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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Base on the series of findings for seahorse supplementation of our group, we were suppos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eahorse extract supplementation for 6 weeks on muscle mass, muscle fitness, 
and the ability of daily life and exercise performance in elderly.

METHODS The elderly were divided into SHD(seahorse diet, n=27) and CON(control, n=26) group and 
supplemented with 1,000 mg / day of seahorse extract for 6 weeks. Before and after 6 week of treatments, 
they were observed changes in body composition and muscle mass, muscle strength and endurance, the 
exercise performance abilities including cardiac function and autonomic nervous system activity, static and 
dynamic stabilities, and blood variables. 

RESULTS After the 6 week of seahorse supplementation in elderly, 1) it has been shown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mprovement within muscle by increased total lean body(muscle) mass, weight bearing 
muscle endurance, isokinetic muscle endurance; 2) An in static stability showed improved by increased in 
one leg standing time. A decrease in heart rate and an increase in SDNN showed partial improvement of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3) There was partial improvement on the blood metabolism functions by 
a decrease in blood lactate levels and an increase in HDL cholesterol.

CONCLUSIONS These changes suggest that the 6-week of seahorse supplementation may improve in muscle 
mass and fitness, and the ability of daily life and exercise performance in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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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노화가 진행되면서 낙상의 위험은 시력과 균형감각 

능력, 보행 능력, 일상생활 능력 등의 기능장애, 운동부

족이나 골절 후유 질환 등의 위험요인에 따라 증가하고, 

특히 근육계와 신경계의 퇴행에 따른 근기능 약화와 평

형성의 문제가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노화에 따른 

낙상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실제로 최근에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의 신체손상 중에서 낙상 비율이 절반 이

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1]. 근육량은 50세 이

후 10년마다 5-10% 감소하고, 근력은 50세 이후에 10

년마다 15% 감소하고 70세에 이르면 10년마다 30%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이러한 근감소증 현상은 

상대적으로 근육량은 낮으면서도 인구학적으로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영향력 높은 사

회문제가 될 수 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일상생활이나 여러 활동 수준을 

결정하는 근육 및 신경 조직의 퇴행은 불가피하지만, 다

행이 식이섭취나 운동처치 등의 의료적 치료 부담이 없

이도 생활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그 진행을 어느 정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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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3,4]. 이러한 생활습관의 

개선에 따른 근육의 변화는 근신경변화에 다른 근력 증

가와 근육량의 증가에 따른 근력의 증가 등의 질적 및 

양적 개선의 단계를 갖는다. 특히, 식이보조섭취를 통

한 근육량과 근기능, 기능성 체력과 운동수행능력의 단

계적 퇴행을 예방하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근육

의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효과를 

확인하는데 운동과학적 접근이 요구된다.

해마(hippocampus)는 근해에 서식하는 실고기과 

경골어류로서, 전통적인 약재로 사용되고있다. 최근 

관련된 연구를 통해 해마는 약 58%의 단백질(crude 

protein)과 2.6%의 지질(crude lipid)를 포함하는 고단

백식품소재로서, 지표성분의 작용기작(간기능성 개선, 

근력강화, 정자 운동성 개선)과 주요 활성기능을 바탕

으로[5-7], 항암, 항노화 등의 성인 질환, 스테미너 등

에 대한 긍정적 효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기초로, 해마 보조섭취는 운동

수행능력에 관련된 여러 중요 지표에 대한 순기능적 효

과를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와 관련

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 특히 신체기능의 퇴

행으로 해당 효능이 절실히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 

신체구성과 근기능, 운동수행능력 개선에 대한 해마 유

효성분의 효능 검증과 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배경으로, 우리 그룹은 해마의 지표 

성분의 효능에 관한 일련의 사전연구들을 통해 신체구

성과 운동수행능력 등의 개선 효과들을 검증하고 있으

며, 최근에는 분말 형태의 해마추출물을 8주간 보조 섭

취하여 운동 수행능력 관련인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효

과를 확인한 바 있다[9]. 최근에 수행한 일련의 임상적

용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운동능력과 

관련된 신체의 구성과 기능의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

는 해마의 최소 섭취기간을 6주로 선정하여 실제 일반

인에게 필요한 기능성식품으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실용

성과 사업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때 섭

취량의 설정근거로서, 사전 동물실험에서 설정한 적정

섭취량을 인체 표면계수에 적용한 후, 인체적용 기능성

식품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의 약 50% 수준으

로 1,000mg/day의 일일섭취량을 결정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임상연구에 필요한 효과 크

기와 검정력을 고려한 표본 수준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6주간 해마추출물 섭취가 근육량과 근체력, 일상생활능

력(ADL)을 포함한 운동수행능력을 개선하는 효과를 갖

는지를 구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65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험자 

수는 G Power 3.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t-test를 위한 

양측 검정으로, 유의수준 .05, 집단수 2, 효과크기 .50, 

검정력 .80을 조건으로 하여 각 집단별 26명을 산출했

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60명을 선정하여 무작위법으

로 집단을 배정했다. 이때 만성/퇴행성 질환과 개인 특

이적 질환자는 제외했다. 실험은 K대학교 연구윤리위

원회로부터 승인된 절차(KSU-17-02-001-0414)에 

따라 실시하였다. 기간 중 탈락자를 제외한 최종피험자 

53명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age(yr) Weight(kg)

SHD 27 71.55±3.94 54.55±4.84

CON 26 72.42±3.83 55.83±6.01

측정항목 및 방법

식이 처치 식이처치를 위한 시료는 해마추출물과 유

당 분말을 1:1(w/w) 혼합한 캡슐형태로 제작했다. 최종 

섭취량은 사전 동물 실험에서의 적정한 섭취량(200mg/

kg)을 인체의 체표면적(체표면적 대비 환산계수 0.16)

에 적용하여 32mg/kgBW/day으로 환산하고, 평균체중 

60kg (1,920 mg/day)의 50% 수준인 1,000mg/day으

로 설정함으로써, 실제 기능성 식품으로 개발되기 위한 

임상시험 조건으로 결정했다 [10].

신체조성과 근육량 근육량을 의미하는 총제지방질

량(total lean body mass)과 신체조성은 생체전기저

항측 정기(Inbody 720, Biospace, Korea)를 이용하

여 6주간의 식이처치 전과 후에 12시간 공복상태에서 

측정했다. 측정된 값을 이용하여 골격근지수(skeletal 

muscle index, SMI(kg/m2) =사지 근육량/키의 제곱

X100)를 산출했다.

근체력

근력 전신근력과 상관성이 높은 악력과 배근력 1 



27  The Asian Journal of Kinesiology  |

Asian J Kinesiol 2019; 21(1): 25-36 · DOI: https://doi.org/10.15758/ajk.2019.21.1.25

RM(repetition maximum)을 측정했다.

근지구력 윗몸일으키기와 무릎굽혀 팔굽혀펴기로 최

대 반복수(multiple RM)를 측정했다.

등속성 근력 하지 근육의 등속성근력은 등속성근력

측정시스템(Biodex syetem 4 Pro, Biodex, USA)을 

이용하여 무릎 신전(extension)시 주동근인 대퇴사두

근(quadriceps)에서 60 degree/sec 및 180 degree/

sec의 각속도로 등속성 근력을 측정했다.

운동수행능력 관련 인자

심폐기능과 자율신경계 활성도 심폐기능과 그에 따

른 자율신경계의 활성도는 BVP센서(IHM, CA, USA)

를 이용하여 분당심박수(HR)와 심박변이도를 통해 측정

했다. 표면센서로 5분간 맥박정보를 획득하여 HF(high 

frequency), LF(low frequency), total power, SDNN 

(standard deviation of normal-to-normal intervals) 

값을 도출했다. 이때 HF와 LF에서 맥박조절 자율신경

계 중 부교감신경계와 교감신경계의 상대적 긴장도를 

의미하고, total power와 SDNN 에서 자율신경계의 전

반적인 활성도를 나타낸다 [11, 12] .

평형성 노인 기능체력검사(senior fitness test)의 일

부로 낙상예방에 중요한 기능인 평형성을 검사했다. 1)양

손은 허리를 잡고 한쪽 다리씩 번갈아 들게 하여 자세를 

유지하는 시간, 즉 한발서기시간으로 정적 평형성을 검사

했다. 2)정상적인 보행으로 6m를 걸어갔다가 돌아오는데 

걸리는 보행시간으로 동적 평형성을 검사했다.

혈액변인 6주간의 식용해마섭취 전과 후 시점에서 안

정시 전완정맥에서 12ml를 채혈한 후, 1,000g에서 15분 

동안 원심분리로 혈장 및 30분간 혈액응고시킨 혈청을 

분리했다.

혈중 젖산(lactate)은 젖산 분석기에서 흡광도를 이

용하여 농도를 측정했다. 혈당(glucose)은 표준 혈당측

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했다. 혈중 중성지방(TG, 

triglyceride)은 효소분광법을 이용한 흡광도 측정법으로 

분석했다. 혈중 콜레스테롤(cholesterol)은 혈중 LDL과 

HDL 각각의 농도를 분리한 혈장으로 흡광분석법을 이용

하여 측정했다. 혈장 내 크레아틴(creatine) 함량은 Jaffe 

reaction을 이용한 흡광도측정법으로 분석했다.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SPSS(Ver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각 집단별 측정항목의 평균(M)과 표준편차(M±SD)

를 산출했으며, 각 군의 유의성 검정은 집단간 차이 및 

집단내 사전사후 변화를 독립 t-test 및 종속 t-test를 

이용했다. 유의수준(α)은 .05로 설정했다.

결과

 신체조성과 근육량의 변화

6주간의 식용해마의 섭취에 따른 변화를 신체조성별

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Figure 1>, <Table 2, 3>

과 같다. 6주간의 소재 섭취 후 총제지방량(total lean 

mass, kg)에서 SHD군은 0.32±.46 증가하였고 CON

군은 0.02±.67 감소하여 두집단 간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32). SHD군 내에서는 19.67±2.00

에서 19.87±1.98로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다(p=.047). 

Table 2. Comparison of Body composition variables within SHD and 
CON groups

Variable Group Pre Post t p

weight(kg) SHD
CON

54.55±4.84
55.83±6.01

54.97±4.53
57.76±6.22

-1.983
-1.953

.058

.062

total lean 
mass(kg)

SHD
CON

19.67±2.00
20.48±1.58

19.87±1.98
20.46±.56

-2.08
.175

.047

.862

total fat 
mass(kg)

SHD
CON

17.80±4.02
18.50±4.79

17.87±4.08
19.15±3.80

-.466
-.930

.645

.361

SMI(kg/
cm²)

SHD
CON

5.31±.66
5.21±.53

5.38±.64
5.14±.53

-1.626
2.079

.116

.058

* SMI: skeletal muscle index

Table 3. Comparison of Body composition variables between SHD and 
CON groups

Variables SHD(n=27) CON(n=26) t P

weight(kg) 1.02±.56 1.93±5.05 -.929 .357

total lean mass(kg) .32±.46 -.02±.67 2.201 .032

fat mass(kg) .07±.78 .65±3.58 -.826 .413

SMI(kg/cm²) .03±.22 -.06±.17 1.880 .066

SMI: skeletal muscle index

반면, 6주간의 식용해마 섭취 후 체중에서의 집단간 

및 집단내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총지방량(total fat 

mass, kg)은 6주간의 식용해마 섭취 후 집단 간에서 유

의미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고(p=.413), 또한 SHD군

(p=.645) 및 CON군(p=.361) 모두 집단내 사전대비 사

후변화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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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지수(SMI (kg/cm²))에서도 6주간의 식품 소재 섭

취 후 두 집단간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며(p=.066), 

집단내의 사전대비 사후변화에서도 SHD군(p=.116)과 

CON군(p=.058)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근체력의 변화

6주간의 기능성 소재 섭취 전후의 근력(악력, 배근

력) 및 근지구력(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의 변화를 

각각 관찰했다 <Figure 2>, <Table 4, 5>.

윗몸일으키기(회) 6주간의 식품 소재 섭취 후 SHD

군은 .407±1.00 증가하였고 CON군은 0.11±.81 감

소하여, 집단 간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44). 집단내에서는 SHD군 내에서는 11.29±6.50

에서 14.03±4.78로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다(p=.046). 

CON군 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p=.478). 

Table 4. Comparison of muscular strength and endurance variables 
within SHD and CON groups

Variable Group Pre Post t p

Sit-up SHD
CON

11.29±6.50
13.38±4.74

14.03±4.78
13.26±4.64

-2.096
.721

.046

.478

Push-up SHD
CON

5.22±2.04
4.96±2.61

5.48±1.80
5.19±2.74

-1.492
-1.030

.148

.313

Grip 
strength(kg)

SHD
CON

19.96±3.48
20.38±3.02

20.11±3.52
20.34±2.81

-.811
.146

.425

.885

Back 
strength(kg)

SHD
CON

43.51±11.17
42.34±9.28

44.00±10.88
41.50±10.23

-.796
1.281

.433

.212

Figure 1. Effect of seahorse extract diet for 6 weeks on body composition and muscle mass in elderly.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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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굽혀펴기(회) 6주간의 식품 소재 섭취 후 처치 집

단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837). 한

편, 집단내 사전대비 사후변화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악력(kg) 6주간의 식품 소재 섭취 후 집단 간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102). 한

편, 집단내 사전대비 사후변화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배근력(kg) 6주간의 식품 소재 섭취 후 SHD군은 

0.48±3.14 증가하였고, CON군은 0.84±3.14 감소하

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p=.144). 

한편, 집단내 사전대비 사후변화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등속성 근력의 변화

6주간의 기능성 소재 섭취 전후의 집단별 등속성 근

력의 변화를 60deg/sec와 180deg/sec에서 분석한 결

과는 <Figure 3>, <Table 6, 7>와 같다.

Table 6. Comparison of isokinetic muscular strength within SHD and 
CON groups

Variable Group Pre Post t p

60deg/
sec(Nm)

SHD
CON

75.31±13.56
81.55±16.09

78.14±15.68
84.93±16.57

-1.583
-1.133

.126

.268

180deg/
sec(Nm)

SHD
CON

78.42±17.03
92.90±22.13

82.32±16.21
90.76±18.90

-2.059
-.910

.050

.372

Table 5. Comparison of muscular strength and endurance variables 
between SHD and CON groups

Variables SHD(n=27) CON(n=26) t p

Sit-up .407±1.00 -.11±.81 2.068 .044

Push-up .25±.90 .20±1.15 .207 .837

Grip strength(kg) .48±.89 -.03±1.34 1.667 .102

Back strength(kg) .48±3.14 -.84±3.14 1.485 .144

Figure 2. Effect of seahorse extract diet for 6 weeks on muscular strength and endurance in elderly.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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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arison of isokinetic muscular strength between SHD 
and CON groups

Variables SHD(n=27) CON(n=26) t p

60deg/sec(Nm) 2.83±9.31 3.38±15.23 -.159 .875

180deg/sec(Nm) 3.89±9.84 -1.98±11.47 2.040 .047

60deg/sec 6주간의 식품 소재 섭취 후 SHD군과 

CON군의 두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

나지 않았고(p=.875), 집단내에서도 SHD군(p=.126)과 

CON군(p=.268) 모두 6주간 섭취 전후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80deg/sec 6주간의 식품 소재 섭취 후 SHD군은 

3.89±9.84 증가하였고 CON군은 1.98±11.47 감소하

여, 두 처치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p=.047). 집단내에서는 SHD군에서는 6주간 섭

취전 78.42±17.03에서 섭취후 82.32±16.21로 유의

한 증가를 나타냈다(p=.05). 반면 CON군에서는 섭취 

전후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372).

심폐기능과 자율신경계 활성도의 변화

6주간의 기능성 소재 섭취 전후의 집단별 심폐기능

과 자율신경계 활성도를 분석한 결과는 <Figure 4>, 

<Table 8, 9>과 같다.

심박수(beat/min) SHD군은 1.90±6.29 증가하였

고 CON군은 3.23±8.57 감소하여 두 처치집단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p=.016). 하지만 

각 집단내 사전대비 사후 변화에서는 SHD군(p=.129)

과 CON군(p=.066)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LF(ms²/min) 집간단 비교에서 SHD군은 7.73

±302.58 감소하였고 CON군은 7.44±214.68 증가하였지

만,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p=.835). 한편, 집단내 사전대

비 사후변화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HF(ms²/min) SHD군은 85.46±313.99 증가하였고 

CON군은 15.03±99.09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변화는 없었다(p=.125). 한편, 집단내 사전대비 사후변

화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SDNN(ms²/min) SHD군은 5.02±17.07 증가하였고 

CON군은 10.85±12.10 감소하여 두 처치집단 간에 통계

Figure 3. Effect of seahorse extract diet for 6 weeks on isokinetic muscular strength in elderly.
(*p<.05.)

Table 8. Comparison of cardiac function and activity of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within SHD and CON groups

Variable Group Pre Post t p

HR(bpm) SHD
CON

70.60±6.57
74.82±10.58

72.50±7.38
71.59±7.46

-1.570
1.921

.129

.066

LF(ms²/
min)

SHD
CON

242.58±123.32
207.79±167.55

234.85±312.38
215.23±129.45

.133
-.177

.895

.861

HF(ms²/
min)

SHD
CON

186.51±112.41
192.59±82.67

271.97±293.85
215.23±129.45

-1.414
.773

.169

.446

SDNN(ms²/
min)

SHD
CON

33.76±7.85
39.50±10.31

38.78±14.48
28.65±6.01

-1.528
4.572

.139

.001

Table 9. Comparison of cardiac function and activity of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between SHD and CON groups

Variables SHD(n=27) CON(n=26) t p

HR(bpm) 1.90±6.29 -3.23±8.57 2.491 .016

LF(ms²/min) -7.73±302.58 7.44±214.68 -.210 .835

HF(ms²/min) 85.46±313.99 -15.03±99.09 1.558 .125

SDNN(ms/min) 5.02±17.07 -10.85±12.10 3.89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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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p=.001). 한편, 집단내 

사전대비 사후 변화에서는 CON군이 39.50±10.31에서 

28.65±6.01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1), SHD군에서는 

사전대비 사후 변화에서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p=.139).

평형성의 변화

6주간의 기능성 소재 섭취 전후의 집단별 정적 평

형성과 동적 평형성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Figure 

5>, <Table 10, 11>과 같다. 정적 평형성을 나타내는 

한발서기(sec)는 집단 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Figure 4. Effect of seahorse extract diet for 6 weeks on cardiac function and activity of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in elderly. 
(**p<.01, ***p<.001.)

Figure 5. Effect of seahorse extract diet for 6 weeks on stabilities in elderly.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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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나지 않았고(p=.154), SHD군의 사전대비 사후

변화는 6.40±2.48에서 7.18±2.00로 유의한 증가를 나

타냈다(p=.011). 한편, 동적 평형성을 나타내는 6m 보

행시간(sec)에서 집단 간의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p=.744).

Table 10. Comparison of static and dynamic stability within SHD and 
CON groups

Variable Group Pre Post t p

One-leg 
standing(sec)

SHD
CON

6.40±2.48
7.30±3.03

7.18±2.00
7.50±3.33

-2.738
-.667

.011

.511

6m-walking 
(sec)

SHD
CON

5.24±1.54
4.98±.738

5.20±1.58
4.98±.84

.524

.057
.605
.955

Table 11. Comparison of static and dynamic stability between SHD and 
CON groups

Variables SHD(n=27) CON(n=26) t p

One-leg standing(sec) .77±1.47 .19±1.47 1.446 .154

6m-walking(sec) -.04±.41 -.00±.41 -.329 .744

혈액변인의 변화

6주간의 기능성 소재 섭취 전후의 집단별 혈액반응

을 분석한 결과는 <Figure 6>, <Table 12, 13>과 같다.

젖산(uEq/ℓ) SHD군은 -.049±0.12 감소하였고 CON

군은 .048±0.21 증가하여 두 처치집단 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났다(p=.044). 집단내에서는 SHD군

에서 섭취전 2.16±.93에서 섭취후 2.11±.94로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p=.049). 반면 CON군에서는 섭취 전

후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253).

혈당 (mg/㎗) 집간단 비교에서 SHD군은 1.88±7.35 

감소하였고 CON군은 0.30±8.33 감소하였지만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p=.467). 한편, 집단내 사전대비 사후

변화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G(mg/㎗) SHD군은 13.11±33.49 감소하였고 

CON군은 5.61±41.82 감소하였지만 집단간에는 통계

적으로 유의차는 없었다(p=.474). 한편, 집단내 사전대

비 사후변화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HDL(mg/㎗) SHD군은 1.59±3.98 증가하였고 CON

군은 1.15±5.89 감소하여 두 처치집단 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p=.051). 집단내에서는 

SHD군에서는 6주간의 섭취전 51.00±13.25에서 섭취

후 52.59±11.60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다(p=.048). 반

면 CON군에서는 섭취 전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p=.327).

LDL(mg/㎗) 집간단 비교에서 SHD군은 1.66±12.07 

감소하였고 CON군은 3.38±14.66 증가하였지만 통계

적 유의차는 없었다(p=.176). 한편, 집단내 사전대비 사

후변화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크레아틴(mg/㎗) 집간단 비교에서 SHD군은 

8.55±25.16 증가하는 경향과 CON군은 2.15±14.96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67). 한편, 집단내 사전대비 사후변화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의

본 실험은 해마추출물의 운동수행능력개선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식약처 건강기능식품가이드라인에서 

제안하는 운동수행능력의 효능을 검증하는 방법을 기준

Table 12. Comparison of exercise performance ability related blood 
factors within SHD and CON groups

Variable Group Pre Post t p

Lactate(uEq/ℓ) SHD
CON

2.16±.93
2.19±.74

2.11±.94
2.24±.71

2.064
-1.171

.049

.253

Glucose(mg/
dℓ)

SHD
CON

96.96±6.46
97.38±6.78

95.07±4.64
97.07±10.54

1.335
.188

.193

.852

TG(mg/dℓ) SHD
CON

143.14±47.58
133.11±63.28

130.03±38.11
127.50±41.45

2.034
.685

.052

.500

HDL(mg/dℓ) SHD
CON

51.00±13.25
48.30±7.80

52.59±11.60
47.15±8.46

-2.078
.999

.048

.327

LDL(mg/dℓ) SHD
CON

117.77±13.36
123.26±16.29

116.11±15.61
126.65±20.59

.717
-1.177

.480

.250

Creatine (mg/
dℓ)

SHD
CON

91.70±27.79
79.30±21.47

100.25±31.10
77.15±18.70

-1.766
.734

.089

.470

Table 13. Comparison of exercise performance ability related blood factors 
between SHD and CON groups

Variables SHD(n=27) CON(n=26) t p

Lactate(uEq/ℓ) -.049±0.12 .048±0.21 -2.064 .044

Glucose(mg/dℓ) -1.88±7.35 -.30±8.33 -.733 .467

TG(mg/dℓ) -13.11±33.49 -5.61±41.82 -.722 .474

HDL(mg/dℓ) 1.59±3.98 -1.15±5.89 1.995 .051

LDL(mg/dℓ) -1.66±12.07 3.38±14.66 -1.371 .176

Creatine (mg/dℓ) 8.55±25.16 -2.15±14.96 1.874 .067



33  The Asian Journal of Kinesiology  |

Asian J Kinesiol 2019; 21(1): 25-36 · DOI: https://doi.org/10.15758/ajk.2019.21.1.25

으로 6주간의 해마추출물을 식이섭취한 후의 관련 항

목들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통계 분석하여 개선효과

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신체조성과 근육량

6주간의 식이섭취 기간 동안 SHD군은 해마추출물 

섭취에 따라 신체조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

르면, 근육량을 의미하는 총제지방량은 SHD군에서 6

주간 해마추출물 섭취 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러한 차이에 대한 두 집단간 비교에서도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체중과 총지방량에서는 집단

간 및 집단내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한편, 근감소증

의 주요 지표인 사지근육량 지수인, 즉 SMI에서는 6주

간의 섭취에 따른 변화가 집간간 및 집단내에서 통계적

Figure 6. Effect of seahorse extract diet for 8 weeks on exercise performance ability related blood factors in elderly.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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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해마 추출물이 체중과 체지방의 개선효

과는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며, 체중과 키의 변화로 유도

되는 사지근육량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6주간의 해마추출물 섭취는 Lee et al. [9]의 이전 연구에

서 확인한 8주간의 해마섭취 효과와 함께 노인들에게서 

근육의 양적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지한다.

근체력

근육의 양적변화와 함께 낙상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근육의 기능을 노인의 근체력 검사를 통해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근지구력을 나타내는 윗몸일으키기가 유

의하게 증가했다. 각 처치집단 내에서는 SHD군에서 6주

간의 식이처치에 따라 윗몸일으키기 횟수가 유의하게 증

가한 반면에 CON군에서는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하지

만, 상지근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노인에게 어려운 근지

구력 측정 과제인 팔굽혀펴기, 근력을 측정하는 배근력과 

악력에서 모두 6주간의 식이처치에 따른 SHD군 및 CON

군의 집단간 차이와 집단내 차이를 관찰하지 못했다. 이

러한 결과는 근육량의 부분적인 개선 효과와 관련성이 있

을 수 있다. 따라서 6주간의 해마추출물섭취를 통해 노인

들의 근력보다는 근지구력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6주 이상의 해마추출물 섭취를 

통해 근력보다는 일상생활능력에 보다 근지구력이 중요

한 노인들에게 보다 적절한 근기능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근육의 질적 특성을 분석해내는 등속성 근력에서, 근

지구력(180deg/sec %RVC) 발휘 상태에서 섭취집단 

모두 집단간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고, 이들의 집단내 

변화에서는 6주간 해마추출물을 섭취한 SHD군에서 유

의한 증가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해마추출물 섭취가 

체중을 이용한 등장성 근지구력 증가와 함께 등속성 근

력를 통해 분석된 질적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따

라서 6주간의 해마추출물 섭취는 이전에 실시한 Lee et 

al. [9]의 연구와 유사하게 노인들에게서 근육의 양적 

및 질적 개선을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종적으로 근

기능 개선을 통한 일상생활능력 향상에 이르는 일련의 긍

정적 효과[13]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심폐기능 및 자율신경계

    심폐체력 및 자율신경계의 심박 조절기능을 확인

하기 위한 심박수와 심박변이도의 변화분석에서는, 6주간

의 해마섭취를 실시한 SHD군 CON군에 비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심박수가 낮게 나타났고, SDNN이 높

게 나타났다. 한편, 집단내에서 6주간의 식이처치에 

따른 전후 변화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SHD군과 CON

군 모두 심박수의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심

박변이도 중 SDNN에서는 CON군에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고혈압 노인환자의 

유산소성 운동이 갖는 심폐기능의 안정과 자율신경계

의 조절기능의 긍정적 개선효과[12]를 해마추출물 섭

취를 통해서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평형성

근육의 양적, 질적 기능과 함께 노인의 일상생활능

력과 낙상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평형성은 정적

(한발서기) 및 동적(6m걷기 보행시간) 평형성에서 모

두 집단간 유의미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SHD군 내에서 낙상 예방에 중요한 체력요소가 될 수 

있는 한발서기에서는 6주간의 해마섭취 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에 노

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평형성 연구[14]와 함께 종합

해보면, 근지구력의 부분적인 개선과 근신경계 활성도

의 일부 개선효과에 따라, 평형능력이 부분적 개선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6주간의 해마추출물 섭

취는 노인의 일상생활능력에 필요한 체력들 중에서 

부분적으로 정적 평형능력에서의 개선 가능성을 제시

한다.

운동능력 관련 혈액변인

6주간의 식이처치에 따른 혈중젖산 농도의 변화에

서 SHD군은 CON군에 비해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 

SHD군 내에서 6주간의 해마추출물 섭취 후에 혈중 젖

산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했고 CON군에서는 유의하게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무산소성대사 감소에 따른 

에너지생산/공급의 효율성과 부분적인 대사불균형에 

대한 개선효과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HDL 콜레스테롤

은 6주간의 식이처치 후 집단 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SHD군 내에서도 섭취 전후

에서 통계적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다. 이는 기능성 소

재 식품 섭취가 혈중지질 프로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HDL 콜레스테롤의 증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하지만, 6주간의 해마추출물 섭취에 따른 집단

간 및 집단내 변화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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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필요한 특히 LDL, TG, 포도당과 같은 주요 기질

들의 혈중 수준에 대한 통계적 유의차를 발견하지 못했

다. 또한 강한 운동수행에 대한 에너지 공급에 관여하

는 혈중 크레아틴의 수준도 6주간의 해마추출물 섭취

에 따른 집단간 및 집단내 통계적 유의성을 관찰하지 

못했다.

종합해보면, 6주간의 해마추출물 섭취는 혈중 젖산 

감소와 HDL 콜레스테롤 수준의 증가는 부분적인 대사

기능의 개선과 체력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Lee et al. [9]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을 통해, 해매추출물은 노인의 대사기능

[15], 체력 및 운동기능 등 일상생활능력(ADL)을 좌

우하는 기능[15, 16]에 관한 여러 유사한 기능성 식품

과 같은 과학적 검증을 거친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여

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근

육의 퇴행에 따른 양적, 질적 변화를 개선하기 위해 장

기간의 식용해마 섭취가 생리학적 변인에 미치는 효과

를 구명한 운동과학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6주간의 해마 추출물 섭취가 신체조성 중에서 나타난 

근육량 개선, 근활성도를 통한 체성신경계와 심박변이

도를 통한 자율신경계의 변화에서 예측되는 근신경계의 

질적 개선, 그리고 이와 관련된 혈중 기질 수준 및 에

너지 공급 요인의 개선효과를 부분적으로 갖을 수 있

음을 지지한다.

결론

이 연구의 결과들을 요약하면, 6주간의 식용해마추

출물의 섭취를 통해 노인들의

1. 총제지방량(근육량) 증가, 체중을 이용한 등장성

및 등속성 근지구력 등의 증가를 통한 근육의 양적 및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

2. 한발서기시간 증가를 통한 정적 평형성 개선 효

과와, 심박수의 감소와 SDNN 증가를 통한 자율신경계

의 일부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3. 혈중 젖산 수준 감소와 HDL 콜레스테롤 증가 등

혈중 대사기능 일부가 개선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6주간의 식용해마 섭취가 

노인들의 일상생활 능력과 식약처 건강기능식품가이

드라인에서 제안하는 운동수행능력에 대해서 일부개

선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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