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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의 일일 카페인 섭취 수준 및 고카페인 음료의 섭취량 및 섭취 동기, 섭취
후 경험한 신체적 증상과 고카페인 음료가 건강에 미치는 주관적 인식 등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3년 11월 1일에서 12월 2일까지 이루어졌으며 K시 일개 대학생 중 연구 참여에 동의
한 자 32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최종적으로 291부를 분석하였다.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의
서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상자가 고카페인 음료를 통하여 섭취하는 하루 카페인 양은 평
균 13.81 (29.81)mg 이었고 시험기간에는 평균 섭취량이 이의 세 배 이상인 30.00 (47.03)mg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고카페인 음료의 섭취 동기는 학업과 관련된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 고카
페인 음료 섭취 후 경험한 신체적 증상에 대한 보고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학생은 고카페인 음료가
건강에 해롭다고 응답하여 고카페인 음료가 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폭넓은 표집에 의한 반복 연구 및 고위험 음주, 신체
및 정신 심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는 연구가 시행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핵심어 : 에너지 드링크, 고카페인 음료, 건강, 학생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daily amount of caffeine, motive, physical symptoms, and
subjective perception for energy drink consumption. The participants were 291 students of nursing college
located in K city,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1th to November, 2nd 2013, and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of SPSS 18.0 program. The result were as follows; 1) Daily mean amount
caffeine from energy drink was 13.81(29.81)mg, and 30.00(47.03)mg when test period. 2) Main reason of
energy drink consumption was related to perform study. 3) Physical symptoms were not reported after
energy drink consumption. 4) Most students responded energy drink affect negative influence to physical
health. According to these result, repetitive study with wide sampling method need to be conducted, and
the correlation study between energy drink and alcohol addiction, or psycho-physiologic problem should be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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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카페인 음료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2010년 이후로 이의 소비가 청소년 및 20대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1]. 고카페인 음료는 1987년 최초로 음료로서 시장에 등장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널리 펴지게 되었으며 이는 전형적으로 카페인, 과라나, 타우린, 글루코노락톤,
그리고 비타민 B 등을 포함하고 있다[2]. 우리나라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는 ml당 카페인 함량이
0.15mg이상인 음료를 고카페인 음료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는 에너지 드링크에

포함된 성분들은 매우 다양하고 시중에 있는 종류만 해도 수십여 가지이고 카페인 함유량 또한
30mg에서 207mg까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3].

고카페인 음료는 에너지 드링크라는 이름과 동일하게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일시적인 각성 피
로감 해소 및 주의력과 집중력 향상 효과로 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집중력이
필요한 운동 선수들, 또는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서 그 사용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그러나, 고카페인 음료의 에너자이징 효과는 이의 주성분인 카페인 때문이며, 이의 생리학적 기
전을 살펴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더욱 크다. 즉,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각성효과를 일으
키고[4], 세포내 칼슘농도를 증가시켜 노어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하며 도파민 수용체를 민감하게
한다. 즉, 고카페인 음료의 에너자이징 효과는 몸이 휴식을 요구한다는 뇌의 신호를 차단함으로써
오는 것이며, 뇌가 피곤하지 않다고 여기게 속이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결국 혈압과 심박수
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5]. 따라서, 이의 부작용은 심각한 수준이며, 고카페인 관련 연구가 활
발한 외국의 몇몇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카페인 음료의 섭취는 발작, 급성 조증, 뇌졸중과 관련이
있으며[6], 고카페인 음료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은 불안, 불면, 탈수, 소화기계 문제, 안절부절함,
홍조, 이뇨, 그리고 심박동수 증가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7]. 또한, 고카페인 음료 섭
취 후 부작용은 청소년 응급실 내원 이유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8], 호주, 아일랜드, 스웨덴
에서는 이의 섭취로 인한 사망도 보고되고 있다[9].
이렇듯 에너지 드링크와 관련된 건강문제가 발견되면서 FDA는 음료 350ml당 카페인 함유량을
65mg으로 제한하고 있으며[10], 캐나다에서도 2011년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제한하고 표기

에 관한 규제를 시작하였다[11].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12월 17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안전관리 대책협의회” 회의를 통하여 고카페인 음료의 초, 중, 고교 매점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의
추진에 대한 방침을 정하였으며,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2013년 7월 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특별법 12조 2항에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어린이들이 알아보
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규
정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적인 규제를 추진하였다[12].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고카페인 음료와 관련된 연구는 약 두 편 정도로서 이 중 초중고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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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연구에서는 35%이상이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13],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43.6%의 학생이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조사되었다[14]. 또한, 일부
조사에 의하면 대학생들 중 술에 취하지 않기 위해 에너지드링크를 알코올과 병행하여 마시는 행
태도 보고되고 있으며[15], 수업과 시험, 과제, 취업관련 대비 등에 쫒기며 잠을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카페인 음료의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고카페인 음료의 음용 실태 및 이의 섭취 동기, 섭취 후 신
체적 증상,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국내의 보건학적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영양관련 보건 교육 및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
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고카페인 음료의 일일 섭취량, 신체적 증상 경험점수, 고카페인 음료가 건
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K시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하였으며, 2013년 11월 1일에서 12월 2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회수된 총 320부의 설문지 중 불확실한 응답이나 누락된 자료 29
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91부를 최종 연구결과로 분석하였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 항목은 연구자가 개발한 것으로 일반적 특성 및 고카페인 음료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성별, 연령, 신장, 체중 등을 포함하
였으며, 고카페인 관련 항목 중 하루 동안 섭취하는 카페인의 용량을 알기 위하여 원두커피, 인스
턴트 봉지 커피(자판기 커피), 캔 커피, 녹차, 박카스, 콜라 항목 을 제시하고 각각의 항목에 하루
중 마시는 개수를 적도록 하였다. 또한, 하루에 섭취하는 고카페인 음료의 개수, 시험기간에 섭취
하는 고카페인 음료의 개수,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이유, 의견을 묻는 항목은 선택형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고카페인 음료를 마신 뒤 경험한 증상에 관한 질문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추출된 8개의 신체
적 증상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8개의 문항에 대하여 Likert식 5점 척도로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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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까지 분포하도록 제작하였다. 따라서 항목 당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신체적 증상

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2.4 자료 분석
SPSS/WIN 18.0 프로그램의 서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으며, 대상자 291명 중 남학생은 133명(45.7%), 여
학생은 158명(54.3%)이었고 표본의 평균 나이는 20.48세로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 남학생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174.65(5.71) , 68.38(10.69) 이었으며 여학생은 161.86(4.82) , 53.24(7.49) 으로 조
사되었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81.4%는 비흡연자라고 응답하였으며 흡연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54명으로 연구 참여자의 18.65%를 차지하였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91)
[Table 1] Homogeneity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91)

Characteristic

Categories

Gender

Male

133(45.7)

Female

158(54.3)

Age

Height
Weight
Smoking

N(%) or M(SD)
20.48(2.54)

Male

174.65(5.71)

Female

161.86(4.82)

Male

68.38(10.69)

Female

53.24(7.49)

Yes

54(18.6)

No

237(81.4)

Total(N)

291

3.1.1 고카페인 음료의 일일 섭취량 및 카페인 일일 섭취량
대상자의 일일 섭취 카페인 양 및 에너지 드링크를 통하여 섭취하는 카페인의 용량, 시험기간에
에너지 드링크를 통하여 섭취하는 카페인의 양은 [표 3]과 같다. 카페인 음료는 원두커피, 자판기
또는 일회용 커피 믹스, 캔커피, 녹차, 박카스, 콜라를 포함하였으며, 에너지 드링크는 시중에서 캔

4

Copyright

ⓒ 2015 HSS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5, No.1, February (2015)

형태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다양한 크기의 것이 존재하나 많이 판매하고 있는 250ml를 기준으로
하였다.
일일카페인 섭취량은 에너지 드링크를 제외한 것으로 자가 보고서를 통해 하루 동안 섭취하는
커피, 녹차 등 카페인을 함유한 음료의 개수에 카페인 함량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며 카페인 함유량
은 한국 식품영양학회에서 제공한 자료 [표 2]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조사 결과 하루 카페인 섭취
량의 평균은 남자 74.93(89.72) , 여자 75.42(106.46) 으로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고
카페인 음료를 통하여 섭취하는 일일 카페인 용량은 남자 19.85(34.42) , 여자 8.73(24.53) 로 성별
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대상자가 에너지 드링크를 통하여 섭취하는 일일 카페인의 양은
13.81(29.81) 이었으나 시험기간에는 30.00(47.03) 으로 이의 두 배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
[표 2] 식품의약품안전관리부에서 제시한 음료별 카페인 함유량(2007)
[Table 2] Caffeine Amount of Beverage presented by Kore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2007)

㎎

Categories

Caffeine Amount( )

Brewed Coffee

110

Powder Coffee

69

Canned Coffee

74

Green Tea

15

Bacchus

30

Cola

23

Energy Drink

60

(Unit: Cup, Can, Bottle)

[표 3] 연구대상자의 일일 카페인 섭취량(mg)
[Table 3] Daily Intake Amount of Caffeine(mg)

Beverage Type
Daily Intake Amount of
Caffeine Contained Drink
(Exclude Energy Drink)
Daily Intake Amount of
Caffeine from Energy Drink
(Daily Life)
Daily Intake Amount Caffeine
from Energy Drink
(Test Period)
Tota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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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N(%) or M(SD)

Male

74.93(89.72)

Female

75.42(106.46)

Total

75.19(99.00)

Male

19.85(34.42)

Female

8.73(24.53)

Total

13.81(29.81)

Male

32.93(52.98)

Female

27.53(41.47)

Total

30.00(47.03)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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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대상자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동기
대상자 중 100명(34.4%)은 고카페인 음료를 마셔본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고카페인 음
료를 마셔본 학생들의 섭취 동기 중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한 항목은 ‘학업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
하여’(52명, 17.9%)였다. 다음으로 '잠에서 깨어있기 위함'(49명, 16.8%), ‘맛이 좋아서’(43명, 14.8%),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24명, 8.2%), ‘습관적으로 마신다.’(23명, 7.9%) 순이었다 [표 4].
[표 4] 고카페인 음료의 섭취동기
[Table 4] Motivation of high-caffeinated beverages Intake

Categories

N(%)

Never drunken

100(34.4)

Performance Enhancing

52(17.9)

Awareness

49(16.8)

Tasty

43(14.8)

Better mood

24(8.2)

Habitual drink

23(7.9)

Total(N)

291(100)

3.3 연구 대상자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후 신체적 증상 경험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본 적이 있는 학생 191명에게 에너지 드링크를 섭취한 뒤 경험한 주관적
인 신체적 증상을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본 연구 대상자들이 경험한 신체적 증상은 모두 1
점에서 2점 사이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평균적으로 각 항목에 해당하는 증상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고카페인 음료 섭취 후 경험한 신체증상
[Table 5] Subjective Physical Symptom after high-caffeinated beverages Intake

6

Categories

N(SD)

Difficult to wake up in the morning

1.59(1.22)

Insomnia

1.62(1.24)

Nausea / Vomiting

1.63(1.25)

More tired

1.22(0.90)

Anxiety / Nervousness

1.39(1.08)

Palpitation

1.58(1.26)

Agitation

1.39(1.06)

Bladder irritation(Diuresis)

1.6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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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고카페인 음료가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고카페인 음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건강에 해롭
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194명(66.7%)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해롭다고 인식하는 학생은 34명
(11.7%)이었다. 반면, 응답자 중 33명(11.3%)은 고카페인 음료가 건강에 유익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0명(10.3%)은 건강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6] 고카페인 음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Table 6] Health related Perception for High-caffeinated beverages Intake

Categories

N(%)

Very beneficial

1(0.3)

Beneficial

32(11.0)

Neutral

30(10.3)

Harmful

194(66.7)

Very Harmful

34(11.7)

Total(N)

291(100)

4. 논의
우리나라에 고카페인 음료가 소개된 것은 불과 2010년 이후이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1987년
부터 시장에 등장하였다[2]. 따라서, 외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도 상당수 진행되었으며, Nicole
Pennington(2010)의 체계적 고찰 연구에서 고카페인 관련문헌의 검색 결과에 의하면, 조사 당시 고

카페인 음료와 건강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133편이 검색되었다. 하지만, 이 중 단 하
나의 연구만이 청소년에게 에너지 음료의 건강학적 효과를 알리는 교육적 접근의 효과를 파악한
연구였으며, 몇 몇 연구들은 청소년들에게 이의 잠재적 건강 위험성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고 이
의 섭취에 대해 각성을 높일 것을 규명하는 연구들이었다[16].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867명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Rockett
& Putnam(2002)은 카페인 중독이 건강 및 복지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여성 참

여자에게서 고카페인 음료의 섭취는 전반적인 신체적 건강과 부적으로 관련이 있었으며 남성 참여
자에게서는 알코올과 약물 문제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
또한, 청소년 및 젊은 성인의 문제행동과 에너지드링크 섭취와의 관련성을 파악한 Miller(2008a)
의 종단적 연구에서도 에너지 드링크의 잦은 복용은 마리화나 사용, 위험 성행위, 싸움 및 안전벨
트 미착용, 흡연, 음주문제 등과 정적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17]. 이와 유사한 연구로 45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48.4%가 자주 에너지 드링크와 음주를 병행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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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섭취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한 연구 외에 또 다른 연구에서는 9세에
서 11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중맹검법과 위약을 적용한 연구를 수행하여 습관적으로 에너지 드링
크를 섭취한 군은 대조군보다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음을 밝혀내었다[4]. 이 외에 치아 상아질 미
란, 두통과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도 있으며[18], 케이스 스터디 및 질적 연구를 통하여 고카페인
음료 섭취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도 제시되고 있다 [8],[19],[20].
이렇듯 다양한 연구가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고카페인 음료와 건강과의 관련성을
파악한 연구는 단지 세 편에 그치고 있어[13-14],[[21],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고 비교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겠으나 이를 논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 전체 응답자 291명 중 65.6%(191명)이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본 경험이 있
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Lee, Hur, & Choi (2013)가 대학생 2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88.3%,
204명)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14], 이와 관련한 해외의 연구로서 Malinuskas et al(2007)이 미국

의 아틀란타 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재학생 49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51%는 정기적
으로 에너지 드링크를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22], Oteri, Salvo, Caputi, & Calapai(2007)가
의대생 4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56.9%가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본 경험
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16] 이들 연구에서 모두 표본추출에 있어 임의 추출하였기 때문에 국가
적, 지역적, 대학 풍토, 학업열 등의 차이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일일 고카페인 음료
를 통한 카페인 섭취량은 본 연구에서 전체 응답자 291명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한국식품영양학회
의 자료에 근거하여 한 캔당 60mg으로 계산하여 평균 13.81(29.81)mg,시험기간에는 30.00(47.03)mg
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Lee, Hur, & Choi(2013)의 연구에서는 일주일 단위로 섭취하는 캔의 개
수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나 이지은의 연구에서 대상자가 섭취한 에너지
드링크의 양이 일주일간 평균 0.39캔이라는 결과를 계산하여 보면 이는 일일 3.34mg에 불과하여
본 연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여 고카페인 음료의 섭취량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나 대상자 모두
더욱 치밀하고 주의깊은 조사가 필요하다.
고카페인을 마시는 동기는 두 연구 모두 학업과 관련한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한 후 경험한 신체적 증상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평균적으로 신
체적 증상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조사되었으나 Lee, Hur, & Choi(2013)의 연구에서는 심계항진,
불면증의 항목에서 약 반 수 이상의 학생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에너지 드링크에 포함된 카페인의 양을 파악하기 위하여 250ml의 일반 사이즈 캔
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일부 학생들은 특히 시험기간에 500ml를 마시는 경우도 목격하였으며 브랜
드별로 카페인 함량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대학생들이 섭취하는 정확한 카페인의 정확한 양을 조
사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지역의 일개 한 대학의 학생을 대상
으로 하였으므로 지역 및 학교 특성 등에 따른 연구 결과의 차이도 예상되는 바이므로 추후 폭넓
은 표집에 의한 반복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며, 대학생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교육학적 자료의 개발 및 학업 및 취업, 대학 생활과 관련된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마련되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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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고카페인 음료의 섭취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고카
페인 음료를 통해 섭취하는 하루 평균 카페인의 용량은 13.81mg이었고 고카페인 음료를 제외한
커피 등의 카페인 함유음료를 통하여 섭취하는 일일 카페인 평균량은 75.19mg으로서 식약청에서
제시한 일일 섭취 권장량인 400mg 범위 이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시험 기간에 섭취하는
에너지 드링크를 통한 하루 카페인 양은 30.00mg으로 평소의 두 배가 넘었으며, 고카페인 음료의
섭취 동기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은 ‘학업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하여’(52명, 17.9%)였고 그 다음으로
'잠에서 깨어있기 위함'(49명, 16.8%)으로 조사되어 섭취 동기가 대부분 학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고카페인 음료 섭취 후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증상은 경
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카페인 음료와 관련한 인식조사에서는 반 수 이상인 194명
(66.7%)의 학생이 건강에 해롭다고 인식하였다.

본 연구는 일개 한 대학의 대학생을 임의 추출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에 제한점이 있으며, 표본수의 확장 및 추출방법의 대표성 확보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카페
인 섭취량 및 에너지 드링크 섭취량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알코올 중독, 주의력 집중장애
등 불건강한 정신심리학적 행태와 고카페인 음료 섭취와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국내의 연구도 시행
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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