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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운동을 실시한 흰쥐에 대한 오이식초음료의 항피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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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evaluated the effect of cucumber vinegar (CV) on fatigue accumulation in rats that performed high-intensity
exercise. The rats were randomly assigned to 3 groups: sedentary control (SC), exercise control (EC), and CV. Body
weights were higher in groups EC and CV than in group SC. Organ weights in group CV did not differ from those in
group SC. Running time was significantly longer in group CV than in the other groups. Compared to group EC, cucumber
vinegar administration markedly decreased serum concentrations of ammonia, inorganic phosphate, and L-lactate. The
activities of serum creatine kinase and lactate dehydrogenase were significantly lower in group CV than in groups SC and
EC. Glycogen contents in the muscle and liver were higher in group CV than in groups SC and EC. These results suggest
that cucumber vinegar can serve as a functional ingredient in the development of a beverage to attenuate fati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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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피로는 과한 작업이나 자극에 의하여 기관의 기능이 감퇴하고

병적 감각이 동반되는 현상 또는 작업에 의해 생체의 기관이나

조직의 기능이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현대인은 생활 속에서 상

당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야

외활동의 증가로 등산이나 마라톤과 같은 고강도 익스트림 스포

츠를 즐기는 사람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과도한 운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생성되는 대표적인 대사산물로 젖산을 들 수 있

으며 체내 젖산의 증가 및 축적은 피로의 누적을 유발한다. 만성

으로 노출된 피로는 삶의 질을 낮출 뿐만 아니라 만성피로증후

군 및 신경내분비계의 면역조절의 장애를 일으키는데 관여한다

고 알려져 있다(1,2). 따라서 일상생활이나 운동에서 오는 축적된

피로를 신속히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피로유발에 관련된 요소로는 젖산(lactic acid), 젖산수소제거효

소(LDH; lactate dehydrogenase), 암모니아(ammonia), 글리코젠(gly-

cogen) 등이 알려져 있으며 이 물질들은 생리적 운동능력 및 피

로도를 측정하는 분석 지표로서 사용된다(3). 운동으로 증가된 젖

산은 근육에 축적되어 근손상을 유도하고 운동능력을 저하시킨

다고 알려져 있으며(4), 젖산을 피루브산으로 전환시키는 LDH 효

소를 증가하게 만든다. 이는 곧 아세틸 CoA (acetyl coenzyme A)

로 전환되어 해당과정을 통하여 발생한 산물과 함께 크렙스 회

로를 거쳐 ATP를 생산하고 체내에서 에너지로 사용된다(5,6). 고

강도 훈련은 간 및 근육의 글리코겐을 고갈시켜 에너지 대사를

저해하며 근육 내 젖산뿐만 아니라 암모니아(ammonia) 및 무기

인산(inorganic phosphate) 등과 같은 대사산물의 축적을 통해 근

손상 및 운동능력을 저하시킨다고 알려져 있다(7,8).

오이(Cucumis sativus L.)는 박목 박과에 속하며 온대 및 열대

지역에 잘 자라는 식물로 원산지는 인도로 추정되며 우리나라에

서는 삼국시대부터 재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이는 수분, 무

기질 및 비타민 C의 함량이 많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이뇨작용과

해독작용이 뛰어나 운동이나 등산을 할 때 오이를 음료 대신 섭

취하는 경우도 있다(9,10). 또한 오이추출물에 함유된 플라보노이

드와 탄닌 성분에 의해 프리라디칼 소거능과 진통억제효능을 가

진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항돌연변이 및 항균 효과가 있다고 알

려져 있다(11,12). 현재 오이를 이용한 식품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주로 절임과 통조림 형태로 국한되어 있으며 오

이 생산량에 비하여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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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오이를 처리하기 위한 대처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13,14).

식초는 전통적인 발효 식품으로서 아세트산발효에 의해 생성

된 아세트산을 주성분으로 하여 가정에서는 조미료로 사용되었

고, 한의학에서는 해독과 부종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어져 왔다(15).

식초의 생리활성 효능으로는 동맥경화, 고혈압 및 고혈당증 등의

성인병 예방과 체지방 감소 및 피로회복 등에 효과가 있다고 보

고되어 있다(16-19).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향상으로 웰

빙 열풍이 불게 되었고 식초의 생리활성 효과가 조명을 받아 합

성 식초보다 발효 식초의 수요가 높아졌으며 결과적으로 식초의

고급화 및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20). 이에 본 연

구진은 선행연구에서 오이를 이용하여 속성발효식초를 제조하고

산화방지 활성을 확인한바 있다(21).

본 연구에서는 상기 발효원액을 원료로 제조한 오이식초음료

의 항피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고강도 운동을 실시한 흰쥐

에서 지구력증진 효능을 확인하였고 생화학적 지표의 변화를 관

찰하여 항피로 효능을 갖는 기능성 식품으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오이(Cucumis sativus L.)는 전남 순천 지역

에서 생산된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믹서기(CM-3000,

Samyang Electronics Co., Ltd, Gunpo, Korea)로 파쇄한 후 착즙

하여 원료로 사용하였다.

오이 식초 제조

오이식초는 Hong 등(21)의 방법에 따라 국내산 오이를 주원료

로 2단 발효를 통해 제조하였다(Fig. 1). 주모는 오이를 파쇄하여

착즙한 것에 100% 사과농축액(72oBx)으로 초기당도를 15oBx로

조절한 후 Saccharomyces cerevisiae KCTC 7904를 접종하여

25oC에서 48시간 정치배양하여 사용하였다. 종초는 오이 알코올

발효액을 여과한 후 그 여액에 아세트산 균주 Acetobacter sp.

PA97을 접종하여 30oC에서 200 rpm으로 72시간 진탕배양하여 사

용하였다. 알코올발효는 오이 착즙액 30%, 사과농축액 16.52%

및 정제수 53.58%로 15oBx가 되도록 초기당도를 조절한 후 주모

5% (v/v)를 접종하여 25oC 항온 배양기(HB-103MP, Hanbaek Sci-

entific Co., Bucheon, Korea)에서 6일간 배양시켰다. 아세트산 발

효는 여과된 오이 알코올 발효액에 종초 10% (v/v)를 접종하여

30oC에서 200 rpm으로 진탕 배양기(LSI-3106R, Daihan Labtech

Co., Ltd, Namyangju, Korea)를 이용하여 12일간 배양하였다.

알코올 함량 및 산도 측정

알코올 함량은 시료 100 mL를 취하여 증류한 다음 Gay-Lussac

주정환산표를 이용하여 15oC로 보정하여 측정하였다. 당도는 시

료 300 µL를 취하여 당도계(Atago Pocket PAL-3, Atago C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산도는 6배 희석한 시

료 5 mL를 pH 8.3이 될 때까지 0.1 N 수산화소듐(NaOH) 용액으

로 적정하여 아세트산의 양으로 표시하였다.

실험동물 사육

실험동물은 4주령의 수컷 Sprague-Dawley계 흰쥐 15마리를 다

물사이언스(Daejeon, Korea)에서 구입하였다. 동물 사육실의 환경

은 항온(22±2oC), 항습(50±5%), 12시간 간격(08:00-20:00)의 광주

기로 일정하게 조건을 유지하였고 난괴법에 의하여 비운동군

(sedentary control, SC), 운동군(exercised control, EC), 오이식초군

(exercised with cucumber vinegar, CV)으로 나누어 동물들을

stainless steel cage에 한 마리씩 분리하여 1주일간 고형식이로 적

응시킨 후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기본식이는 AIN-93G (American Institute of

Nutrition, 1993)를 조제하여 물과 식이가 자유롭게 공급되게 하였

으며 매일 체중과 식이 섭취량, 물 섭취량을 측정하였다. 오이식

초의 섭취량은 고농도의 아세트산(acetic acid)을 섭취한 흰쥐에서

대장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5%의 오이식초를 사람이 하루에 섭

취하는 양을 기준으로 사람과 동물간의 안전계수를 고려하여 매

일 체중 kg 당 7 mL씩 운동이 끝난 후에 경구 투여하였으며 비

운동군과 운동군은 동량의 증류수를 투여하였다. 동물실험은 순

천대학교 실험동물이용 기준에 의거하여 윤리적으로 실시하였다

(SCNU-IACUC-2013-2).

운동 계획 및 지구력 측정

실험동물은 비운동군을 제외하고 일정한 시각에 일주일에 5회

씩 4주간 트레드밀(Daejong Instrument Industry, Seoul, Korea)을

사용하여 운동을 실시하였다. 분당 15 m의 속도로 20분, 분당 20

m의 속도로 30분, 분당 25 m의 속도로 40분, 분당 25 m의 속도

로 60분씩 4주 동안 각각 진행하였다.

4주간의 운동실험 후, 모든 실험동물들은 분당 30 m의 속도로

트레드밀 끝 부분의 전기판 위에 10초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를

탈진으로 판단하여 운동을 부하한 후 탈진 때까지 달린 시간을

기록하여 운동 지구력 평가에 사용하였으며 탈진한 쥐는 에틸에

테르(ethyl ether)로 마취시켜 희생하였다. 하대정맥으로부터 공복

혈액을 채취하여 900×g으로 15분간 원심분리한 후 혈청을 분리

하였으며 장기조직은 혈액 채취 후 즉시 적출하여 인산완충용액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용액으로 여러 차례 헹구고 액체

질소로 냉동시켜 −80oC에 보관하였다.

피로 관련 혈청 지표분석

혈청 무기인산 함량측정은 자동분석기용 무기인 측정 키트

(ASAN Pi-Lq Reagents, Asan Pharmaceutical, Seoul, Korea), 암

모니아 함량측정은 혈청 암모니아 측정 키트(DRI-CHEM SLIDE

NH3-PII, Fujifilm, Saitama, Japan), 혈청 젖산측정은 L-lactete

assay 키트(EnzyChromTM, Bioassay Systems, Hayward, CA,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간 및 근육 글리코겐 함량 측정

간과 근육 조직(0.2 g)에 30% KOH를 400 µL를 넣어 100oC에

서 30분간 가열한 후 실온에서 식혔다. 그 후 에탄올 1 mL을 넣

고 6000×g로 4oC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은 제거하고

침전된 조직에 0.5 mL 증류수와 2 g/L의 anthrone solution을 넣어

620 nm에서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젖산 탈수소효소(lactate dehydrogenase, LDH) 및 크레아틴

키나아제(creatine kinase, CK) 활성측정

ATP 유지에 관련된 근육의 생체지표를 평가하기 위해 비장근

조직 0.1 g을 쥐의 뒷다리에서 분리하여 100 mM KPB buffer 5

mL에 희석하여 유리관에 균질화 한 후 10000×g로 4oC에서 15분

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LDH와

CK 활성 평가는 Bioassay Systems의 비색측정키트(colorimetric

test kit)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QuantiChromTM Lactate Dehydro-

genase kit, EnzyChromTM creatine kinase assay kit, Bioassa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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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처리

실험결과는 SPSS package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실험군당 평균±표준오차로 표시하였고, 각 군

간 평균치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유

의성 여부를 판정하였다(*p<0.05, **p<0.01, ***p<0.001).

결과 및 고찰

오이식초음료의 제조

오이식초 발효원액은 Hong 등(21)의 방법에 따라 제조하였다.

1단계 과정인 알코올발효 과정 중 발효원액의 당도와 알코올 함

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1A와 같다. 첫째 날부터 생성되기 시작

한 알코올은 2일째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6일째 8%를 나타내었

고 이후부터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반면 당도의 함량은 0

일째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3일째까지 급격히 감소 후 서서히

줄어들었다. 6일째 당도는 5.5oBrix를 보였으며 그 이후로는 감소

하지 않았다(Fig. 1A).

1단계 알코올발효 종료 후, 발효액을 여과하여 2단계 아세트산

발효의 기질로서 사용하였다. 아세트산발효 단계 중 알코올 함량

과 산도의 변화는 Fig. 1B와 같다. 알코올 함량은 2일째부터 급

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12일째 0%까지 꾸준히 감소하였다. 반

면에 오이발효원액의 총 산도는 2일째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2

일째 5.4%를 나타내었으며(Fig. 1B) 그 이후로는 증가하지 않아

발효를 종료하여 여과한 후 그 여액을 관능평가를 통해 가장 선

호도가 높았던 5%로 식초를 희석한 오이식초음료를 제조하여 실

험에 이용하였다.

체중, 식이섭취량과 장기무게 변화에 미치는 영향

4주 동안 AIN-93G를 급여한 SC군, EC군, CV군 모두 체중증

가량과 식이섭취량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식이효

율에서 SC군과 EC군이 CV군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종료 후 CV군은 EC군에 비해 체중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

았다(Table 1). 장기무게는 CV군에서 신장무게가 SC군보다 다소

낮았고 신장주변지방과 비복근이 다소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험 군 간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Table 2). 체중 식이섭취량

및 장기무게에서 각 실험군 간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샘플투여에 대한 독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p>0.01).

지구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탈진상태에 이르기까지 고강도 운동을 함으로써 막대한 양의

에너지, 체액, 전해질이 손실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미네랄을 함

유한 스포츠 드링크는 체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다(22). 이에 따라 다량의 천연 미네랄과 유기산을 함

유한 오이식초음료는 항피로 효과를 가지며 상업적 가치가 높은

천연 스포츠드링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 탈진까지의 운동시

간은 운동 내성에 대한 항피로 효과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

는 지표가 되므로 피로에 대한 민감성의 감소는 증가된 운동시

간과 관련이 있다. SC군과 EC군을 비교하였을 때 EC군의 운동

시간은 2배 이상 증가된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고강도 운동을 실

시한 후 오이식초음료를 섭취한 흰쥐는 EC군과 비교하였을 때

Fig. 1. Production of cucumber vinegar by two-step fermentation.
(A) Changes in sugar and alcohol contents during alcohol
fermentation. (B) Changes in alcohol content and titratable acidity
during acetic acid fermentation. Data values ate expressed as
means±SE (n=3).

Table 1. Effects of cucumber vinegar on weight gain, food intake

and FER

Group SC1) EC2) CV3)

Body weight (g)

Initial 200.22±13.40 205.24±8.18 203.60±12.37

Final 390.69±7.900 374.87±5.13 352.08±19.89

Weight gain (g/day) 4.18±0.260 4.09±0.44 3.72±0.460

Food intake (g/day) 21.75±2.530 22.91±0.93 22.20±0.650

FER (%)4) 16.48±1.080 19.03±0.53 17.52±4.230

Data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SE (n=5).
1)SC: sedentary control.
2)EC: exercised control.
3)CV: cucumber vinegar.
4)FER (food efficiency ratio): weight gain (g/day)/food intake (g/day)×100

Table 2. Effects of cucumber vinegar on organ weights in rats
with exhaustive exercise

Organs
SC1) EC2) CV3)

g/body weight 100 g

Liver 3.45±0.10 3.01±0.08 3.55±0.80

Heart 0.38±0.06 0.32±0.00 0.33±0.07

Kidney 0.81±0.13 0.70±0.02 0.51±0.09

Abdominal fat 1.69±0.35 1.56±0.14 1.63±0.38

Perirenal fat 0.57±0.09 0.47±0.02 0.79±0.03

Epididymal fat 1.89±0.45 2.10±0.16 2.01±0.8

Gastrocnemius 
muscle

1.26±0.04 1.42±0.02 1.50±0.13

Data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SE (n=5).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groups at *p<0.05, **p<0.01, and ***p<0.001 by
Student’s t-test.
1)SC: sedentary control.
2)EC: exercised control.
3)CV: cucumber vine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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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6% 유의적으로 증가된 운동시간을 보였다(Fig. 2). Kwon 등

(23)은 지속적인 운동이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키고 체중과 체

지방을 감소시킨다고 하였으며 Cho 등(19)은 함초식초의 섭취가

항피로 효과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비록 본 결과에서 오이식초

음료의 섭취가 운동으로 인해 탈진한 흰쥐의 지구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하나, 이후 연구에서 지질 대사와 피로회복 효능의 관

련성 및 피로회복 효능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물질의 분석 등 심

도 있는 연구가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

혈중 피로물질 변화에 미치는 영향

세포내 산증이 젖산과 무기인산의 축적으로 인해 근육의 피로

를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고강도 운동 중

암모니아, 무기인산 및 젖산과 같은 피로에 관련된 물질이 체내

에 축적되고 근육의 피로를 유발한다(7). 본 연구에서 CV군의 암

모니아, 무기인산, 젖산의 수치는 각각 111.43 µg/mL, 0.499 mg/

dL, 1.047 mM/mL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EC군과 비교하였을 때

각각 42.65, 48.03 및 43.28% 더 낮은 수치를 보였다(Fig. 3). SC

군과 EC군을 비교하였을 때, 혈청의 지표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Wu 등(24)은 식초의 섭취가 운동 후 흰쥐의

혈중 젖산과 암모니아의 감소를 유의적으로 촉진시켰다고 보고

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각종 유기산이 풍부한 오이식초음료

를 섭취하였을 때 혈청 피로 물질의 감소를 통해 항피로 효과를

유도하였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간 및 근육조직의 글리코겐 함량에 미치는 영향

신체적 피로는 운동 중 에너지 부족과 관련이 있다. 해당작용

의 주원료인 간과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은 에너지 생산을 위

해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분류되므로 글리코겐의 양은 직접적으

로 운동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Fig. 4A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EC군의 간 글리코겐의 함량은 SC군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근육 글리코겐의 함량은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EC군과 비교하여 CV군의 간 글리코겐

함량은 38.54%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비장근 글리코겐 함량

은 17.11%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4B). Waller 등(25)

은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실시한 말에게 아세트산을 섭취시켰을

때 대조군과 비교하여 혈액 내 포도당 및 아세트산의 함량이 증

가하였으며 근육 내 포도당 신생과정(gluconeogenesis)과 관련된

아세틸 CoA, 아세틸 카르니틴(acetylcarnitine) 수치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Fushimi 등(26)은 고강도 운동 후 아세트산을 섭취한

흰쥐의 간과 골격근에서 글리코겐 저장량이 증가된다고 보고하

였다. 고강도 운동에 의해 체내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 경구 투

여된 아세트산은 위장관에서 혈관으로 빠르게 흡수되고 근육 및

간 조직에서 아세틸 CoA로 전환되어 포도당 신생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글리코겐 축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25). 따라서 고강도 운동에 의해 에너지원이 고갈된 흰쥐에게 오

이식초음료를 급여하였을 때 오이식초음료에 포함된 아세트산,

유기산 및 무기질 등이 체내에서 대사되어 글리코겐의 축적을 증

가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근육 내 LDH 및 CK 활성에 미치는 영향

LDH는 NADH와 NAD+의 부수작용에 따라 젖산에서 피루브산

으로의 전환에 관여하는 효소이다(27). 이렇게 전환된 피루브산

은 해당과정에서 재사용되며 체내 에너지를 생성하거나 남는 것

은 글리코겐으로 저장된다. 고강도 운동 시 LDH 효소에 의해 젖

산의 대사가 활성화되고 체내 에너지 생성이 증가한다(28). Fig.

5A에 보이는 바와 같이 EC군의 LDH 수치가 SC군 보다 41.99%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CV군의 LDH 수치는 EC군과 비교하

였을 때 28.78%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오이식초음료

의 섭취가 고강도 운동을 실시한 흰쥐에서 혈청 젖산 수치의 감

Fig. 2. Effects of cucumber vinegar on running endurance time

in rats exhausted by exercise. Data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SE (n=5).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groups at *p<0.05, **p<0.01, and ***p<0.001 by Student’s t-test.
SC: sedentary control, EC: exercised control. CV: cucumber vinegar.

Fig. 3. Effects of cucumber vinegar on (A) serum ammonia, (B)
inorganic phosphate, and (C) lactate in rats exhausted by

exercise. Data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SE (n=5).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groups at *p<0.05, **p<0.01, and
***p<0.001 by Student’s t-test. SC: sedentary control, EC: exercised
control, CV: cucumber vine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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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통해 근육 세포 내 젖산의 대사 증가를 유도하여 피로를 예

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CK는 ADP를 ATP로 전환하는 에너지 생성반응과정에 촉매로

작용하는 효소로서 고에너지 소비 시에 신속하게 ATP를 생성할

수 있도록 촉매 반응을 유도하여 운동능력 향상에 기여한다(29-

31). Fig. 5B에서는 SC군의 CK 함량은 514.85 U/L이었으며 EC

군에서의 CK 함량은 509.83 U/L로 SC군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EC군과 비교하였을 때 CV군에서는

4.74% 유의적으로 증가된 수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고강도 운

동을 실시한 흰쥐에서 오이식초음료에 의한 항피로효능은 LDH

에 의한 젖산대사의 촉진 및 CK에 의한 ATP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잉여 농산물인 오이를 이용하여 제조한 식초음

료의 항피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고강도 운동을 실시한 흰

쥐에 오이식초음료를 매일 섭취시켜 지구력, 혈청 피로물질, 간

과 근육 조직 내 글리코겐 함량, 근육 내 LDH 및 CK 등의 변

화를 살펴보았다. 실험동물은 4주령의 수컷 SD계 흰쥐 15마리를

1주간 고형식이로 적응시킨 후 난괴법에 의하여 비운동군(SC),

운동군(EC), 오이식초 섭취군(CV)으로 나누었다(n=5). CV는 사

람의 하루 섭취량을 기준으로 체중 kg당 7 mL씩 매일 일정시각

에 경구투여 하였고 나머지 그룹은 동량의 증류수를 투여하였다.

EC와 CV는 매일 일정한 시각에 트레드밀을 이용하여 분당 15

m로 20분, 분당 20 m로 30분, 분당 25 m로 60분씩 운동을 일주

일에 5회 실시하였다. 식이섭취량과 식이효율에서는 그룹 간의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CV군의 신장 무게가 SC군보

다 낮았다. 지구력 측정에서 CV가 EC보다 55.96% 더 높은 지구

력을 가진 것으로 측정되었고 혈청 피로물질은 CV가 EC보다 현

저히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함량은 CV가

다른 두 군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오이식초음료의 섭취에 따

라 간과 근육에서의 글리코겐 재합성이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으

며 근조직의 LDH와 CK 측정 결과 CV와 EC를 비교하였을 때

CV에서 증가된 수치를 보였다. 이와 같이 고강도 운동으로 훈련

을 실시한 흰쥐는 오이식초음료의 섭취에 의해 지구력 증진과 혈

중피로물질의 감소, 간과 근육에서의 글리코겐 재합성, ATP 수

치의 유지 및 젖산 대사 촉진과 같은 항피로 효과를 나타내었으

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오이식초를 이용한 스포츠드링크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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