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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oybean peptide on muscle damage index and hormone 

(testosterone and cortisol) concentration.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3 high school male taekwondo players who had 

participated in regular exercise. They were randomly divided into two groups, one group took soybean peptide (S-peptide, 

n=13) 4 g a day for 4 weeks and the other took placebo (placebo, n=10) for the same time. We obtained blood samples 

before and after experiment and analyzed for CPK (Creatine phosphokinase), LDH (Lactate dehydrogenase), ALD 

(Aldolase), myoglobin, testosterone and cortisol. As for body composi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weight, 

body fat rate and LBM (lean body mass) between the S-peptide and the S-peptide group and placebo group. In CPK, 

LDH, ALD and myoglobin, S-peptide group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placebo group and showed significant 

decrease before and after intaking soybean peptide (P<0.05~0.01). In the concentration of plasma testosterone, S-peptide 

group was increased from two weeks but not significant difference. The concentration of plasma cortisol showed 

significantly decrease in the S-peptide (P<0.01).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intake of soybean peptide have positive 

effect on index of muscle damage and changes of hormone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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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장기간의 지구성 운동이나 최대 무산소성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체 내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원

의 효율적인 이용과 피로 유발 요인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Jeffrey et al., 2000). 스

포츠 활동 뿐 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신체 활동의 에너

지 대사 조절은 유전, 신경계, 호르몬 및 효소 활성 등

의 지배를 받으며 최종적으로 효소가 대사과정을 조절

하는 역할을 한다. 이 중 LDH (lactate dehydrogenase), CK 

(creatine phosphokinase), ALD (aldolase)는 근세포에서 일어

나는 대사 작용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로서, 장시

간 운동에 의해 혈청 농도가 증가하여 신체와 근세포 손

상 및 통증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Seo, 2003). Avery 등 (2003)은 격렬한 운동이 신체에 산

화적 스트레스를 유발시킴으로써 지질, 단백질, DNA 등 

다양한 조직을 손상시키는데 이는 혈장 CK와 LDH 등 

근손상 지표의 상승과 관련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하였

다. 또한, 장기간의 지구적 운동이나 최대 무산소성 운동

은 골격근의 myoglobin 효소 수준을 증가시킴으로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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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결합하여 근세포로의 산소 수송 및 확산을 증가시

키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세포가 괴사되거나 

조직이 손상되어 급 · 만성 근손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운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으로 연결되는 면역 억제 축은 활성화되어 부신피질자극

호르몬 (ACTH), 코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

고 (Smith, 1997), 이러한 스트레스 호르몬의 양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의 성인병 질병발생 

위험이 높아지며 만성피로, 우울증, 생리불순, 식욕 증가 

등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 (Raastad 

et al., 2000). 따라서 장기간의 지구적 운동이나 최대 무

산소성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체에 저장된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피로 유발 요인들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식이요법과 과학적 트레이닝에 대한 중요성이 증폭되면

서, 운동에 의한 피로와 조직 손상으로부터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복을 위한 에너지 보충제의 효과들이 보고되고 

(Law et al., 2009), 또한 선수들은 운동기능 향상을 위한 

영양학적 에너지 보충제 (nutritional ergogenic aids) 사용

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Maughan, 1999). 이것은 운

동 시 에너지 대사를 항진시키거나 운동 시 생성되는 피

로의 지연과 빠른 회복 그리고 근력을 증가하는데 영향

을 미치게 되어 엘리트 선수뿐만 아니라 레저로 운동하

는 사람들도 흔히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Burke and Read, 

1993). Eklöf 등 (2003)은 운동선수들에 있어서 영양소의 

선택은 경기력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과거와는 

다르게 먹는 양은 줄이고 영양가 있는 음식과 영양보조

물을 선택하여 섭취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Chun (2008)

은 전문 및 아마추어 운동선수들의 운동영양보조식품 섭

취 형태의 보고에서 80% 이상의 선수들이 운동수행능력

과 피로회복을 위해 한약, 비타민, 크레아틴, 아미노산, 

인삼, 미네랄, 오메가 등의 성분을 섭취한다고 보고하였

다. 이러한 여러 가지 천연물질을 이용한 영양학적 보

충제의 개발 중 대두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단백질 형태로 섭취한 것에 대한 보고들이 이루어져 대

두 펩타이드에 대한 연구는 미약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대두 펩타이드는 대두 단백질의 가수 분해물

로 단백질 상태보다 흡수가 빠르고, 혈중 아미노산 증

가에 효율적이며, 운동능력 및 체력 향상, 지질대사 촉

진, 단백 강화, 콜레스테롤 저하, 비 알레르기성, 혈압상

승억제, 영양공급과 회복에 관여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

며 (Clare Mills et al., 1992; Lee, 2006), 운동 후, 근손상 

및 피로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Rossi et al., 

1998; Stroescu et al., 1994). 

따라서 본 연구는 고강도의 훈련과 경기를 지속하는 

엘리트 선수 중 태권도 선수들에게 대두 펩타이드를 섭

취하게 하여 근손상 지표 (CPK, LDH, ALD, myoglobin)와 

호르몬 (testosterone, cortisol) 변화의 양상을 분석함으로

써, 대두 펩타이드 섭취가 고강도의 훈련과 경기가 지속

적으로 실시되는 엘리트 선수 중 태권도 선수들에게 대

두 펩타이드를 섭취하여 효과적인 영양공급으로 피로회

복과 운동수행능력 및 생체조절기능에 영향을 주는 기전

을 규명하여 스포츠 식품,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효과성 

검증하고, 태권도 종목의 근육활용 특징에 따른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실험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재료 및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실험의 과정과 의미를 충분히 이

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충청북도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 중 경력 6년 이상의 23명을 선정하였다. 대

두 펩타이드 섭취군 (S-peptide) 13명과 위약군 (Placebo) 

10명으로 나누었으며, 모든 실험대상자는 건강사정법의 

기준에 따라 건강하고 특정한 식이요법이나 약물을 투여

하지 않는 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피검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실험 절차 및 방법 

실험설계. 본 연구는 4주 동안 태권도 운동을 수행하는 

운동선수들에게서 하루 4 g 대두 펩타이드 (Bioland co.,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Group/Item Age (years) Height (cm) Weight (kg) % fat (%) LBM (kg) 

Placebo (n=10)  17.2±0.6 176.9±3.4  67.6±6.0 15.0±0.9 57.5±3.4 

S-peptide (n=13) 17.84±0.3 174.3±4.2 64.61±8.6 15.6±1.5 54.6±3.1 

Values are mean ± SD, LBM: lean body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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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 Korea)를 복용하도록 하였다. 태권도 선수의 주간 운

동프로그램에 따라 평일 새벽 운동 80분, 오전 운동 120

분, 오후 운동 180분, 야간 운동 90분, 토요일에는 새벽, 

오전 운동만을 실시하였고, 오후 운동과 야간 운동은 토

요일 오후, 일요일은 휴식을 취했다. 실험기간 중 부상에 

의한 탈락자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개인 면담을 실

시하고 격려하였다. 

 

채혈 및 분석. 계획된 4주간의 운동프로그램 실시 중 규

칙적인 대두 펩타이드 섭취에 의한 신체조성 및 근육대

사 변인들과 호르몬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 

전, 2주, 4주 후 정맥에서 10 ml 혈액을 채취하였다. 혈액 

성분 분석은 8시간 이상의 공복 후 오전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전완정맥 (antecubital vein)으로부터 10 ml의 

혈액을 채취하여 SST 용기 (BD Diagnostics, USA)에 분

주하였다. 그리고 30분간 실온에 방치한 후 원심분리를 

하여 (3,000 rpm; 10 min) 상층액의 혈장을 추출한 다음 

-20℃에 보관시켜 검사실로 이송하였고 생화학자동분석

기 Hitachi-747 (Hitachi medical. Japan)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LDH, CPK, ALD는 Beckman Paragen 방법과 UV-

Rate법을 이용하여 spectrophotometer로 340 nm에서 측정

하였다. 그리고 myoglobin과 호르몬인 testosterone, cortisol

은 방사성 면역측정법 (Radioimmunoassay, Myoglobin kit 

Daiichi II)과 125I-labelled 항체 (RADIM, USA)를 이용하

여 핵의학적 검사기준인 표준작업지침서에 준하여 측정

하였고, 신체조성은 In body 3.0 (Biospace, Co., LTD, Korea)

을 이용하여 신장, 체중, 체지방과 제지방을 각각 측정하

였다. 

자료처리 

본 실험의 결과는 SPSS 13.0 프로그램과 SAS program

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mean ± SD)로 제시하였다. 

대두 펩타이드 섭취군 (S-peptide), 위약군 (Placebo)의 섭

취 전, 2주 후, 4주 후 검사를 각 시기별로 실시하였고, 

대두 peptide 섭취에 따른 유의성 검정은 ANOVA (one-

way analysis of variance) test 후, 유의성 (P<0.05)이 관찰

되면 위약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

여 student t-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신체조성 변인의 변화 

대두 펩타이드 섭취로 인한 태권도 선수의 신체조성에 

관련된 여러 변인 중 본 연구에서는 체중, 체지방, 제지

방률 전기저항을 이용한 다주파수 생체전기 임피던스 분

석기를 적용한 체성분 분석기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체

중, 체지방, 제지방에서 섭취 전, 2주 후, 4주 후 위약군

과 대두 펩타이드 섭취군의 집단 간 섭취시기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2). 

근육대사 변인의 변화 

태권도 선수에 있어서 대두 펩타이드의 섭취가 근육 

손상과 통증 관련 대사에 미치는 지표 CPK, LDH, ALD, 

Table 3. Changes of CPK, LDH, ALD and Myoglobin 

Group/Item CPK 
(IU/L) 

LDH 
(IU/L) 

ALD 
(IU/L) 

Myoglobin 
(ng/ml) 

Placebo 307±23 440±57 5.49±0.71 20.5±2.6 
Before 

S-peptide 572±89‡ 473±59 5.39±0.62 19.5±1.7 

Placebo 321±71 496±68 5.27±0.93 19.5±2.6 
2 weeks 

S-peptide 501±59‡ 415±76 5.16±0.81 21.6±4.5 

Placebo 20±175 473±68 5.31±0.60 20.3±2.3 
4 weeks 

S-peptide 387±66‡**  405±43†*  4.51±0.66†* 13.2±0.95†* 

Mean ± S.D. †P<0.05, ‡P<0.01 significance of differences in S-peptide and Placebo group, *P<0.05, **P<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pre-exercise in each group. CPK; creatine phosphokinase, LDH; lactate dehydrogenase, ALD; aldolase. 

Table 2. Changes of Physical characteristics 

Group/Item weight 
(kg) 

% fat 
(%) 

LBM 
(kg) 

Placebo 67.6±6.0 15.0±0.9 57.5±3.4
Before 

S-peptide 64.6±8.6 15.6±1.5 54.6±3.1

Placebo 67.4±5.5 15.2±0.7 57.3±3.3
2 weeks

S-peptide 64.3±8.2 15.3±1.1 54.7±3.8

Placebo 67.2±5.7 15.1±0.8 57.2±3.4
4 weeks

S-peptide 64.3±8.1 15.2±1.2 5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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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oglobin의 변화는 Table 3에 나타나 있다. 집단 간 비

교에서 CPK의 경우 섭취 전과 2주 후까지는 S-peptide

군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P<0.01), 4주 후에는 대

두 펩타이드 섭취군이 위약군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준

을 나타냈다 (P<0.01). LDH와 ALD 수준도 CPK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고 4주 후에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P<0.05). 두 군의 주차별 변화

에서 CPK는 Placebo군에서 4주 후, 620±175 IU/L로 섭취 

전, 307±23 IU/L과 비교하였을 때 201%의 비정상적 증

가를 나타내었다 (P<0.01). 그러나 대두 펩타이드 섭취

군에서는 섭취 전 572±89 IU/L에서 2주 후 501±59 IU/L

로 114% 감소하였으며 (P<0.05), 4주 후 387±66 IU/L로 

섭취 전과 2주 후에 비하여 147%와 129%로 각각 유의

한 감소를 보였다 (P<0.05). LDH의 경우 대두 펩타이드 

섭취군은 섭취 전 473±59에서 2주 후 415±76으로, 4주 

후 405±43으로 각각 113%와 116%로 유의한 감소 경향

을 나타냈다 (P<0.05). ALD는 대두 펩타이드 섭취군이 

섭취 전 5.39±0.62 IU/L, 4주 후 4.51±0.66 IU/L로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P<0.05). Myoglobin에서는 대두 펩타

이드 섭취군에서 섭취 전 19.5±1.7에서 2주 후 21.6±4.5

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4주 후에는 13.2±0.95로 

섭취 전과 2주 후보다 각각 146%와 161%의 유의적인 감

소를 나타내었다 (P<0.05). 

호르몬 농도의 변화 

태권도 선수의 펩타이드 섭취에 따른 testosterone과 

cortisol의 농도의 변화는 Table 4에 나타나 있다. Testo- 

sterone 분비는 위약군의 경우 섭취 전 5.07±1.36 ng/mL, 

4주 후 4.87±0.64 ng/mL, 대두 펩타이드 섭취군은 섭취 

전 5.12±0.86 ng/mL, 4주 후 5.59±0.84 ng/mL로 나타났으

나 유의한 증가는 아니었다. 

Cortisol의 농도는 위약군의 경우 섭취 전 15.4±0.73 

μg/dL, 4주 후 14.9±0.56 μg/dL를 나타내었지만 유의한 

감소는 없었다. 

대두 펩타이드 섭취군의 혈중 경우 cortisol의 농도는 

섭취 전 16.6±1.29 μg/dL, 4주 후 14.1±0.42 μg/dL이었고 

(P<0.01)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고  찰 

 

본 연구는 4주간의 대두 펩타이드를 복용이 태권도 운

동 수행을 하는 선수들의 신체조성, 근손상 지표인 CPK, 

LDH, ALD, myoglobin 그리고 호르몬 testosterone, cortisol 

농도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기 위하여 

실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태권도 선수의 대두 펩타이드 복용 후 체

중, 체지방률, 제지방량에서 모두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

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태권도 선수에게 6일 간의 

크레아틴 섭취에 의한 사전 · 후의 신체조성 변화에서 체

중, 근육량, 체지방량, 체지방률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

나지 않았다는 결과 (Oh et al., 2003)와 일치하는 것이다. 

Jang (2007)의 비만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두 단백질 보충제 섭취와 복합 운동의 병행이 체지방

을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나

타내었다. 이러한 양상은 비만인에게서 대두 단백질의 

특성인 지방의 신진대사 촉진과 체지방연소의 효과 (Lee, 

2006)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대두 펩타이드의 섭취가 

지방대사 촉진에 의한 체지방 감소의 효과를 갖고 있지

만 우리의 연구와 같이 짧은 운동 수행기간이나 복용기

간으로는 유의한 결과를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운동과 복합적으로 처치되었을 때는 운동강도가 체

지방연소를 촉진할 수 있는 강도 이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고 더불어 운동의 기간과 부가적으로 섭취되는 

대두 펩타이드의 복용기간 또한 증가시켜야 유의한 효과

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체는 여러 가지 유형의 근섬유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차이는 에너지 생성력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근육세포 혹은 근섬유는 그 작용을 계획하는 과정에 있

어서 다소 단순한 구조물에 해당되지만 그 기능성에 있

어서는 매우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다 빠르게 움

직인다는 것은 보다 신속하게 근육이 수축되어야 하며, 

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만 한다. 이러한 근대사 작

Table 4. Changes of Testosterone and Cortisol 

Group/Item Testosterone 
(ng/mL) 

Cortisol 
(μg/dL) 

Placebo 5.07±1.36 15.4±0.73 
Before 

S-peptide 5.12±0.86 16.6±1.29† 

Placebo 5.45±0.97 14.6±0.98 
2 weeks 

S-peptide 5.48±1.26 15.8±0.44 

Placebo 4.87±0.64 14.9±0.56 
4 weeks 

S-peptide 5.59±0.84  14.1±0.42** 

Mean ± S.D. †P<0.05, ‡P<0.01 significance of differences in
S-peptide and Placebo group, *P<0.05, **P<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pre-exercise in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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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운동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근손상을 초래하여 

피로감을 유발하는데 이러한 고강도 혹은 많은 량의 유 

· 무산소 운동에서는 근 회복과 적응, 질소의 균형을 위

해 단백질의 요구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et al., 2000). 지속적인 운동에서 펩타이

드 류의 단백질 보충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이것이 

단백질 대사의 활성을 떨어뜨려 근손상 지표인 CPK, 

LDH의 수준을 감소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도 태권도 선수에 있어서 대두 펩타이드 섭취가 집단 간 

차이의 변화에서 CPK, LDH 활성을 유의하게 감소시켰

고, 시기별로도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어 대두 펩타이드가 

근손상을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ALD는 장기분포 상 근육질환에 대한 특이성이 높기 

때문에 효소학적 진단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지표로서, 

골격근 질환에서의 혈청 aldolase의 활성 증가는 세포에

서의 유출과 동시에 aldolase의 생합성이 항진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Masumura 등 (1982)은 실험동물에 운동

을 시킨 결과 속도를 증가시킬수록 glycolytic activity (당

대사 활동)의 증가로 aldolase가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

으며, Terrados 등 (1988)은 고산지대와 같은 저기압 상황

과 평지 상황으로 나누어 훈련시킨 결과 평지 상황에서 

glycolytic activity의 증가로 aldolase가 증가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본 연구의 집단 간 비교에서, Aldolase 활성은 대

두 펩타이드 섭취군에서 4주 후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

는데, 이러한 대두 펩타이드의 보충으로 당대사 활동이 

증가되어 인슐린에 의한 근육 내로 측쇄아미노산들의 유

입을 증가시키며, 결국 단백질 합성의 증가로 이어져 근

육단백질의 분해를 감소시킨 결과로 사료된다. 

Myoglobin은 분자량이 16,500~17,500 dalton 정도이고, 

15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로서 heme group

을 함유하고 있다. CK와 함께 근손상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지표로서 골격근과 심장근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근손상의 좋은 평가 인자라고 할 수 있다 (McNeil and 

Khakee, 1992). Myoglobin은 근육의 막과 세포질에 존재

하는 것으로 산소를 저장하고 필요 시 확산에 의해 mito- 

chondria에 있는 전자전달계의 마지막 단계인 cytochrome 

aa3에 산소를 공급함으로서 ATP 생산에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하므로 (Seiyama et al., 1991), 운동을 하는 동안 근

육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지속적인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Conly 

등 (2001)과 Sabria 등 (1983)은 운동의 강도를 높일수록 

골격근의 myoglobin 함량이 트레이닝에 관련된 근육에서

만 증가하고 활동이 적었던 근육에서는 변화가 거의 나

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Roti 등 (1981)은 운동 전 · 

후 연구에서 비훈련자가 훈련자에 비하여 myoglobin의 

농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이것은 훈련되지 않은 상태

에서 높은 근조직의 손상으로 인해 혈액으로 myoglobin

이 많이 유리된 것을 의미한다. Kim 등 (2009)은 후방 

걷기 운동을 통한 근통증 유발 후 myoglobin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카페인 섭취군이 

myoglobin 증가 수준이 낮아져 카페인이 근통증에 대한 

자각적인 느낌을 감소시키고 생리적 근손상 감소에도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혈

중 myoglobin 수준의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근손상 지표

의 감소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Kingsley 등 (2006)

은 대두에서 추출한 phosphatidylserine을 투여하여 근손

상 지표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근통증

을 유발하는 신장성 운동에 대한 포스파티딜세린 복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근통증 지표들의 

활성도를 다소 떨어뜨림을 알 수 있었다. 

테스토스테론은 고환의 간질세포에서 생산되어 뇌하수

체에서 분비 조절되며 인체 곳곳에 단백질을 증가시키는 

동화 작용을 하는 호르몬으로 단백질 분해를 억제하며 

크레아틴 포스페이트 (creatine phophate)의 재합성에 영

향을 미친다 (Fellmann et al., 1985). 테스토스테론의 역할

은 근량을 증가시키고 효율적인 에너지 충전을 촉진시

킨다고 한다 (Markoff et al., 1998). Chang and Kang (2003)

은 일반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항성 운동 시 동일한 

운동 강도에서 운동량만 변화시킨 결과 운동 후 테스토

스테론 분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대두 펩타이드 섭취 후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단기간의 섭취로 인해 유

의한 결과를 관찰할 수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Griffith 

등 (1990)은 장기간에 걸친 지구성 운동은 혈장 테스토

스테론 분비를 감소 또는 증가시키는데 이는 체온상승, 

비만, 체중 감소, 체지방량 감소, 영양 부족 등의 생식선

에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코티졸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와 혈중 글루코스 농

도 감소가 시상하부 (hypothalamus)를 자극하여 시상하부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인자가 분비되고 이것은 뇌하수체 

전엽의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자극하여 부신피질에서 

코티졸을 분비함으로써 글리코겐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한다고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유산소성 운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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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혹은 급 만성 스트레스에 의해 증가된다. Kim and Lim 

(2002)의 연구에서 수분통제집단의 코티졸 농도가 휴식 

시에 비해 운동 60분과 운동 120분에 유의한 증가를 나

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 선수들의 

위약군과 다르게 대두 펩타이드 섭취 시 코티졸 농도가 

4주차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대두 펩타이드

가 체내에 효과적으로 흡수되면서 영양공급을 원활하게 

해 줌으로써 운동에 의한 근손상 후 회복 촉진에 기여하

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대두 펩타이드 섭취를 통해 

신장의 대사적 스트레스를 적게 하여 코티졸의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추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두 펩타이드 섭취가 태권도 선수

들의 근손상 지표와 호르몬 농도 변화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

하여 대두 펩타이드를 운동선수들의 기능성 및 식이보충

제로 사용하게 된다면 운동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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