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과거에 비해 강화된 경제력과 정보력을 배경으로 

최근 들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및 

운동, 섭생 등은 약물처치와 같이 단기간에 특이적 결과

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생활습관과 맞물려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안전하고 과학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다시마는 단백질, 아미노산, 무기질, 폴리페놀, 섬유

질과 같은 영양소를 함유한 식품원료로서, 주요 아미

노산 성분 중 글루탐산(glutamic acid)이 락토바실러스 

균주(Lactobacillus brevis BJ20)를 매개로한 고도의 식

품가공  공정을 거치면 GABA(γ-aminobutyric acid)가 

생전환(bio-conversion)되면서 함량이 증가한다(Cha et 

al., 2011). GABA는 중추신경계의 억제성 신경전달물

질로 작용하는 비단백성 아미노산이며, 진정효과와 이

뇨 작용을 통한 항혈압 효과뿐만 아니라(Inoue et al., 

2003), 이것이 안전성이 확보된 GABA-강화 발효다시

마 식품의 형태로 보조섭취(supplementation)했을 때 

간기능(Lee et al., 2010b) 및 항산화 기능(Lee et al., 

2010a), 비만 예방(Okai et al., 1993) 등의 다양한 생리

적 기능을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GABA의 긍정적 생리활성기능 중에 운동학적

으로 주목할 만한 것으로써, GABA가 성장호르몬의 

생화학적 전구체로 작용하여 성장호르몬을 증가시키

는 기능성에 근거하여, GABA 섭취는 미국 등 건강헬

스산업의 선진국에서 근육강화를 목적으로 한 보조섭

취제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Cavagnini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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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yeong Hwan Jeon. Effects of GABA enriched fermented sea tangle supplementation on body composition, muscular activity, 

muscle growth factors, and inspiration functions in adult males. The Journal of Kinesiology, 2017, 19(1): 1-9.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body composition, body fat, muscle mass, and muscle growth after 

supplementing GABA-enriched fermented sea tangle (FST). We investigated its efficacy as a supplemer by analyzing changes 

in muscle activity, muscle growth-related blood factors, and changes in inspiratory capacity associated with respiratory muscle 

function. [METHODS] FST supplementation group (FST, n = 10) and placebo group (Con, n = 10) were randomly assigned 

to participate as subjects. Participants had been fed 1,000 mg of fermented sea tangle for FST group and 1,000 mg of sucrose 

for placebo group, each day for 8 weeks. Body composition, weight, muscle mass, body fat, abdominal fat, muscle activity, 

concentration of blood-related muscle growth factors, and inspiratory capacity were measured. [RESULTS] The 8-week FST 

supplementation did not have any significant effect on body composition including body fat and muscle mass, but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muscle growth and muscle growth factors required for blood muscle growth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On the other hand, the improvement of some functions of respiratory muscle was confirmed by the significant increase in max-

imum inspiratory pressure. [CONCLUSIONS] During the 8-week intake, it was expected that the quality of the muscle would 

improve in advance of the quantitative improvement within muscle and blood, without changes in body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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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80). 반면 한국 성인남성의 근무환경이나 일상

생활 형태는 운동부족(hypokinetics)과 과잉영양에 따

른 비만과 성인병에 쉽게 노출되어 유병률이 증가하

고 발생시기도 빨라졌으며, 장기적으로 비만으로 인한 

체지방 증가뿐만 아니라 근육량 감소(sarcopenia)와 

근기능 감소와 같은 QoL(quality of life)을 악화시키

는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현실을 감안

하면 섭취된 GABA 성분이 지방대사 촉진과 근 단백

질 축적 기능을 통해(Turner et al., 1988; De Palo et 

al., 2006), 근감소 비만(sarcopenic obesity)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할 과학적인 근거로, 혈액 성

분 중에서 분석할 수 있는 신체조성과 기질대사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중요한 내분비계의 변화가 

주목된다. 근육의 성장과 그에 따른 근기능을 결정하는 

IGF-I(Insulin like growth factor-1)는 PKB/Akt(Protein 

kinase B) 신호체계를 통해 단백질 대사와 활성을 조절

하고,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은 성인

남성에게서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비만과 에너지 대

사를 조절하는 근육합성과 IGF-I 수준, 인슐린 저항성 

등에 관련되어 있다(Philippou et al., 2007). 또한 비타

민 D는 근육과 지방조직의 대사를 조절하고, 비타민 D

의 결핍은 제지방량과 체지방량, 근육내 지방 유입과 

섬유화 등의 구체적인 조절자 역할을 한다(Oh et al., 

2009). 피하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D의 결핍은 혈청 

25(OH)D (25-Hydroxyvitamin D) 수준으로 결정된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비타민 D의 결핍은 비타

민 D 섭취와 합성이 감소하고, 골격근에서의 비타민 D 

수용체(VDR, vitamin D receptors)의 발현이 감소하면

서, 근육량과 근기능이 감소하여, 최종적으로 일상기능

과 운동수행능력을 결정하는 신체기능이 감소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Bunout et al., 2006).

한편 GABA에 의한 혈액성분과 내분비계의 변화에 

따른 근골격의 기능개선 효과들을 고려하면, 골격근의 

일부인 호흡근의 기능개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호흡능력은 일상생활 능력과 운동능력을 결정하는 중

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호흡과 순환계통의 기능적 요

소들(functional components)을 평가하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산소소비량과 관련된 대부분의 운동에서 경기

수행능력을 판단하는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Yoo 

et al, 1994; Kwon & Park, 1998). 횡격막을 포함한 

흡기근육은 형태학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골격근에 해

당하며 사지근육과 마찬가지로 적정한 생리적 자극에 

따라 반응하게 된다(Kraemer et al., 2002). 따라서 호

흡근 개선의 호흡능력과 폐기능의 향상을 목적으로 

운동과 식품섭취를 이용한 생리학적 자극에 대한 많

은 연구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불안, 우울, 수면과 같은 심리적 이득과 더

불어 항산화 기능과 조직의 성장 등 유용한 생리활성

기능을 가진 GABA 성분을 강화시킨 보조식품 형태

의 섭취는 건강헬스산업에서도 안전하게 근력운동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제시가 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GABA의 건강 이득 효과

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았을 때 일정 농도의 

GABA를 섭취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비해 안정성이 

확보된 식품형태로 장기간의 섭취했을 때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식품 형태의 GABA-강화 발

효다시마(FST, fermented sea tangle)를 8주 동안 섭취

했을 때 예상되는 신체조성과, 세부적으로 체지방량과 

근육량의 변화, 근육성장에 관련된 근활성도 및 혈중 

근육성장관련 인자들의 변화, 그리고 호흡근의 기능을 

예측할 수 있는 흡기능력의 변화 등을 분석함으로써, 

GABA-강화 발효다시마가 보조섭취 식품으로서의 유

효성을 구명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효과적이고 안전

한 건강증진의 일환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피검자는 B시에 거주하는 30~40대 성인

남성들 중 현재 특별한 질환이나 신체적 이상소견을 

갖고 있지 않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무작위로 FST섭

취집단(FST, n=10)과 위약을 이용한 조절집단(CON, 

n=10)으로 분류하였다. 처치효과를 구명하기 위한 실

험은 K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된 절차

(KSU-14-05-002)에 따라 K대학교 스포츠건강과학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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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실에서 실시하였다. 실험당일에 피검자들에게 이 연

구의 목적과 과정 및 연구의 취지를 자세하게 설명하

고 최선을 다하여 실험에 참여할 것을 동의서에 서명

하고 8주간의 FST섭취 처치의 사전 및 사후실험에 참

가했다. 본 실험에 참가한 피검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Group age(yr) height(cm) weight(kg) BMI(kg/m2)

FST 35.56±5.54 177.65±4.81 82.77±8.22 25.96±2.05

CON 38.60±7.64 177.24±4.79 81.80±8.05 26.38±2.63

Values are mean ±SD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연구내용 및 방법

보조식품의 제조 및 섭취

FST는 Park 등(2016)의 이전 연구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간단히 요약하면 다시마 : 물의 비율이 

1:15(w/v)인 혼합물에 효모(yeast extract)와 포도당

(glucose)을 첨가 후, 121°C에서 30 min동안 autoclave를 

실시하여 다시마용액(sea tangle solution)을 준비했다. 

여기에 Lactobacillus brevis BJ20 (accession No. KCTC 

11377BP) 배지(culture broth)를 1.2%(v/v) 더했다. 혼합

액은 37°C에서 2일 동안 발효 배양했다<Fig. 1>. 산출물

을 건조분말로 연질캡슐에 분주했다. 최종성분은 250 

mg 발효다시마, 61mg lactose, 32mg cellulose, 5mg 

HPC, 30mg SiO2, 7mg Magnesium stearate.

대조군을 위한 위약(placebo)은 동일형태의 연질

캡슐에 311mg lactose, 32mg cellulose, 5mg HPC, 

30mg SiO2, and 7mg Magnesium stearate의 성분으

로 분주했다. HPLC(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분석을 이용하여 FST 1,000mg에는 

40-60mg 범위의 GABA 함량(mean 54.5 ± 0.07mg/g)

이 보장되었다.

Choi et al. (2016)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참가자

들은 집단별로 8주 동안 매일 1,000mg의 발효다시마

(FST, n=10)와를 1,000mg의 sucrose placebo(CON, 

n=10)를 각각 섭취하도록 했다. 매주 전화를 통해 과

도한 식이섭취 및 신체활동량을 제한과 FST 섭취여부

를 확인했다.

Fig 1. FST의 제조

신체조성

신체조성은 실험일에 12시간 공복상태에서 생체전기

저항측정기(Inbody 720, Biospace, Korea)를 이용하여 

체중, 근육량과 지방량, 복부 지방량 등을 측정했다.

하지근육의 활성도 측정

8주간의 섭취에 따른 하지근력의 변화는 EMG(근전도, 

electromyogram)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 상

대적 수의적 근수축력을 이용한 하지근육의 활성도를 측

정하기 위하여 무릎신전(knee extension)의 주동근인 대

퇴사두근(quadriceps)에서 8채널 무선 표면 근전도계

(WEMG-8 System LXM 5803, Laxtha, Korea)를 이용하

여 1,000Hz(1000sample/sec)의 샘플링 주파수(sampling 

frequency)로 근전도 파형을 채취했다. 채취한 rawEMG 

파형을 RMS(root mean square) 값으로 도출했다. 등속

성근력(isokinetic muscle strength) 측정시스템(Biodex 

syetem 4 Pro, Biodex Medical Systems Inc, USA)을 이

용한 무릎신전 시 대퇴사두근에서의 EMG 측정 절차는 

1) 피험자의 무릎신전 동작을 검사자가 10초 동안 억제

하여 최대수의적 근수축(MVC, maximal voluntary 

contraction)의 RMS 값을 구하고, 2) 60°/sec 및 180°/sec

의 각속도로 3회 무릎신전을 실시하는 동안의 RMS 평균

값을 MVC로 나눠 상대적 수의적 근수축(% RVC, 

relative voluntary contraction) 값으로 정량화하여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호흡기능 분석

흡기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역치 저항성 흡기근 측

정기(Power Breathe K5, Hab International, England)

를 사용하였다. 피험자들은 코를 막고 정면을 바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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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평상시 호흡 3~4회 정도 호흡을 실시하여 

사전 연습을 통해 익숙해지도록 했다. 이후 5회에 걸

쳐 충분한 양을 호기(expiration)한 후 최대한 깊고 강

하게 최대의 노력으로 흡기(inspiration)를 하도록 유

도했다. 측정 중 최대치로부터 최대 흡기력(Peak 

S-Index, cmH₂O)와 최대 흡기유속(Peak Inspiratory 

Flow, L/sec)를 구하였다. 한편 폐기능의 분석을 위해 

최대흡기량(volume, L)를 구했다.

혈중 기질 및 근육성장관련 인자들의 농도 분석

혈액분석을 위한 시료는 실험일에 12시간 공복상태에서 

안정시에 피험자의 전완 정맥혈을 채혈하여 혈장(plasma) 

및 혈청(serum) 형태로 준비했다. 공복시 혈중 포도당, 중

성지방(TG),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HDL cholesterol), 

저밀도지단백콜로스테롤 (LDL cholesterol)의 농도측정을 

위해 assay kit (COBAS; Roche Diagnostics, USA)를 이용

하여 Roche clinical chemistry analyzer로 농도를 분석했다. 

혈중 Insulin-like growth factor-1(IGF-1) 농도는 Immulite 

2000 ELISA(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kit(Siemens AG, Germany)를 이용했다. 비타민 D 수준은 

CLIA(chermiluminescent immunoassay) kit(ADVIA, 

Siemens, USA)를 이용하여 25(OH)D 농도로 분석했다.

통계분석

측정된 자료의 분석은 SPSS ver. 20.0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신체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집단별 전, 후 값에 대한 대응표

본 t- 검정과 delta(사전 사후값의 차이)값에 대한 집

단 간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 검증의 

유의수준(significant level)은 .05로 하였다.

연구결과

신체조성

8주간의 FST보조섭취에 따른 집단간 차이와 집단 

내 시기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체중, 근육량과 체지방량, 체지방률

과 복부지방률 등의 신체조성과 관련된 종속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하지근육의 활성도

8주간의 FST 섭취 후 하지근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3회 무릎신전을 실시하는 동안 대퇴사두근에

서 EMG를 이용하여 RMS 평균값을 MVC로 환산하

여 % RVC를 구하였다<Table 3>.

그 결과 60°/sec 각속도에서 FST군이 86.15±21.55

에서 99.25±30.14로 %RVC가 유의한 증가(p=.042)를 

나타낸 반면, CON군에서는 유의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아, 사전-사후 차이값(delta)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

이를 얻었다(p=.025). 하지만 180°/sec 각속도에서의 3

회 무릎신전 동작 시 대퇴사두근에서 측정한 %RVC

에서는 처치 집단간 및 집단내 평균비교에서는 통계

Variable Group Pre Post t p
Delta

(post-pre)
t p

weight
(kg)

FST 82.77±8.22 83.53±7.64 -.851 .420 0.75±2.66
.632 .536

CON 81.80±8.05 81.87±7.25 -.108 .917 0.07±2.05

muscle
mass(kg)

FST 38.17±3.57 38.70±3.77 -1.132 .291 0.52±1.38
.951 .355

CON 36.40±3.24 36.39±3.07 .030 .977 -0.01±1.04

fat 
mass(kg)

FST 16.20±3.71 16.35±3.43 -.531 .610 0.15±0.87
.155 .879

CON 17.91±5.04 17.96±4.78 -.085 .934 0.05±1.86

body fat(%)
FST 19.43±3.28 19.78±3.78 -.907 .391 0.35±1.17

.415 .683
CON 21.67±4.66 21.73±4.60 -.104 .919 0.06±1.81

abdominal
fat mass(%)

FST 0.89±.05 0.89±0.05 -.756 .471 0.003±0.1
1.074 .298

CON 0.91±.06 0.91±0.06 .808 .440 -0.005±.01
Values are mean ±SD, *p<.05

Table 2. Changes in body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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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혈중 기질 및 호르몬의 변화

8주간의 FST 섭취에 따른 혈중 기질들의 농도변화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LDL 

콜레스테롤의 농도는 FST군에서는 139.55±34.84mg/dL

에서 122.44±34.72mg/dL로 –17.11±26.79mg/dL로 감소

한 반면에 CON군에서는 108.10±31.20mg/dL에서 

115.20±23.58mg/dL로 7.10±18.11mg/dL 증가하여, 사전 

- 사후 차이값(delta)에 대한 집단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p=.032). LDL 콜레스테롤의 농도는 FST

군에서는 8주간의 섭취에 따라 51.00±16.97mg/dL에서 

57.55±18.92mg/dL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049). 하

지만 혈중 포도당의 농도에서는 처치 집단간 및 집단내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간의 대사기능을 염증수치를 나타내는 혈중 AST/ALT 

수준의 변화에서는 처치집단의 집단내 사전 및 사후 처

치와 처치집단간 평균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8주간의 보조섭취에 따른 신체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

과 관련된 비타민 D와 여성호르몬 Estradiol 수준, 그리고 

인슐린 성장인자 IGF-1의 변화를 분석하였다<Table 5>. 

비타민 D(5(OH)D)의 경우 FST군에서 12.25±4.17nmol/L

에서 15.07±5.16nmol/L으로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고

(p=.000), 처치집단간의 사후-사전 차이값의 비교에서도 

Variable Group Pre Post t p
Delta

(post-pre)
t p

Glucose
(mg/dL)

FST 92.11±7.91 91.00±6.89 .515 .620 -1.11±6.47
.678 .507

CON 92.00±8.71 88.20±8.09 1.181 .268 -3.80±10.17

AST
(IU/dL)

FST 35.88±11.32 26.77±11.61 1.543 .161 -9.11±16.03
-1.395 .199

CON 28.80±10.62 25.40±7.12 .960 .362 -3.40±11.19

ALT
(IU/dL)

FST 33.00±12.19 20.00±8.09 2.585 .132 -13.00±16.68
-1.990 .068

CON 26.80±17.40 24.40±13.34 .453 .661 -2.40±16.74

LDL
(mg/dL)

FST 139.55±34.84 122.44±34.72 1.916 .092 -17.11±26.79
-2.330* .032

CON 108.10±31.20 115.20±23.58 -1.240 .246 7.10±18.11

HDL
(mg/dL)

FST 51.00±16.97 57.55±18.92 -2.317* .049 6.55±8.48
1.015 .324

CON 54.50±21.23 57.10±15.69 -.970 .357 2.60±8.47
Values are mean ±SD

Table 4. Changes in blood concentrations of substrates and liver enzymes

Variable Group Pre Post t p
Delta

(post-pre)
t p

%RVC @ 
60°/sec 

FST 86.15±21.55 99.25±30.14 -2.425 .042 13.10±16.20
2.465 .025

CON 95.56±40.89 91.68±42.52 .458 .658 -3.88±13.82

%RVC @ 
180°/sec

FST 87.61±46.14 92.96±30.06 -.546 .600 5.35±29.45
.721 .492

CON 111.47±62.82 108.65±70.58 .458 .658 -2.81±19.46
Values are mean ±SD, *p<.05

Table 3. Change in muscular activities on electromyogram

Variable Group Pre Post t p
Delta

(post-pre)
t p

Vitamin D
(25(OH)D)
(nmol/L)

FST 12.25±4.17 15.07±5.16 -5.816*** .000 2.82±1.45
4.651*** .000

CON 11.12±2.74 11.35±2.54 -.604 .565 0.18±.93

Estradiol
(ng/mL)

FST 25.42±13.05 28.07±12.30 -1.073 .314 2.65±7.42
1.47 .159

CON 21.51±7.50 19.34±5.08 1.001 .343 -2.17±6.85

IGF-1
(ng/mL)

FST 191.57±43.96 195.12±40.12 -.441 .671 3.54±24.10
2.129* .048

CON 214.34±34.96 194.32±46.91 2.629* .027 -20.02±24.08
Values are mean ±SD, *p<.05, ***p<.001

Table 5. Changes in blood concentrations of muscle growth related horm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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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군(0.18±.93nmol/L)과 FST군(2.82±1.45nmol/L) 사이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

한편, 근육성장과 관련하여 30-40대 남성으로 피험

자들의 성장호르몬(growth hormone)의 측정결과는 

검출한계치 이하의 수치로 인해 측정이 불가능했다.

8주간의 보조섭취에 따른 호흡기능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FST군의 흡기능력 중 최대흡기력(Peak 

S-Index)의 집단내 사전, 사후 변화에서 145.24±24.79에

서 150.43±23.75cmH2O으로 유의한 증가(p=.019)를 나

타내었고, 최대흡기유속(PIF)에서는 집단간 및 집단내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호흡기능을 나타

내는 최대흡기량(volume)에서는 집단간 및 집단내 유

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6>.

논의

이 연구는 GABA 성분이 강화된 발효 다시마(FST)

를 8주 동안 섭취했을 때 신체조성 변화와 근육 활성

도, 혈중 근육성장관련 인자의 변화, 그리고 호흡근의 

흡기능력 변화 등을 통해 보조섭취식품으로서의 기능

성을 구명(究明)하고자 하였다.

신체조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체중, 근육량과 체지방

량, 체지방률과 복부지방률 등의 관련된 종속변인들에게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신체조

성의 변화는 에너지의 섭취와 소비의 균형에 따라 결정

됨으로써 에너지보존법칙을 따르게 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FST는 식이섬유를 포함한 탄수화물과 미네랄이 

주성분으로서, 이 연구에서의 하루섭취량인 1,000mg 당 

에너지원은 탄수화물 612mg, 단백질 248mg, 지방 0mg

으로 구성되고, 총열량 3.44Kcal의 생체에너지로 기여하

여 에너지저장을 통한 신체조성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만큼 기여도가 높지는 않다. Yoon(2014)의 보고서

에 따르면, 남자의 에너지 섭취량은 1998년 이후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2010-2012년부터는 남성의 에너지 과잉 

섭취가 높은 추세이다. 이는 에너지섭취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적은 생활습관 양식을 갖는 현대인과 특히 한국

남성들에게 오히려 FST 보조섭취로 인한 에너지 과잉의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간기능의 변화를 나타내는 AST/ALT 효소의 

수준은 8주 동안 섭취 후에도 정상범위(0~40 IU/L)에 

속하며, 유의한 변화는 없었지만 정상범위 안에서도 증

가보다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선행연구의 간기

능 보호효과와도 연관된 결과이고(Lee et al. 2010b), 이

러한 경향을 통해 장기간의 섭취에 따른 간조직에 부정

적인 영향의 가능성은 희박하여 안전한 보조섭취식품의 

조건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혈액성분 중 기질의 대사에 있어서도 

LDL 콜레스테롤의 부분적인 감소와 HDL 콜레스테롤

의 부분적인 증가가 나타남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FST

섭취를 통해 신체구성 면에서 근육량의 증가와 체지방

량의 개선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6주 동안 

200mg/kg weight 다시마 분말을 섭취시킨 동물실험에

서 HDL 콜레스테롤 수준의 증가와 LDL 콜레스테롤 

수준의 감소를 보인 선행연구들(Lee et al., 2011; 

Succurro et al., 2010)과 마찬가지로 장기간의 FST 섭

취는 고지혈증(hyperlipidemia)의 개선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이 연구에서 근기능 개선 혹은 강화에 대한 

효과를 집중 조명해보면, 무릎신전 동작에서 EMG를 

이용하여 60°/sec 각속도에서의 대퇴사두근의 활성도

Variable Group Pre Post t p
Delta

(post-pre)
t p

Peak S-Index
(cmH2O)

FST 145.24±24.79 150.43±23.75 -3.056* .016 5.19±5.10
.379 .709

CON 143.19±17.87 147.08±18.41 -1.349 .210 3.89±9.11

peak 
Inspiratory 
Flow(L/sec)

FST 7.51±.92 7.60±.53 -.518 .619 0.08±0.50
-.623 .542

CON 7.64±.80 7.86±.87 -1.593 .146 0.22±0.43

Volume(L)
FST 2.54±.61 2.43±.26 .583 .576 -0.11±.57

-1.266 .222
CON 2.25±.44 2.46±.66 -1.242 .246 0.21±.53

Values are mean ±SD, *p<.05

Table 6. Changes in inspiratory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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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한 결과 근활성도가 유의하게 증가함으로써

(p=.042), 8주간의 FST 섭취를 통해 근육량 변화 없이

도 근활성도가 강화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 이는 근육의 양적 개선에 앞서 근육의 질적 

개선이 선행되는 단계로 예상할 수 있다(Andersen et 

al., 2006). 이러한 논리의 근거는 이 연구결과에서 나

타난 바와 같이 혈액성분 중 근육의 성장과 관련한 비

타민 D(p<.000)와 IGF-1(p=.048) 등 근육의 성장에 기여

하는 인자들의 수준 증가에 따른 변화들(Table 5)은 이

러한 혈중성분에 대한 정적 상관관계에 나타난 유사한 

선행연구결과들을 통해서도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 있

다(Witkowska-S dek et al., 2016). 또한 hoi et al.(2016)

의 연구에서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발효다시마를 섭취

한 집단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이 연구에도 근육성

장에 관련된 혈중 인자들 중에서 IGF-1에 의해 

mTOR/p70S6K 신호전달 기전이 활성화에 따른 근육

의 성장(Lai et al., 2004)과 대사기능 항진에 따른 지방

분해의 기전(Succurro et al., 2010)이 모두 활성화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미국시장에서 

GABA가 근육강화를 위한 장기간 보조섭취제로서 일

정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이번연구에서 FST 섭취로 증가한 비타민 D는 

골격근 중 속근섬유(fast twitch fiber)의 기능 유지, 근

력(muscle strength) 보존, 칼슘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

시켜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는 역할 등 단백질 섭취 전

략과 함께 근감소증 및 비만 예방을 위한 결정적인 요

소로 작용한다(Cho et al., 2013). 하지만 이 연구에서 

성장호르몬의 경우 Cavagnini et al.(1980)의 연구에서 

제시된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했다(미발표자료). 이 차

이는 천연물의 식품형태가 아닌 하루 5g의 GABA 추

출물형태로 섭취했기 때문으로 순수섭취량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는 근기능 개선효과의 일부가 호흡근에

도 작용하여 호흡기능의 부분적인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흡기능력 중 최대흡기력(Peak 

S-Index)과 최대흡기유속(PIF), 호흡기능을 나타내는 

최대흡기량(volume)으로 구분하여 측정했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FST군의 흡기능력 중 최대흡기력의 

집단내 사전, 사후 변화에서만 145.24±24.79cmH2O에

서 150.43±23.75cmH2O으로 유의한 증가(p=.019)를 나

타내었고, 최대흡기유속에서는 집단간 및 집단내 유의

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호흡기능을 나타내

는 최대흡기량에서는 집단간 및 집단내 유의한 변화

가 나타나지 않았다. Shen et al.(2010)은 흡기량과 삶

의 질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고하였고, 이 연구에

서 8주간의 FST 섭취에 따른 최대 흡기력의 개선된 

것은 호흡근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

며, 추후 연구에서 GABA 함량이 강화된 FST 섭취에 

대한 호흡기능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접근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GABA 성분이 강화된 FST를 8주 동안 

장기간 섭취를 통해 근육의 활성도의 향상과 혈액 중 

근육성장에 필요한 성장인자가 유의하게 증가함을 확

인하였다. 또한 최대흡기압력의 유의한 증가를 통해 

호흡근의 일부기능의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장기간의 FST의 섭취는 안전

하게 근육의 기능과 건강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긍정

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근력운동 시 

근기능과 근육강화의 상승효과(synergic effect)를 위한  

GABA 보조섭취의 방안으로써 제시될 수 있다.

결론

이 연구는 GABA 성분이 강화된 천연 발효 다시마

를 8주 동안 장기간 섭취했을 때 신체조성 변화와 근

육성장관련 인자의 변화, 그리고 호흡근의 흡기능력 

변화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8주간 FST 섭취는 체지방

량과 근육량을 포함한 신체조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근육의 활성도의 향상과 혈

중 근육성장에 필요한 일부 성장인자가 유의하게 증

가함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 기간은 신체조성과 근육

의 양적 개선없이 근활성도와 혈중 성장인자의 강화

를 통해 부분적으로 근육기능이 향상될 수 있는 과정

에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호흡기능 중 최대흡기

압력의 유의한 증가를 통해 호흡근의 일부 기능도 개

선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장기간의 FST의 섭취는 

안전하게 근육의 기능과 건강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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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섭취의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추후연구에서는 정해진 식단과 운동프로그램을 적

용하여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이섭취량과 

신체활동량을 정량적으로 조절하여 순수한 FST 섭취효

과를 분석하고, 또한 섭취기간을 연장하여 근육의 양적

개선이 나타나는 시점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Andersen, L. L., Magnusson, S. P., Nielsen, M., 

Haleem, J., Poulsen, K., & Aagaard, P. 

(2006). Neuromuscular activation in 

conventional therapeutic exercises and 

heavy resistance exercises: implications for 

rehabilitation. Journal of Physical Therapy,  

86(5): 683-97.

Cavagnini, F., Invitti, C., Pinto, M., Maraschini, C., 

Di Landro, A., Dubini, A., & Marelli, A. 

(1980). Effect of acute and repeated 

administration of gamma aminobutyric acid 

(GABA) on growth hormone and prolactin 

secretion in man. Acta Endocrinologica 

(Copenhagen), 93: 149-154.

Cha, J. Y., Jeong, J. J., Yang, H. J., Lee, B. J., & Cho, Y. 

S. (2011). Effect of fermented sea tangle on 

the alcohol dehydrogenase and acetaldehyde 

dehydrogenase in Saccharomyces cerevisiae.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21: 

791- 795.

Cho, J. K., Kang, H., & Yoon, J. H. (2013). Increased 

Dietary Intake of Proteins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Sarcopenic 

Obesity in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Obesity, 22(2): 77-82.

Choi, W. C., Reid, S., Ryu, J., Kim, Y., Jo, Y. H., & 

Jeon, B. H. (2016). Effects of γ

-aminobutyric acid-enriched fermented sea 

tangle (Laminaria japonica) on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related muscle 

growth and lipolysis in middle aged 

women. Algae, 31(2): 175-187.

De Palo, E. F., Gatti, R., Antonelli, G., & Spinella, P. (2006). 

Growth hormone isoforms, segments/fragments: 

does a link exist with multifunctionality? Clinica 

Chimica Acta, 364: 77-81.

Inoue, K., Shirai, T., Ochiai, H., Kasao, M., Hayakawa, 

K., Kimura, M., & Sansawa, H. (2003). 

Blood-pressure-lowering effect of a novel 

fermented milk containing γ-aminobutyric 

acid (GABA) in mild hypertensives. Europe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57: 490-495.

Kraemer, W. J., Ratamess, N. A., & French, D. N. 

(2002). Resistance training for health and 

performance. Current Sports Medicine Reports, 

1(3): 165-71. Review.

Kwon, T. D., & Park, D. I. (1998). A Study of 

Pulmonary Function in Athletes by Events 

and Nonathletes - Focused on Kumdo, 

Fencing, Ssirum and Rowing college 

Player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37(3): 167-176.

Lai, K. M. V., Gonzalez, M., Poueymirou, W. T., 

Kline, W. O., Na, E., Zlotchenko, E., Stitt, 

T. N., Economides, A. N., Yancopoulos, G. 

D., & Glass, D. J. (2004). Conditional 

activation of Akt in adult skeletal muscle 

induces rapid hypertrophy.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24: 9295-9304.

Lee, B. J., Kim, J. S., Kang, Y. M., Lim, J. H., Kim, 

Y. M., Lee, M. S., Jeong, M. H., Ahn, C. B., 

& Je, J. Y. (2010a). Antioxidant activity and 

γ-aminobutyric acid (GABA) content in sea 

tangle fermented by Lactobacillus brevis 

BJ20 isolated from traditional fermented 

foods. Food Chemistry, 122: 271-276.

Lee, B. J., Senevirathne, M., Kim, J. S., Kim, Y. M., 

Lee, M. S., Jeong, M. H., Kang, Y. M., Kim, 

J. I., Nam, B. H., Ahn, C. B., & Je, J. Y. 



전병환  9

(2010b). Protective effect of fermented sea 

tangle against ethanol and carbon 

tetrachloride-induced hepatic damage in 

Sprague-Dawley rats. Food and Chemical 

Toxicology, 48: 1123-1128.

Lee, S. J., Kim, C. W., Jang, H. ,J., Cho, S. Y., & 

Choi, J. W. (2011). Anti-hyperlipidemia and 

anti- arteriosclerosis effects of Laminaria 

japonica in Sprague-Dawley rats. Fisheries 

and Aquatic Sciences, 14: 235-241.

Oh, J. H., Kim, S. H., Kim, J. H., Shin, Y. H., Yoon, 

J. P., & Oh, C. H. (2009). The level of 

vitamin D in the serum correlates with 

fatty degeneration of the muscles of the 

rotator cuff. Journal of Bone and Joint 

Surgery. British Volume, 91: 1587–1593.

Okai, Y., Higashi-Okai, K., & Nakamura, S. (1993). 

Identification of heterogenous antimutagenic 

activities in the extract of edible brown 

seaweeds, Laminaria japonica (Makonbu) 

and Undaria pinnatifida (Wakame) by the 

umu gene expression system in Salmonella 

typhimurium (TA1535/pSK100 2). Mutation 

Research, 303: 63-70.

Park, H. -J., Lee, M. -S., Shim, H. S., Lee, G. -R., 

Chung, S. Y., Kang, Y. M., Lee, B. -J., Seo, Y. 

B., Kim, K. S., & Shim, I. (2016). Fermented 

Saccharina japonica (Phaeophyta) improves 

neurito genic activity and TMT-induced 

cognitive deficits in rats. Algae, 31: 73-84.

Philippou, A., Maridaki, M., Halapas, A., & Koutsilieris, 

M. (2007). The role of the insulin-like growth 

factor 1 (IGF-1) in skeletal muscle physiology. 

In Vivo, 21: 45–54.

Shen, N., Yao, W. Z., Liu, Z., Wang, X. H., Hao, Z. T., 

& Liu, X. F. (2010). Correlation of the quality 

of life with the inspiratory capacity in 

patients with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Zhonghua jie he he hu xi za zhi, 

33(4): 261-264.

Succurro, E., Arturi, F., Grembiale, A., Iorio, F., 

Laino, I., Andreozzi, F., Sciacqua, A., 

Hribal, M. L., Perticone, F., & Sesti, G. 

(2010). Positive assoc iation between plasma 

IGF1and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evels in adult nondia betic 

subjects. European Journal of Endocrinology, 

163: 75-80.

Turner, J. D., Rotwein, P., Novakofski, J. & Bechtel, 

P. J. (1988). Induction of mRNA for IGF-I 

and -II during growth hormone-stimulated 

muscle hypertrophy. American Journal of 

Physiology, 255: E513-E517.

Witkowska-S dek, E., Kucharska, A., Rumińska, M., &  

Pyrżak, B., (2016). Relationship Between 

25(OH)D and IGF-I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Growth Hormone Deficiency. Advances in 

Experimental Medicine and Biology, 912: 43-9.

Yoo, S. H., Choi Y. K., Park, C. B., Ryoo, K. R., Lee, 

C. H., & Kim, J. J., (1994). A Study on the 

Cardiovascular function by Exercise Event.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33(3): 

375-390.

Yoon, S. H. (2014). Trends in Energy Intake and Food 

Sources of Energy Intake among Korean 

Adult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cdc.go.kr/CDC/cms/content/mobile/ 

66/28366_view.html

논문투고일 : 2017. 01. 08

1차 수정일 : 2017. 01. 18

게재확정일 : 2017. 01. 21




	ABSTRACT
	서론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내용 및 방법
	통계분석

	연구결과
	신체조성
	하지근육의 활성도

	논의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