, Kaizer S(1965) *Psychotro

카페인 함유제재 남용올 제한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pic effects ofcaffeine in man, I Individual differe

주장올 뒷받침 한다.

nces in sensitivity to caffeine-induced wakefulness, J ofPharm and Exp Ther 150(1) 156〜 159
Goldstein A Daizer S, Whitby 0 (1969) Psycho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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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te Effects of Caffeine Challenge in Schizophrenics
Do-Kwan Kim, M.D., Jong-Sei Park, Ph.D.,
Yong-Sik Kim, M.D.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Chairman ；Prof. Chung-Kyoon Lee)
**Korean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Doping Control Center, Seoul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acute effects of caffeine in chronic schizophrenia.
Eighteen DSM-III diagnosed chronic schizophrenic patients and sixteen healthy subjects were
orally administered caffeine, 10mg/kg, in a double blind placebo controlled design after being
free of caffeine for a minimum of 2 weeks. The effects of caffeine were assessed by employing

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Hamiltion Anxiety Scale, and measures of blood pressure, pulse
and plasma caffeine levlel, prior to the challenge and 60 minutes afterward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I
1) Activation factor(tension, excitement, mannerism and posturing) of BPRS was worsened
significantly by caffeine challenge in the schizophrenic patients.
2) Caffeine produced significant increase in somatic anxiet factor score of HAMA in the healthy
subjects.
3)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blood pressure and pulse rate between caffeine and
placebo- group except sitting diastolic BP in the healthy subjects, which was higher in experimen
tal group.
There findings suggest that caffeine tend to exacerbate symptoms of psychosis but do not
increase anxiety in the schizophrenic patients compared with the healthy subjects demonstrated
decreased sensitivity to the anxiogenic effects of caffe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