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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oybean peptide on antioxidant enzymes, cortisol hormone 

and inflammatory cytokine levels. 19 high school male judo athletes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s. They were randomly 

divided into two groups, one group took soybean peptide (S-peptide, n=10) 4 g a day for 4 weeks and the other group 

placebo (placebo group, n=9) for the same time. Blood samples were collected before intake, after 2 weeks intake and 4 

weeks intake and these were analyzed for total antioxidant status (TAS), catalase (CAT), levels of cortisol hormone,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α) and interleukin-6 (IL-6). As a result, the S-peptide group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AS and CAT (P<0.05). The malondialdehyde (MDA) levels showed decrease after soybean peptide intake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s of plasma cortisol which reflect stress status, there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S-peptide and placebo group after 4 weeks (P<0.05). There were significant decreases of TNF-α and IL-6 after 4 

weeks in S-peptide group (P<0.05).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intake of soybean peptide can activate antioxidant 

defenses and decrease exercise-induced oxidative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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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규칙적이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적당한 운동은 신체의 

대사기능을 원활히 하고 면역기능 강화, 스트레스 해소, 

체중 조절 그리고 성인병이나 각종 질병을 예방하지만, 

과도하고 장기적인 운동은 근육 등의 조직에 산소 소비

를 증가시켜 산화적 스트레스 (oxidative stress)를 유발하

여 지질과산화 증가와 항산화 효소 감소 등으로 인체

의 여러 조직과 기관에 손상을 주게 되어 노화를 촉진시

키거나 동맥경화, 암 등의 여러 질병을 초래하게 된다 

(Eom, 2004; Powers and Jackson, 2008). 특히, 유도와 같은 

강하고도 격렬한 운동은 체내 산소 섭취량이 급격히 증

가하여 활성산소가 증폭되기 때문에 세포의 산화적 손상

을 일으키게 된다 (Chinda et al., 2003). 

이에 최근 과도한 운동의 산화적 손상을 막을 수 있도

록 신체 방어 능력을 개선시키고 항산화 효소활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영양보조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천연항산화 물질 및 생리 기능성 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Kim et al., 2006; Seo et al., 2008). 그 

중 대두는 우수한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은 

지방, 탄수화물 및 비타민, 미네랄 등 미량 영양성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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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식품일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생리활성이 풍부하여 

항산화 효과, 콜레스테롤 상승억제, 항암 효과 등을 가진 

것으로 여러 연구는 보고하고 있다 (Barnes et al., 1990; 

Wlison et al., 2002; Lee et al., 2005). 대두의 대표적인 기

능성 물질로는 이소플라본, 사포닌, 펩타이드, 올리고당, 

인지질, 식이섬유, 피테이트 등을 들 수 있다 (Kennedy, 

1995). 이 중 대두단백질의 가수분해물인 대두 펩타이드

는 아미노산 2종 이상이 결합된 것으로 한 번에 아미노

산 여러 개가 세포에 흡수되어 단위 시간당 흡수 효과를 

빠르게 해 줌으로서 근력 향상, 지방흡수 억제, 에너지 

대사 촉진, 피로회복 촉진작용,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 항

산화작용 등 다양한 생리활성기능의 특징이 있음을 보고

하고 있어 기능성 식품, 스포츠 식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 

응용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Han et al., 1993; 

Lee, 2006; Kim,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강도의 훈련과 지속적인 경기를 

수행하는 고등학교 유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영양 보조제

인 대두 펩타이드 섭취가 항산화 효소와 스트레스 호르

몬인 코티졸 및 사이토카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청북도 고등학교 엘리트 남자 

유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두 펩타이드 섭취군 

(S-peptide, 대두 섭취군) 10명과 위약군 (Placebo, 플라시

보 섭취군) 9명으로 총 1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실

험대상자는 건강사정법의 기준에 따라 건강하고 특정한 

식이요법이나 약물을 투여 하지 않는 자를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에 앞서 본 시험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

원자에 한하여 실시하였으며, 본인과 가족의 동의서는 물

론 학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임상시험윤리에 준하여 실

시하였다. 본 연구의 피검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실험 절차 및 방법 

실험설계: 본 연구는 4주 동안 유도 운동을 수행하는 운

동선수들에게서 하루 4 g 대두 펩타이드 (Bioland co., ltd,, 

Korea)를 복용하도록 하였고, 선수들이 일반적으로 행하

는 유도 훈련을 실시하였다. 평일 새벽 운동 80분, 오전 

운동 120분, 오후 운동 180분, 야간 운동 90분, 토요일에

는 새벽, 오전 운동만을 실시하였고, 오후 운동과 야간 

운동은 토요일 오후, 일요일은 휴식을 취했다. 실험기간 

중 부상에 의한 탈락자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개인 

면담을 실시하고 격려하였다. 

 

채혈 및 분석: 체내 항산화 효소와 과산화지질 및 염증사

이토카인의 활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8시간 이상의 공

복 상태를 유지하여 오전 6시 30분에서 7시 사이 피험자

의 전완정맥으로부터 10 cc를 채혈하였다. 그 후 혈청분

리용 시험관인 SST tube (BD Diagnostics, USA)에 혈액을 

분주하여 응고 또는 용혈이 일어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혼합한 다음 실온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인 혈청을 채취하여 -70℃

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측정 항목 및 방법 

총항산화능 (TAS) 측정: 혈청 내 총항산화능 측정 (total 

antioxidant status; TAS)은 상품화된 키트 (Randox Anti- 

oxidant Status, Randox Laboratories Ltd, England)를 이용하

였으며, 분석방법 (Prior and Cao, 1999)은 ABTS (2,2'-

Azino-di-[3-ethylbinzthiazoline sulphonate])를 peroxidase 및 

H2O2와 반응시킨 후 ABTS에 의해 매우 안정한 청록색 

분자인 양이온이 생성되면 600 nm에서 측정하였다. 이는 

시료 안에 존재하는 항산화제가 농도 비례적으로 청색의 

발현을 억제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단위는 μmol/L

로 표시하였다. 

 

항산화 효소 (CAT) 활성도 측정: 혈청에서 CAT (catalase) 

활성도 검사는 Lowry 등 (1951)의 방법을 이용하여 단백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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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cebo (n=9) 17.77 ± 1.2 173.7 ± 2.6  74 ± 21.3 17.37 ± 2.6 61.24 ± 5.0 

S-peptide (n=10)   18 ± 0.6  176 ± 5.0 70.6 ± 13.2 16.72 ± 1.9   62.1 ± 6.23 

Values are mean ± SD (standard deviation), LBM; lean body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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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정량한 후에 sample 1 ml 당 0.02 mg/protein으로 조

제하였다. 이 과정이 끝나면 5 mM EDTA가 함유된 1 M 

Tris-HCl buffer (pH 8.0) 150 μl와 10 mM H2O2 2.7 ml, 그리

고 증류수 90 μl를 첨가한 후 30초 동안 vortex mixer로 

혼합시켰다. 혼합액을 37℃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에 

1 ml 당 0.02 mg protein으로 조제한 sample 60 μl를 첨가

한다. 그리고 240 nm에서 1분간 optical density의 변화량

을 측정하였고 (Aebi, 1984), 단위는 IU/mg protein로 표

시하였다. 

 

지질과산화 (MDA)의 활성도 측정: 혈장 과산화지질 정도

를 측정하기 위해 Yaqi (1976)의 방법에 따라 혈청 100 

μl를 사용하여 thiobarbituric acid (TBA)와 반응하는 물질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을 n-butanol

로 추출한 후 UV-spectrophotomater (HP 8453, Hewlett 

Packard, USA)를 이용하여 531 nm에서 흡광도 측정을 통

하여 농도를 계산하였으며 이 때 표준물질로는 1,1,3,3-

tetramethoxypropane을 사용하였고 단위는 μmol/L로 표시

하였다. 

 

Cortisol 활성도 측정: 125I-labelled 항체 (RADIM, USA)를 

구입하여 핵의학적 검사기준인 표준작업지침서에 준하

여 측정하였다. RIA CT (immunoradiometric assay coated 

tube)로서 NSB (non specific binding), 표준물질, 대조물질, 

실험검체용 시험관을 준비하고 각각의 시험관에 100 μl

의 표준품 (Std), control serum, specimen을 취하고 NSB 시

험관에 100 μl의 Std를 분주하였다. 그 다음 500 μl tracer 

(125I)를 모든 시험관에 분주한 후 vortex mixing하고, 37℃ 

incubator에서 60 min 동안 반응시킨 후 원심 분리한 다음 

상층액을 aspiration하고 γ-scintillation counter에서 1분간 

counting하였다. 

 

Cytokine의 측정: 측정시료에 대하여 미세원심분리로 혈액

을 충분히 제거한 다음 ELISA법을 이용하여 TNF-α, IL-3 

그리고 IL-6 (BD OptEIA Set; BD Biosciences Pharmingen, 

San Diego, CA, USA)를 각각 측정하였다. 자세한 방법은 

kit에 있는 insert manual에 준하여 측정하였으며, 결과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각 2번 실시하였다. 

자료처리 

본 실험의 결과는 SPSS 13.0 프로그램과 SAS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mean ± SD)로 제시하였

다. 대두 펩타이드 섭취군 (S-peptide), 위약군 (Placebo)

의 섭취 전, 2주 후 그리고 4주 후 검사를 각 시기별로 

실시하였고, 대두 펩타이드 섭취에 따른 유의성 검정은 

ANOVA (one-way analysis of variance) test를 이용하여 유의

성 (P<0.05)이 관찰되면 위약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를 알아보기 위하여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총항산화능 (TAS)의 변화 

4주간의 운동과 대두 펩타이드 섭취 병행으로 인한 각 

집단별 총항산화능 활성 변화는 Table 2에 나타나 있다. 

시기별 변화에 따른 총항산화능 (TAS) 활성에서 플라

시보 섭취군은 섭취 전 1.53 ± 0.79 μmol/L, 섭취 4주 후 

1.49 ± 0.36 μmol/L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

편, 대두 섭취군의 경우, 섭취 전 1.35 ± 0.77 μmol/L, 섭

취 4주 후 1.52 ± 0.41 μmol/L로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 

(P<0.05). 반면 섭취 후의 비교에서 2주차에는 플라시보 

섭취군에 비해서 대두 섭취군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4주차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플라시보 섭취군에 비하여 대두 섭취군에서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 

항산화 효소 (CAT)의 변화 

4주간의 운동과 대두 펩타이드 섭취 병행으로 인한 각 

집단별 항산화 효소 (CAT)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시기별 변화에 따른 CAT 활성에서 placebo 섭

취군의 경우, 섭취 전 4.86 ± 0.82 IU/mg, 4주 후 4.86 ±

0.66 IU/mg로 유의한 변화는 없었고, 대두 펩타이드 섭취

Table 2. Comparision of serum TAS level between the placebo and S-peptide group 

Before 2 weeks 4 weeks 
 

Placebo S-peptide Placebo S-peptide Placebo S-peptide 

TAS (μmol/L) 1.53 ± 0.79 1.35 ± 0.77 1.51 ± 0.44 1.44 ± 0.74 1.49 ± 0.36 1.52 ± 0.41*

Values are mean ± SD.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start in each group. TAS: total antioxidant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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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섭취 전 4.71 ± 0.85 IU/mg, 섭취 4주 후 5.01 ±

0.51 IU/mg로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 (P<0.05). 한편 섭

취 후의 비교에서 2주차에는 플라시보와 시험물질 투여

군의 경우 투여 전과 비슷한 경향이 관찰되었고 반면 

4주차에서는 대두 펩타이드 섭취군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지질과산화 (MDA)의 변화 

4주간의 운동과 대두 펩타이드 섭취 병행으로 인한 각 

집단별 지질과산화 (MDA) 활성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시기별 변화에 따른 MDA 활성에서 

placebo 섭취군의 경우, 섭취 전 3.42 ± 0.62 μmol/L, 4주 

후 3.48 ± 0.75 μmol/L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대

두 펩타이드 섭취군의 경우, 섭취 전 3.54 ± 0.55 μmol/L, 

섭취 4주 후 3.42 ± 0.36 μmol/L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투여기간 중의 비교에서는 

2주차에서는 플라시보 섭치군 대비 대두 펩타이드 섭취

군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4주차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코티졸 (Cortisol)의 변화 

4주간의 운동과 대두 펩타이드 섭취 병행으로 인한 각 

집단별 코티졸 (cortisol) 활성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5과 같다. 시기별 변화에서 placebo군은 섭취 전 

15.6 ± 0.55 μg/dL, 섭취 4주 후 13.8 ± 0.27 μg/dL로 유의

한 감소가 나타났고, 대두 펩타이드 섭취군에서도 섭취 

전 14.9 ± 0.73 μg/dL, 섭취 4주 후 13.2 ± 0.58 μg/dL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 (P<0.05). 투여기간 중의 비교에

서는 2주차와 4주차 모두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이토카인 (Cytokine)의 변화 

유도 선수의 4주간의 운동과 대두 펩타이드 섭취 병행

에 의한 사이토카인 TNF-α와 IL-6을 측정한 결과는 다

음의 Fig. 1, 2와 같다. 시기별 변화에 따른 TNF-α 농도 

변화에서 섭취 전에 비해 4주 후 두 군 모두 유의한 감

소가 나타났고, 특히 대두 펩타이드 섭취군의 TNF-α 농

도에서 섭취 전 31.25 ± 4.53 pg/L, 섭취 4주 후 24.48 ± 

7.47 pg/L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P<0.01). IL-6의 경우, 

placebo군은 섭취 전에 비하여 2주, 4주 후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관찰할 수 없었다. 한편, 

대두 펩타이드 섭취군의 경우 4주 후 섭취 전과 비교하

여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 (P<0.01). 투여기간 중의 비

교에서 TNF-alpha의 경우 2주차와 4주차에서는 모두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IL-6에서도 TNF-alpha에

서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Table 3. Comparision of serum CAT level between the placebo and S-peptide group 

Before 2 weeks 4 weeks 
 

Placebo S-peptide Placebo S-peptide Placebo S-peptide 

CAT (IU/mg/protein) 4.86 ± 0.82 4.71 ± 0.85 4.95 ± 0.44 4.83 ± 0.58 4.86 ± 0.66 5.01 ± 0.51*

Mean ± S.D.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start in each group. 

Table 4. Comparision of serum MDA level between the placebo and S-peptide group 

Before 2 weeks 4 weeks 
 

Placebo S-peptide Placebo S-peptide Placebo S-peptide 

MDA (μmol/L) 3.42 ± 0.62 3.54 ± 0.55 3.41 ± 0.62 3.61 ± 0.81 3.48 ± 0.75 3.42 ± 0.36 

Mean ± S.D. 

Table 5. Comparision of serum cortisol level between the placebo and S-peptide group 

Before 2 weeks 4 weeks 
 

Placebo S-peptide Placebo S-peptide Placebo S-peptide 

Cortisol (μg/dL) 15.6 ± 0.55 14.9 ± 0.73 14.9 ± 0.68 14.5 ± 0.66 13.8 ± 0.27* 13.2 ± 0.58*

Mean ± S.D.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start in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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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최근 운동 수행능력 향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운동에 따른 산화적 손상 정도의 최소화와 피로억제에 

관련하여 인체에 좀 더 친화적이면서 항산화력은 물론 

항암, 항바이러스 등 다양한 생물학적 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 천연물질들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Kim et al., 2003; Brown, 2004). 대표적으로 알려

진 항산화 기능성 물질에는 토코페롤, 페놀류, 아미노산, 

펩타이드, 비타민 C, 베타카로틴 등이 있으며 (Omwamba, 

2010), 그 중에서도 우유, 어육, 대두, 누에고치 등의 단

백질 분해과정에서 생기는 펩타이드는 체내에서 소화관

을 통과하는 동안 소화 효소에 의해 아미노산으로 분해

되어 소장에서 흡수되거나 일부는 아미노산이 여러 개 

결합된 펩타이드 상태로 흡수되어 지질대사 촉진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다이어트 식품과 영양보조물 

등에 응용되고 있다 (Lee et al., 2003; Choi,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두단백질 가수분해물인 대두 펩타이드가 

운동 시 유발되는 산화적 손상 억제력과 코티졸 및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활성에 미치는 효능을 규명하기 위해 실

시하였다. 

인체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반응성 산화물을 

제거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어기전을 가지고 있는

데 (Kono and Fridovich, 1982), 그 중 superoxide dismutase 

(SOD), catalase (CAT), glutathione peroxidase (GPX) 등 항산

화 효소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Packer, 1991). Jin 등 (1998)은 20대 후반의 건강한 

남성에게 고강도의 운동을 실시한 후 총항산화능 감소와 

지질과산화 증가를 관찰하여 운동 직후 활동근이 저산소 

상태가 되어 조직의 손상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한

편, 대두 펩타이드의 원재료가 되는 대두에 관한 선행 연

구에서 Bazzoli 등 (2002)은 건강한 여대생에게 하루 40 g

의 대두단백 식이와 유청단백 식이를 4주간 급여한 바 

대두단백 섭취군에서 혈청 지질과산화 억제와 총항산화

능 증가가 관찰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고, Lee (2006)는 당

뇨 유발 흰쥐에게 콩 단백질 섭취 시 제니스테인군보다 

TBARS는 감소시키고 SOD는 증가시켜 운동 시 콩 단백

질 섭취가 항산화기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대두 가수분해물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도 Han 등 (2008)

은 서리태 가수분해물 식이와 카제인 식이를 4주간 수컷 

흰쥐에게 투여한 결과, 총항산화력이 활성되는 효과를 보

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대두 펩타이드 섭취에 따라 유

도 선수들의 총항산화능 (TAS)과 항산화 효소 (CAT) 활

성이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지질과산화 (MDA)는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운동 중 대두 펩타이드 섭취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반응성 산화물을 제거함으

로써 항산화 효소활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사료되어지

며, 지질과산화의 유의한 감소가 없었지만 긍정적인 경향

을 나타내어 향후 대두 펩타이드 섭취수준에 관한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코티졸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부신수질에

서 분비되는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운동형태, 

강도, 기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Paccotti et al., 2005). 

Fig. 1. Comparision of serum TNF-alpha level between the
placebo and S-peptide group. *P<0.05 and **P<0.01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2 weeks or between
before and 4 weeks in each group. 

Fig. 2. Comparision of serum IL-6 level between the placebo 
and S-peptide group. *P<0.05 and **P<0.01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2 weeks or between before and 4 
weeks in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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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체 내의 코티졸 양의 증가가 지속되면 비만, 고

혈압, 당뇨 등의 성인병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며 만

성피로, 우울증, 생리불순, 식욕 증가 등과도 관련 있다

(McCall et al., 1999; Raastad et al., 2000). 선행 연구에 의하

면 혈중 코티졸의 수준은 운동 시간이 짧거나 운동량이 

적을 경우 감소하게 되고, 운동 시간이 길거나 운동량이 

많을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Kuoppasalmi 

et al., 1980). Chang 등 (2003)은 저항성 운동 시 동일한 운

동 강도에서 운동량만의 변화로 운동 스트레스가 발생하

여 코티졸이 상승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

속적인 과도한 운동을 하는 유도 선수들의 대두 펩타이

드 섭취는 시기에 따라 코티졸의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

으로 나타나 대두 펩타이드가 운동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준 것으로 사료된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IL-6는 염증발생과정에서 면역기

능 수행과 관련성을 가지며, 운동 후 급격하게 증가한다. 

Fischer (2006)는 IL-6는 운동의 형태보다는 운동의 강도

와 지속 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적정 강도 이상에서 

많은 근육량이 동원되는 장기간의 운동 시 IL-6 분비가 

현격하게 증가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지방 및 근육조직

에서 분비되면서 염증 유발성 사이토카인으로 간주되는 

TNF-α는 동물과 사람에게서 비만 및 인슐린 저항성과 관

련성을 가진다 (Hotamisligil et al., 1993). Drenth 등 (1998)

은 중등도 운동은 TNF-α를 감소시키거나 변화가 없다고 

보고하였고 Pedersen 등 (2001)은 고강도 운동은 TNF-α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고강

도 운동을 하는 유도 선수들의 대두 펩타이드 섭취는 근

육량 감소와 인슐린 저항성 등과 같은 질환을 초래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수준을 저하시켜 운동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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