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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섭취가 유·무산소성 운동수행능력과 중추 및 말초피로에 미치는 영향

윤성진*,**,#·김기형*,**· 김창주***·박해찬*·강경희*·김무정*·강성목*·곽욱헌*·김형준*

*고려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2008년 7월 10일 접수; 2008년 9월 2일 수리)

Effects of red ginseng supplementation on aerobic · anaerobic performance,
central and peripheral fatigue

Sung-Jin Yoon*,**,#, Ki-Hyung Kim*,**, Chang-Ju Kim***, Hae-Chan Park*, Kyung-Hee Kang*, Moo-Jung Kim*, 

Sung-Mok Kang*, Uk Heon Kwak*, Hyung-Joon Kim*

*Institute of Sports Science, Korea University

**Dep. of Physical Education, Korea University

***Dep. of Physiology, Kyunghee University
(Received July 10, 2008; Accepted September 2, 2008)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red ginseng on the performance of aerobics·anaerobics
exercise and peripheral·central fatigue. For this purpose, we measured O2max, O2 at recovery, anaerobic power, blood
lactate, Branched-Chain Amino Acid(BCAA) etc in thirty male subjects. They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 EGG:
endurance training + red ginseng supplementation group(n=7), EPG: endurance training + placebo supplementation
group(n=7), GG: only red ginseng supplementation group(n=10). 6 subjects were excepted because they were inter-
mediate test absence(test at four week : EGG=1, EPG=2; test at eight week : EGG=1). EGG and GG took red ginseng
twice a day for total 8weeks. Moreover, EGG and EPG were exercised during 45 minutes, three times a week for 12
weeks.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shown as follow: In case of O2max, % O2/ O2max and plasma BCAA con-
centration,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were found among three groups. But, it was showed that three groups tended
to increased slightly in O2max, % O2/ O2max and plasma BCAA concentration. For conclusion, the present data pro-
vide a new evidence that ingestion of ergogenic aids contained with red ginseng may improve aerobic exercise per-
formance and central fati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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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약재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물로서 우리에게는 거부감 없이 친숙하게 복

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 

이러한 한약재 중 일반인의 건강 유지 및 개선뿐만 아니라

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한약재로

홍삼이 있다. 예로부터 홍삼은 보혈강장 및 불로장생의 약으

로 한방에서 애용되어 왔으며, 그 효과로 단백질과 핵산의 합

성 촉진2), 조혈3), 운동수행능력 증대4), 항 피로5) 등이 보고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효과는 장기간의 신체활동 등에 의

해 체내 항상성(homeostasis)이 위협받을 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이에 따라 운동시 항진되는

심혈관계, 에너지 대사기전, 항산화 및 항스트레스 기전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으며1), 이 중에서도 홍삼 섭취에

따른 운동수행능력의 변화는 지구성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

루고 있는 실정이다.

인삼류의 섭취가 지구성 운동수행능력의 향상에 미치는 효

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삼은 장시간의 최대하 운

동 중 쥐의 글리코겐 이용을 억제하고 지방질의 산화를 촉진

함으로써 피로지연과 운동수행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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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7) 또한 Saito 등8)의 연구에서도 고강도의 운동 후

탈진 상태에 이른 쥐에게 인삼을 투여하여 항피로 효과를 관

찰한 결과 인삼이 피로회복 과정을 촉진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인삼이 지구력 및 운동량을 증가시키고 인

체에 해가 되는 물질을 간에서 해독시키는 작용을 월등히 높

여준다고 보고하였고9), 급성적인 인삼의 다량 섭취(체중 1kg

당 5.0mg)는 젖산의 수화작용과 관련된 대사성 완충작용을

통해 항피로 및 피로의 회복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

고하였다.10)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4주 간 홍삼과 백작약의

혼합물을 섭취시킨 연구에서 혼합물을 섭취한 그룹이 위약

(placebo)을 섭취한 그룹 보다 점증적 운동시 탈진에 이르는

시간이 증가되었으나, 단기간의 실험으로 인해 말초피로에서

의 유의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연구

자는 실험기간을 다소 장기간으로 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였다.11)

이처럼 인삼류의 섭취는 주로 피로의 억제나 회복능력을 향

상시키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지만, 다수의 연구가

주로 운동 중에 발생되는 피로의 원인을 근육의 말초 피로에

의한 운동기능 저하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왔다.12) 그러나 근

수축은 뇌의 자극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중추신경의 신경

전달물질 분비 감소 등의 부적 변화(negative change)에 따

른 근 신경 접합부에서의 신호전달 감소로 중추피로가 유발

된다는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다.13) 장시간 운동수행능력은 신

경학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운동시 발생되는 피로

는 신경전달 물질의 활성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14) 또한 운동이 뇌의 도파민(dopamine)과 세로

토닌(serotonin 혹은, 5-hydroxytryptamine; 5-HT) 등의 신

경전달물질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5),

그 중 세로토닌은 fTrp(free Tryptophan)/BCAA(Branched-

Chain Amino Acid)의 농도 비에 영향을 받는다.16) 지구성

운동시 세로토닌 증가의 원인은 장시간 운동으로 인해 지방

분해가 활성화 되어 혈중 유리 지방산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

고, 알부민(albumin)과 트립토판의 결합률이 감소함에 따라

혈장 fTrp의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17) 따라서 뇌로 유입되는

트립토판의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근 글리코겐이 고갈

되는 수준의 탈진적인 지구성 운동시 BCAA 산화율 증가에

의해 혈장 BCAA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며, 이에 따라 fTrp/

BCAA 농도비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세로토닌의 전구물질

인 트립토판의 뇌 유입을 증가시켜 피로를 유발하게 된다.18)

이러한 장시간의 운동에 따른 중추피로의 발생은 피로의 억

제 및 회복능력의 향상8,10)에 효과가 있는 홍삼 섭취에 의해

서 지연될 수 있다. 최근 국내 연구에 따르면, 트레드밀 운동

을 하는 쥐에게 홍삼을 투여한 결과 중추피로 유발 물질인

세로토닌 합성과 fTrp의 발현이 억제되어 탈진에 이르는 시간

이 증가되었다고 하였다.19) 하지만, 이 연구를 포함하여 중추

피로에 관한 연구는 동물실험에 국한되어 있으며, 인체에 대

한 효과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홍삼의 섭취가 사람의 말초피

로 뿐만 아니라 중추피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임상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홍삼 섭취가

유·무산소성 운동수행능력과 중추 및 말초피로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홍삼 섭취와 지구성

트레이닝을 병행했을 경우, 홍삼이 지구성 운동수행능력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홍삼이 지구성 운동수행능

력에 도움을 주는 운동수행능력향상 보조물(Ergogenic aid)로

서의 기능에 관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대상

본 연구는 성인 남성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가한 피험자는 체육을 전공하는 대학생으로 운동경험은 있

으나, 전문적인 유산소성 트레이닝이나 무산소성 트레이닝 경

험이 없는 자로 하였다. 모든 피험자는 실험 참가 전 실험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험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

였다. 피험자들은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일반적인 식사형태를

유지하면서, 보약이나 영양제와 같은 식품을 금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별한 운동에 참여하거나 평소에 실시하지 않았던 트

레이닝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룹은 지구성 트레이닝과

홍삼 섭취를 병행한 그룹(endurance training + red ginseng

supplementation group; EGG), 지구성 트레이닝과 위약 섭

취를 병행한 그룹(endurance training + placebo supplemen-

tation group; EPG), 홍삼 섭취만 한 그룹(only red ginseng

supplementation group; GG)을 각각 10명씩 무선할당을 통

해 분류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불성실한 트레이닝 참여

(EGG=1명, EPG=1명)와 중간 테스트 불참(4주 테스트

EGG=1명, EPG=2명; 8주 테스트 EGG=1명)으로 6명의

피험자가 본 연구에서 탈락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으며, 사

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 변인에서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홍삼 섭취

본 연구에서의 홍삼 및 위약 섭취는 한국인삼공사에서 제

조된 제품을 사용하였다. 홍삼 섭취 그룹인 EGG와 GG는 1

포 당 1.5g의 홍삼농축액이 포함되어 있는 홍삼 엑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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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l/포)를 1일 2회(총 3g) 섭취하게 하였다. 섭취용량은, 1

일 3g의 홍삼섭취를 통해 항산화 효소의 긍정적인 개선 및

운동수행능력의 향상을 보고한 박희석 등20)과 Saito 등8)의

연구를 토대로 설정하였다. 한편, 위약 섭취 그룹인 EPG는

카라멜 색소 70mg, 인삼향 30mg, 비터향 30mg이 포함되어

있는 위약(50ml/포)을 섭취하게 하였다. 섭취시점은 기상 후

아침식사 전 공복시, 점심식사 후 3시간 이상이 지난 저녁식

사 전 공복시 각각 경구로 섭취하였다. 홍삼의 섭취에 따른

효과를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12주 중 마지막 4주는 홍삼

의 섭취를 중단하여(EPG는 위약의 섭취 중단), 그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였다.

3. 지구성 트레이닝 프로그램

홍삼이 지구성 운동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

하여 지구성 트레이닝에 대한 그룹을 지구성 트레이닝 + 홍

삼 섭취 그룹(EGG)과 지구성 트레이닝 + 위약 섭취 그룹

(EPG)으로 구분하였다. 지구성 트레이닝은 12주 간 주 3회

실시하였으며, 1회 운동시 총 소요 시간은 45분~55분이였다.

0주·4주·8주 검사시 측정된 피험자의 최대산소섭취량( O2max)

을 기준으로 1주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60% O2max로 트레

드밀에서 지속주 트레이닝을 실시하였으며, 세부시간별 트레이

닝 내용은 준비운동 10분(스트레칭 5분, 40% O2max 조깅 5

분), 본 운동 25분(60% O2max, 지속주 트레이닝), 정리운동

10분(40% O2max 조깅 5분, 스트레칭 5분)으로 구성하였다.

2주부터는 주별로 본 운동시 동일한 운동강도로 지속주 트레

이닝을 함에 있어 운동시간을 2분씩 증가시켰다.11)

4. 측정방법

1) 신체구성

모든 피험자의 신체적 특성은 측정 10시간 전까지 식사나

운동을 금한 후 반팔 면 셔츠와 면 반바지만 착용한 상태로

자동 신장 체중계(DS-102, korea)와 생체 전기저항 측정기

(Inbody 2.0, korea)를 사용하여 신장, 체중, 체지방률을 측정

하였다.

2) 운동부하검사

본 연구에서는 지구성 운동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세

그룹 모두 트레드밀을 이용한 운동부하검사(grade exercise

test; GXT)를 실시하였다. 피험자는 실험 전날 과격한 신체활

동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실험시작 1시간 전에 실험실에 도

착하여 운동부하검사에 따른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실험 동의

서에 서명한 후, 30분간 안정을 취하도록 하였다. 운동부하검

사를 시행하기 전에 신체적 특성에 대한 측정을 수행하고, 준

비운동으로 10분간 간단한 스트레칭과 트레드밀에서 2.0mph

로 3분간 걷기를 실시하였다.21)

최대 지구성 운동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트레드밀을 이

용한 점증적 운동부하검사 방법으로, 속도 1.7mph, 경사도

10%로 시작하여 매 3분마다 속도 0.8mph, 경사도 2%를 증

가시키는 Bruce protocol을 이용하였다.22) 운동은 피험자가

탈진할 때 까지 지속되었으며, 실험 중단 기준은 피험자가 중

단을 요구할 때(Borg scale: 6~20)에 따른 운동자각도 17

이상과 호흡교환율 1.15이상일 때, 운동강도가 증가함에도 불

구하고 산소섭취량이 고원 상태를 유지할 때로 하였다.23) 운

동 중 산소섭취량( O2), 환기역치(VT)는 Metabolic Cart

(QMC, USA) 자동 가스 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회

복기는 운동 종료 후 산소섭취량을 측정하여 그 감소정도를

기록하였다. 측정시점은 0주, 4주, 8주, 12주로 총 4회 측정

하였다(Fig. 1).

3) 윈게이트 테스트

젖산 시스템에 근거한 측정방법 중 하나인 윈게이트 테스

트(Wingate test)는 자전거 에르고미터를 이용하여 무산소성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세 그룹 모두 측정하였다.24)

피험자는 윈게이트 테스트에 따른 충분한 설명을 들으며,

V·

V·

V·

V·

V·

V·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Group Age (yrs) Height (cm) Weight (kg) %fat (%)
EGG
(n=7)

19.7
±1.6

175.9
±3.1

80.0
±7.8

16.0
±3.0

EPG
(n=7)

21.7
±2.1

180.0
±6.8

78.5
±5.4

15.4
±2.8

GG
(n=10)

19.9
±1.9

178.5
±1.9

72.3
±8.1

14.6
±3.0

Total
(n=24)

20.4
±2.0

178.2
±4.3

74.0
±7.6

15.3
±2.9

Values are Means ± SD
EGG : endurance training + red ginseng supplementation group
EPG : endurance training + placebo supplementation group
GG : only red ginseng supplementation group

Fig. 1. GXT(grade exercise test), Wingate test, plasma BCAA
(Branched-Chain Amino Acid) measure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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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간의 휴식을 취하였다. 안정시 혈중젖산농도를 측정한 후,

준비운동은 3분 동안 실시하였으며, 이때 심박수가 140회/분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 운동부하는 1kp를 부여하여

피험자가 무게감 있는 페달링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하였으

며, 이어 의자에서 앉아 휴식을 2분 동안 실시하였다. 테스트

는 30초 동안 전력으로 페달링을 하도록 하였으며, 부하는

체중×0.075kp를 부여하였다.24) 본 운동 후, 의자에 앉아 회

복을 취하도록 하였다. 혈중젖산농도의 측정은 finger-tip방법

으로, 수지 끝 모세혈관에서 채혈하였다. 운동 전, 자전거 에

르고미터 실시 직후, 운동 종료 후 5분·10분·15분·20분

간격으로 채혈 후, 젖산측정기(Lactate ProTM LT-1710)를

이용하여 젖산을 측정하였다. 윈게이트 테스트로부터 체중 당

최대파워(peak power/body weight)와 체중 당 평균파워

(mean power/body weight)를 측정하였다. 최대파워는 30초

윈게이트 테스트를 실시하는 동안, 5초 간격으로 파워 값을

측정하고, 그 중 가장 높은 파워 값을 체중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였다.24) 평균파워는 30초 윈게이트 테스트를 실시하는

동안, 5초 간격으로 파워 값을 측정하고, 측정된 파워 값의

평균을 구한 후, 체중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였다.24) 측정시

점은 0주, 4주, 8주, 12주로 총 4회 측정하였다(Fig. 1).

4) 혈장 BCAA 농도 분석

Isoleucine, Leucine, Valine으로 구성된 혈장 BCAA(plasma

BCAA) 농도 분석은 중추피로 정도를 간접측정하기 위한 방

법으로서 세 그룹 모두 측정하였다. 각 피험자는 측정과정에

필요한 최대하 운동은 준비운동 과정을 거친 다음, 70%

O2max의 강도로 1시간 동안 자전거 에르고미터를 이용하여

본 운동을 실시하였다.25,26) 혈액은 운동시작 직전, 운동 종료

후 5분에 각각 10ml를 상완정맥에서 채취하였다.27) 이와 같

이 채취한 혈액에서 검체의 수집은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하

여 8%의 HCIO4, 1%의 EDTA에 1%의 Ascorbic acid와

pH 3.5인 인산 완충제가 첨가된 EDTA-2Na 전용 용기를 사

용하였으며, 3500rpm의 속도로 15분간 원심 분리하여 검사

에 필요한 혈장만을 검사 튜브에 옮겨 L-8200 형식인

HPLC(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28) 측정시점은 0주, 8주, 12주로 총 3회 측

정하였다(Fig. 1).

5. 자료분석

실험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는 SPSS 12.0(ko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그룹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이용하였으며, 그룹 간 사전·사후

검사 결과의 차이와 교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이원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α=0.05로 설정하였

으며, 유의한 차이에 대한 사후 검증은 Tukey-Kramer로 실

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홍삼 섭취가 유산소성 및 무산소성 운동수행능력에 미

치는 영향

1) 유산소성 운동수행능력

홍삼 섭취에 따른 O2max의 향상은 다수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29,30) 이러한 효과는 홍삼의 섭취가 최대하 운

동수준에서 골격근에 글리코겐 이용을 억제하는 반면, Free

Fatty Acid(FFA)의 산화능력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31),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를 증가시키고32), 근육 내 미토콘드리아 대사

활성을 증가시키는33) 등 유산소성 운동수행능력과 관련된 요

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홍삼을 섭취한 기간(0주~8주) 동안 그룹 간

O2max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각 그룹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증가의 정도가 그룹 간에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O2max의 그룹 간 양상은 GG

(0.3±1.6ml/kg/min) 보다 EPG(2.7±1.5ml/kg/min)에서 높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EPG 보다 EGG(3.2±1.4ml/

kg/min)에서 높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Table 2).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 규칙적인 지구성 트레이닝에 따른 골격근 모

세혈관밀도 증가 등의 심혈관계 적응과 골격근 내 산화효소

활성도 증가 등의 근조직 적응에 의한 유산소성 운동수행능

력의 향상11)은 홍삼 섭취를 병행함으로써 지구성 트레이닝

및 홍삼 섭취를 단독으로 했을 때 보다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EPG가 GG보다 높은 향상

의 경향을 보였으므로 EGG에서 O2max의 향상에 있어, 지

구성 트레이닝에 따른 효과가 주로 작용했으며, 홍삼 섭취에

따른 효과가 부차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홍삼 섭취를 중단한 기간(9주~12주)동안 그룹 간 O2max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지구성 트레이닝을 실시한 EGG

와 EPG의 경우, 0주~8주에 비해 9주~12주에 O2max의

V·

V·

V·

V·

V·

V·

V·

Table 2. Maximal oxygen uptake (VO2max)      (ml/kg/min)

Group n 0 week 4 week 8 week 12 week
EGG 7 58.9±5.1 60.6±4.9 62.0±4.6 62.3±4.1
EPG 7 58.7±7.2 59.6±9.7 61.4±6.1 61.9±6.1
GG 10 56.3±6.7 56.5±7.8 56.6±8.9 56.8±7.7

Values are Means ± SD
EGG : endurance training + red ginseng supplementation group
EPG : endurance training + placebo supplementation group
GG : only red ginseng supplementati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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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2). 이러

한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 대부분이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거나, 신체활동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을 생각

해 볼 때, 트레이닝 초기에 향상도가 높을 수 있으므로 상대

적으로 동일한 양의 점진적인 부하를 주기적으로 부여했음에

도 불구하고, 트레이닝 초기와 8주 후 트레이닝 기간 동안의

적응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이에, 최초 8주 간의 트

레이닝 이후 적용된 트레이닝의 강도 및 시간이 EGG와

EPG에 지구성 운동수행능력의 향상을 야기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의 운동부하(workload)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GG

에 있어 홍삼 섭취를 중단한 기간 동안 O2max 수준을 유

지한 것은 8주 간의 선행된 홍삼 섭취에 따른 효과34)가 영향

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유산소성 운동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또 다른 변인인 환

기역치는 운동부하검사 중 환기량이 급증하는 시점을 가리키

며, 이러한 현상은 젖산의 증가를 완충시키는데 그 생리적 의

미가 있다.2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미에 환기역치가 발생

한 시점의 O2를 O2max로 나누어 백분율을 낸 상대값(환

기역치 시점의 % O2/ O2max를 사용하여 세 그룹을 비교하

였다. 홍삼을 섭취한 기간(0주~8주) 동안 그룹 간 환기역치

시점의 % O2/ O2max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각 그룹

모두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3).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8주 간의 지구성 트레이닝과 홍삼 섭취가

각 그룹의 피험자에 환기역치 수준을 상승시키는데 크게 기여

하지 못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룹 간 O2max의

차이를 토대로 환기역치 시점의 % O2/ O2max가 증가하는

경향을 생각해보면, 본 연구 보다 장기간의 실험에서는 환기

역치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홍삼 섭취를 중단한 기간(9주~12주) 동안 그룹 간 환기역치

시점의 % O2/ O2max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이

러한 결과는 O2max의 결과와 같이, 마지막 4주 간의 기간

동안 트레이닝 강도와 시간이 지구성 트레이닝을 실시한 그룹

(EGG, EPG)의 피험자에게 지구성 운동수행능력의 향상을 야

기할 수 없는 수준의 운동부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GG에서도 홍삼 섭취를 중단한 기간 동안 환기역치 시점

의 % O2/ O2max 수준을 유지한 것은 8주 간의 선행된 홍

삼 섭취에 따른 효과34)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 무산소성 운동수행능력

본 연구에서 사용된 최대파워는 adenosine triphos-

phate(ATP), creatine phosphate(PCr) 분해를 통한 순간적인

최대 근력발휘 능력을 의미한다.23) 이러한 최대파워가 홍삼을

섭취한 기간(0주~8주) 동안 시점에 따른 세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EGG(20.0±3.2W/kg)와 EPG(34.4±9.7W/kg)

각각에서 0주와 8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고,

GG(2.5±10.5W/kg)에서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만을 나타냈다

(Fig. 2). 홍삼 섭취를 중단한 기간(9주~12주) 동안 EGG

(0.4±0.8W/kg)에서는 감소하고 EPG(0.7±1.0W/kg)에서는 증가

함으로써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하지만, GG(2.1±7.7W/kg)

는 시점 간 및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다

소 감소하는 경향만을 나타냈다(Fig. 2). 본 연구에서 실시한

지구성 트레이닝의 강도(60% O2max)와 시간(25분~35분)에

서는 일반적으로 무산소성 파워의 유의한 증가를 기대할 수

없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 대부분이 평소 규칙적인 운

동을 하지 않거나, 신체활동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8주 간의 규칙적인 지구성 트레이닝이 무산소성 운동

수행능력과 관련한 근육의 대사적인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GG는 최대파워에 향상의 경

향을 보이긴 했지만, 이는 홍삼 섭취에 따른 효과라고 단정

지어 설명하기는 어렵다.

평균파워는 ATP, PCr 분해 및 무산소성 해당작용(젖산과정)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Table 3. %Oxygen uptake(VO2)/Maximal oxygen uptake(VO2max)
of ventilation threshold                           (%)

Group n 0 week 4 week 8 week 12 week

EGG 7 48.6±2.3 48.2±2.8 49.6±2.5 50.1±2.6

EPG 7 48.5±1.8 48.8±2.0 50.0±2.4 49.9±2.7

GG 10 46.8±1.9 46.3±2.0 48.3±2.8 47.0±1.8

Values are Means ± SD
EGG : endurance training + red ginseng supplementation group
EPG : endurance training + placebo supplementation group
GG : only red ginseng supplementation group

Fig. 2. Maximal power.

* : p<.05, represent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GG and
EPG (between 9 week and 12 week)

† : p<.05, represent the significant difference of EGG change rate
(between 0 week and 8 week)

# : p<.05,represent the significant difference of EPG change rate
(between 0 week and 8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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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30초 간의 최대 근력발휘 능력에 평균을 의미한다.23)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평균파워는 홍삼을 섭취한 기간(0주~8주)

동안 EGG(2.7±0.6%)와 EPG(2.8±0.6%)에서 시점에 따른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지만, GG(0.4±0.9%)는 시점 간의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다소 감소하는 경향만을 나타냈

다(Fig. 3). 또한, 홍삼 섭취를 중단한 기간(9주~12주) 동안

EPG(0.1±0.2%)와 GG(0.0±1.2%)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지만, EGG(0.3±0.2%)는 시점 간 및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시점 간에 다소 증가하는 경향만을

나타냈다(Fig. 3). 이는 최대파워에서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으

로, 지구성 트레이닝에 의한 부차적인 무산소성 운동수행능력

향상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8주 간의 홍삼 섭취는 평

균파워의 향상에 큰 영향을 주지 못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홍삼 섭취가 중추 및 말초피로에 미치는 영향

1) 중추피로

장시간의 운동은 혈장 BCAA의 농도를 감소시키고, 혈중

fTrp의 농도를 상승시킨다. 이러한 반응은 뇌의 신경전달물질

의 함유량을 변화시켜 근피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운동시

활동근에서의 BCAA의 분해 및 산화정도는 운동의 강도와

지속 시간에 의존한다.35) 혈장의 BCAA 농도를 통한 중추피

로의 측정은 다음의 현상에 기초한다. 세로토닌 농도의 증가

는 혈장 fTrp/BCAA의 농도비 증가에 기인한다.16) 예를 들어,

지구성 운동 시 BCAA 산화율 증가에 따라 혈장 BCAA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면, fTrp/BCAA 농도비를 증가시키며, 결

과적으로 세로토닌의 전구물질인 트립토판의 뇌 유입을 증가

시키게 된다. 따라서 혈장 BCAA의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중

추신경계의 피로율을 예측할 수 있다.25) 본 연구의 홍삼을 섭

취한 기간(0주~8주) 동안 혈장 BCAA의 농도에 있어 시점

에 따른 세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세 그룹 모두 최대하 운동 전·후 혈장 BCAA의 농도 차가

0주와 8주 간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EGG(44.1

±68.3µmol/l에서 12.1±31.8µmol/l)가 EPG(40.9±33.5µmol/l

에서 24.4±49.1µmol/l)와 GG(31.3±73.2µmol/l에서 19.2±43.7

µmol/l) 보다 높게 나타났다(Fig. 4, 5). 이러한 경향으로 홍삼의

섭취와 지구성 트레이닝이 최대하 운동에 따른 혈장 BCAA

농도의 감소를 지연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혈장 BCAA 농도에 대한 fTrp의 농도비율이 일정

하게 유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EGG가 EPG와 GG

Fig. 3. Average power.

* : p<.05, represent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PG and
GG (between 8 week and 12 week)

EGG : endurance training + red ginseng supplementation group
EPG : endurance training + placebo supplementation group
GG : only red ginseng supplementation group

Fig. 5. Plasma BCAA(Branched-Chain Amino Acid) concentration
before and after Submaximal test at 8 week.

* : p<.05, represent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submaximal test

EGG : endurance training + red ginseng supplementation group
EPG : endurance training + placebo supplementation group
GG : only red ginseng supplementation group

Fig. 4. Plasma BCAA(Branched-Chain Amino Acid) concentration
before and after Submaximal test at 0 week.

* : p<.05, represent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submaximal testl

EGG : endurance training + red ginseng supplementation group
EPG : endurance training + placebo supplementation group
GG : only red ginseng supplementati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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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최대하 운동 전·후 혈장 BCAA 농도에 감소폭이 좁았

으므로 지구성 트레이닝과 홍삼 섭취를 병행했을 경우, 지구

성 트레이닝 및 홍삼 섭취를 단독으로 했을 때 보다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Fig. 4, 5).

홍삼 섭취를 중단한 기간(9주~12주) 동안 혈장 BCAA의

농도에 있어 시점에 따른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EPG(24.4±49.1µmol/l에서 13.6±87.7µmol/l)

를 제외한 EGG(12.1±31.8µmol/l에서 25.1±33.1µmol/l)와

GG(19.2±43.7µmol/l에서 28.1±101.9µmol/l)에서 최대하 운

동 전·후 혈장 BCAA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5, 6).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홍

삼의 섭취를 중단한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므로 홍삼을

섭취한 기간(0주~8주)에서의 변화와 함께 생각해보면, 홍삼

의 섭취가 최대하 운동 전·후 혈장 BCAA의 농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2) 말초피로

근육 내 ATP 고갈이나, 산소부족과 젖산축적에 따른 H+

농도의 증가(체내 산성화) 등은 말초피로를 야기하는 요인이

며, 이러한 요인은 연수의 호흡중추를 자극하여 환기량(호기

량 혹은, 흡기량)을 증가시킨다. 이처럼 환기량은 체내 피로도

를 반영하며, 환기량의 증가는 산소섭취량( O2) 및 이산화탄

소 배출량( CO2)의 증가와 비례하므로, 환기량뿐만 아니라

O2에 의해 트레이닝에 따른 체내 적응상태 및 운동수행능력

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23) 이에, 본 연구에서

는 홍삼 섭취에 따른 말초피로에 대한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운동부하검사 후 회복기 O2를 측정하였다. 홍삼 섭취는 최

대 및 최대하 운동 중 근육 내 글리코겐의 고갈을 지연시키

는 효과31,36)가 있으며, 운동 후 심박수와 O2의 회복율37,38)

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다수 보고 되었다. 하지만,

엘리트 선수를 대상으로 한 몇몇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 했다고 보고하였다.10,39) 본 연구에서는 홍삼을

섭취한 기간(0주~8주) 동안 그룹 간 O2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각 그룹의 주와 시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

가 일부 나타났다(Fig. 7, 8, 9). 또한, 지구성 트레이닝 및

홍삼 섭취를 지속할수록 O2의 회복율이 빨라지는 경향을 보

였으며, GG(40.7±1.5ml/kg/min에서 39.5±2.0ml/kg/min) 보

다는 EPG(41.0±1.2ml/kg/min에서 38.2±1.5ml/kg/min)에서,

EPG 보다는 EGG(41.9±1.6ml/kg/min에서 39.6±2.1ml/kg/

min)에서 빠르게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다(Fig. 7, 8, 9).

홍삼 섭취를 중단한 기간(9주~12주) 동안 그룹 간 O2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각 그룹의 주와 시점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10). 하지만, 각 그룹에서 운동부하검사 후

V·

V·

V·

V·

V·

V·

V·

V·

Fig. 6. Plasma BCAA(Branched-Chain Amino Acid) concentration
before and after Submaximal test at 12 week.

EGG : endurance training + red ginseng supplementation group
EPG : endurance training + placebo supplementation group 
GG : only red ginseng supplementation group

Fig. 7. Recovery VO2(oxygen uptake) after GXT(grade exercise
test) at 0 week.

EGG : endurance training + red ginseng supplementation group
EPG : endurance training + placebo supplementation group
GG : only red ginseng supplementation group

Fig. 8. Recovery VO2(oxygen uptake) after GXT(grade exercise
test) at 4 week.

EGG : endurance training + red ginseng supplementation group
EPG : endurance training + placebo supplementation group
GG : only red ginseng supplementati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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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 30초~150초까지 O2의 변화를 관찰하면 EPG와 GG

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에, EGG는 다소 회복이 빨라진 것

을 알 수 있다(Fig. 10). 이러한 결과는 8주 간의 선행된 홍

삼 섭취에 따른 효과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34)

말초피로에 대한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또 다른 변인인 혈

중 젖산농도는 윈게이트 테스트 전·후에 측정되었다. 윈게이

트 테스트와 같은 단시간의 고강도 운동은 활동근의 산소부

족과 젖산축적을 야기하며, 이에 체내 급격한 산성화를 초래

하여 myosin ATPase와 해당과정의 속도조절효소인 가인산분

해효소(phosphorylase)나, 인산과당분해효소(phosphofructoki-

nase; PFK)의 활성도를 감소시켜 피로를 초래하게 된다. 이

러한 피로에 대한 홍삼 섭취에 따른 효과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일회성 운동에서 초성포도산(pyruvic acid)과 젖산 등 혈

중 대사기질의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40) 등으로 보고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홍삼을 섭취한 기간(0주~8주) 동안 그룹

간 혈중 젖산농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각 그룹의 주와

시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일부 나타났다(Fig. 11,

12, 13). 특히, 8주 혈중 젖산농도의 변화에서 EPG(3.8

±0.5mmol/l)와 GG(3.2±0.5mmol/l)는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것에 비해, EGG(5.2±0.6mmol/l)는 두 그룹 보다 빠른 회복

의 경향을 보였다(Fig. 13). 또한, 홍삼 섭취를 중단한 기간(9

주~12주) 동안 그룹 간 혈중 젖산농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며, 각 그룹의 주와 시점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ig. 14). 본 연구에서는 홍삼 섭취에 따른 말초의 항피로

효과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

지만, EGG(5.6±0.3mmol/l)가 EPG(4.5±0.6mmol/l)와 GG

(3.4±0.6mmol/l)에 비해 혈중 젖산농도의 빠른 회복에 경향

을 보였으므로, 지구성 트레이닝과 홍삼 섭취를 병행했을 경

우, 지구성 트레이닝 및 홍삼 섭취를 단독으로 했을 때 보다

V·

Fig. 9. Recovery VO2(oxygen uptake) after GXT(grade exercise
test) at 8 week.

EGG : endurance training + red ginseng supplementation group
EPG : endurance training + placebo supplementation group 
GG : only red ginseng supplementation group

Fig. 10. Recovery VO2(oxygen uptake) after GXT(grade exercise
test) at 12 week.

EGG : endurance training + red ginseng supplementation group
EPG : endurance training + placebo supplementation group 
GG : only red ginseng supplementation group

Fig. 11. Blood lactate concentration before and after wingate test
at 0 week.

EGG : endurance training + red ginseng supplementation group
EPG : endurance training + placebo supplementation group 
GG : only red ginseng supplementation group

Fig. 12. Blood lactate concentration before and after wingate test
at 4 week.

EGG : endurance training + red ginseng supplementation group
EPG : endurance training + placebo supplementation group
GG : only red ginseng supplementati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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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는 8주간의 홍삼 투여가 중추피로 및 말초피로에

미치는 영향과 홍삼 투여와 지구성 트레이닝을 병행 했을 경

우, 홍삼이 유·무산소성 운동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

하였다. 그 결과 홍삼 섭취와 지구성 트레이닝을 병행하는 것

이 홍삼 섭취와 지구성 트레이닝을 단독으로 적용하는 것 보

다 유산소성 운동수행능력과 말초피로에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홍삼의 섭취가 중추피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무산소성 운동수행능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된 홍삼의 피로회복 및 운동수행능력 향상 효과는 추후

일반인뿐만 아니라 운동선수의 운동능력향상 보조물(Ergo-

genic aid)로써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 사

본 연구는 2007년도 한국인삼공사에서 고려인삼학회에 출

연한 연구비에 의해 수행 되었으며, 시료는 한국인삼공사에서

제공한 홍삼 엑기스를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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