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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체중감량차이가 체급운동선수의 스트레스 호르몬과 뇌파에 

미치는 영향

허유섭

경남대학교 체육교육과

서 론

체급운동선수는 고난도의 운동수행력과 효율적인 체중 관리가 경

기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기 일정에 맞추어 전략적인 체중조절은 필

수적이다. 체중은 경기 20시간 전 측정하여 규정된 계체량(weight-in)에 

적합하여야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선수들은 80.6%가 경기 전에 체중

감량을 실시하고, 매년 평균 3-4회, 매회 체중의 4-5%를 경기 3-7일에 

감량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5]. 선수들은 체중에 비례하여 나타나는 

근력을 고려하여 최대한 자신보다 낮은 체중의 선수와 경기에 임하길 

원하며, 개인 및 단체 경기의 전략적 목표를 위해 자의 혹은 타의에 의

해 체중감량을 요구받게 된다[6,7]. 그러나 단기간 목표 체중감량을 효

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계획적인 식이나 운동요법보다는 대부

분 절식이나 탈수, 고강도 훈련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종종 처방되지 

않은 체중감량제 등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2,8]. 

단기간 체중감량과 관련된 호르몬 카테콜라민은 탈수와 고강도 운

동으로 감소하여 골격근의 대사과정과 지방의 기질 이용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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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Short-term Weight Loss on Stress Hormone and EEG in Weight Athl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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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hort-term weight loss on stress hormone and EEG in weight ath-
letes.

METHODS: Subjects were divided into 3 groups: CON (n=7, control), LWL (n=7, low weight loss), and HWL (n=7, high weight loss).

RESUL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re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on body fat and WHR in HWL group (p<.001). However, 
body mas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HWL group (p<.01). 2) There were no significant group by time interactions for stress hor-
mones on all items. Epinephrine was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weight loss in HWL group (p<.05). While, norepinephrine (p<.05) 
and cortisol (p<.001)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weight loss in HWL group. 3) There were no significant group by time interac-
tions for theta and SMR waves of EEG. However, alpha, mid-beta, high-beta and gamma wav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group by 
time interactions (p<.001).

CONCLUSIONS: It is recommended that you lose no more than 5% of your weight for stress hormones to stay in the best condition 
before the match. However, it is recommended that you keep your normal weight at the weight of the match to participate in the com-
petition to maintain your best condition in the brain wave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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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9] 체내 글리코겐 저장량 및 수분의 현저한 감소와 젖산 축적 증가, 

스트레스 호르몬의 증가 등으로 인한 대사 이상증상을 초래하고[10-

12] 경기 시 심리적 각성에 영향을 미치고[13], 근력과 순발력 같은 무산

소성 경기력의 저하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4]. 체중감량

과 병리적 상황이 동반될 경우 운동수행능력뿐만 아니라 체내 혈액의 

변화를 초래하여 뇌혈관 기능을 떨어뜨려 중추피로의 원인이 되며[15], 

뇌활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어 체중감량이 중추

신경계 및 뇌활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한다[16-18]. 뇌는 신체의 모

든 감각과 인지기능 등 복잡한 행위를 조절하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뇌신경세포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때 생성되는 전기적 활동전

위를 전극을 사용하여 그 차를 측정한 것이 뇌파, 즉 뇌활성이다.

한편, 단기간 체중감량을 필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격투 및 체급

별 경기 종목 선수들은 체중감량 기간 중 체중감량 성공 여부와 무관

하게 다양한 생리적 ·심리적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매우 불안하고 

예민한 심리상태가 된다[19]. 이에 대해 Park [20]은 고등학교 복싱선수

들을 대상으로 체중감량 정도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 상태를 살펴본 

결과, 감량 정도가 심해질수록 심리적 긴장 및 불안상태를 담당하는 

대역별 뇌파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며, Park et al. [21]

의 대학부 레슬링부 선수를 대상으로 체중감량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체중감량이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High-Beta 파의 

활성을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고, Back et al. [22]의 연구에서도 단기간 

체중감량 5% 이상 집단에서 뇌파의 Alpha파와 SMR파에서 특정 부위

만 절대값으로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선수들에게서 단기간 체중감량은 생리적으로는 중추신경계 및 뇌

활성 기능과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으며, 심리적으로도 긴장 및 불안

상태와 같은 훈련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생리 및 심리 

상태는 결국 시합에 임하는 선수들의 훈련과정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운동에 대한 흥미가 상실될 뿐만 아니

라 스스로에 대해 극도의 부정적 생각에 빠져들게 되어 결국 운동선

수 생활을 포기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체중감

량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선수들의 훈련 중 생리적, 심리적 스트레

스 관리는 경기 승패를 떠나 넓은 의미의 선수관리 차원에서 매우 주

요한 분야라 생각된다[19].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뇌파의 특정부위의 

절대값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뇌파의 전체적인 경향을 

알아보는 상대값은 심리적 긴장 및 불안상태를 잘 나타난다고 하여

[23]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체급별 경기 종목 선수들을 대상으로 단

기간 체중감량차이에 따른 스트레스 인자와 뇌파의 상대값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단기간 체중감량에 의한 생리 및 심리적 문제점을 제안

하고 이를 토대로 선수들의 체중감량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프

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남 K대학교 태권도, 레슬링 남자 선수 21명을 대상으로 

경기 전 감량해야 할 목표 체중을 설정하여 대조군(체중변화가 없거

나 증가; CON [0.76 ± 0.76%], n =7), 저감량군(체중의 5% 이하 감량; 

LWL [-3.08 ±1.31%], n =7)과 고감량군(체중의 5% 이상 감량; HWL 

[-6.41 ±1.10%], n =7)으로 구분하였으며, K대 연구윤리위원회 심의 승

인(1040460-A-2016-020) 후 본인의 동의하에 실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들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체중감량 방법

체중감량을 실시하지 않는 CON은 평상시와 동일한 식이를 섭취토

록 하면서 정상적인 훈련을 적용하였다. 7일간 체중 감량목표에서 

LWL은 1-2일째 1%, 3-4일째 2%, 5-6일째 3%, 7일째 4%로 하였고, HWL

은 1-2일째 2%, 3-4일째 4%, 5-7일째 6% 체중감량하도록 하였다. 식이제

한은 Kim et al. [25]의 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의 1일 에너지 섭취량 기준

으로 1-2일째 50%, 3-4일째 40%, 5-7일째 30%의 열량을 섭취하도록 하

였다. 그리고 각 종목별로 훈련 시 발한복을 착용하였으며, 당일 운동

종료 후 체중을 측정하여 목표 감량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걷기와 

달리기 운동을 실시하여 목표 감량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3. 측정방법

경기에 장애가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경기 1주일 전과 1일 전 조식 3

시간 경과 후 실험실에 도착하여 사전, 사후 실험을 하였다.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Group Age (yr) Height (cm) Weight (kg) Career (yr) Change of weight (%)

CON (n=7) 21.29±0.95 175.14±.7.65 82.93±16.58 6.71±1.25 0.76±0.76
LWL (n=7) 20.57±0.79 175.43±4.50 76.46±8.80 6.00±1.16 -3.08±1.31
HWL (n=7) 21.00± 0.82 172.14±5.58 73.09±8.89 6.29±0.49 -6.41±1.10

Mean±SD. 
CON, control; LWL, low weight loss; HWL, high weight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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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조성 

신장은 신장계(SH-9600, Helmas, Korea)를 이용하여 직립한 표준자

세로 측정하였다. 신체조성은 bioelectric impedance analysis (BIA)법으

로 측정하였다. 측정 항목은 체중, 체지방률, 제지방률, WHR이다.

2) 채혈 및 스트레스 호르몬 분석

안정 시 상완주정맥에서 5 mL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약 3 mL를 

채혈하여 lithium-heparinic polystyrene에 담아 즉시 원심분리(3,000 g

× 20분, 4°C) 후 혈장만 -70°C에서 냉동보관 후 분석하였다. 에피네프린

과 노르에피네프린 분석은 electrochemical detecter (ECD)를 이용한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방법으로 코티졸 분

석은 Y-counter를 이용한 Competitive RIA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3) 뇌파 측정 및 분석

독립된 공간에서 30분간 의자에 앉아 안정을 취하게 한 후 대역별 

뇌파분석장비(QEEG-8)의 채널전극을 머리표면 총 8부위에서 모노폴

라 방식으로 10/20-국제전극배치법에 의해 차례로 Fp1, Fp2 (좌, 우 전

두극), F3, F4 (좌, 우 전두부), T3, T4 (좌, 우 측두부), P3, P4 (좌, 우 두정

부) 위치에 측정전극을 부착한 상태로 눈을 감고 5분간 뇌파를 측정하

였다(Fig. 1). 사용된 전극은 금으로 도포된 접시형태의 디스크전극이

며, 피부와의 접촉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알코올 솜을 이용하여 

머리 표면의 이물질을 닦아낸 후 접시전극에 뇌파전용 전극 풀을 묻

혀 부착하였다. 또한 부착된 접시전극 위에 거즈를 살짝 덮어줌으로써 

전극풀이 빨리 굳지 않고 머리표면에 잘 고정되어 있도록 처치하였다.

뇌파는 진동하는 주파수의 범위에 따라 theta (4-7.99 Hz), Alpha (8-

12.99 Hz), SMR (12-14.99 Hz), Mid-β (15-19.99 Hz), High-β (20-29.99 

Hz), Gamma (30-50 Hz)로 구분하여 절대 파워값과 상대 파워값을 구

하였다. 상대 파워값은 각 주파수별 절대 파워값을 전체 주파수 영역

의 절대값으로 나눈 것으로 개인별 차이를 상쇄시켜 주는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다[23].

3. 자료처리방법 

모든 자료는 SPSS version 23.0을 이용하였다. 각 항목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각 집단의 차를 two-way repeated measured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집단 간 차의 사후 검정은 tukey, 주 효과는 

paird t-test를 활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α =.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1. 신체조성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체조성에서 각 항목 모두 체중감량에 

따른 상호작용은 나타났다(p< .05). 체지방은 HWL에서 감량 전보다 

유의하게 감소되어 나타났다(p< .001). 제지방은 HWL에서 감량 전보

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01). WHR에서는 HWL에서 감량 전보

Table 2. Results of body composition

Items Group pre post F p

Weight (kg) CON
LWL
HWL

82.93±16.58
76.46±8.80
73.09±8.89

83.43±17.28
74.31±9.32***
68.44±8.77***

Group: 1.854
Time: 78.518

Group×Time: 39.432

.185

.001

.001
Body fat (%) CON

LWL
HWL

14.23±6.08
10.65±2.93
12.20±.88

14.41±5.75
10.68±2.96
10.18±.95***

Group: 1.857
Time: 14.344

Group×Time: 19.803

.185

.001

.001
Body mass (%) CON

LWL
HWL

85.77±6.08
89.35±2.93
87.58±.91

85.64±5.70
89.32±2.96
89.38±1.53**

Group: 1.704
Time: 8.246

Group×Time: 10.903

.210

.010

.001
WHR CON

LWL
HWL

.910±.028

.874±.030

.881±.020

.910±.028

.873±.032

.867±.022***a

Group: 4.268
Time: 9.811

Group×Time: 7.378

.030

.006

.005

Mean±SD. 
WHR, Waist-hip ratio; paird t-test. 
**p<.01; ***p<.001; asignificantly differents CON.

Fig. 1. International 10-20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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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의하게 감소되어 나타났으며(p< .001), 감량 후 CON과 비교하여 

유의한 집단차가 나타났다(p< .05).

2. 스트레스 호르몬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각 항목 모두 체중

감량에 따른 상호작용과 집단 간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그러

나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은 HWL에서 체중감량 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05). 코티졸에서도 HWL에서 감량 전보다 유의하게 증

가되어 나타났다(p< .001).

3. 뇌파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Theta파는 상호작용과 집단 간 차가 나타

나지 않았다(p>.05). 그러나 체중감량 전후 차에서 LWL (p< .001)과 

HWL (p< .001)은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Alpha파는 상호작용이 나타났

으며(p< .001), 체중감량 후 집단 간 차는 CON, LWL, HWL 모두 나타나

고(p< .05), 체중감량 전후 차에서 LWL (p< .01)과 HWL (p< .001)에서 유

의한 차가 나타났다. SMR파는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p>.05), 그

러나 체중감량 후 집단 간 차에서 CON과 LWL에 비해 HWL이 유의하

게 낮게 나타났다(p< .05). 

Mid-beta, High-beta 그리고 Gamma파는 상호작용이 나타났다(p<  

.001). Mid-beta파의 체중감량 후 집단 간 차는 CON에 비해 LWL, 

HWL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고(p< .05), 체중감량 전후 차에서 LWL

과 HWL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p< .001). High-beta파와 Gamma

파는 체중감량 후 집단 간 차는 CON, LWL, HWL 모두 나타나고(p<  

.05), 체중감량 전후 차에서 LWL과 HWL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p< .001).

Table 3. Results of stress hormone

Items Group pre post F p

Epinephrine (pg/mL) CON
LWL
HWL

61.20±4.70
62.38±3.71
59.48±7.37

60.22±5.63
57.46±5.07
54.98±6.16*

Group: .934
Time: 10.651

Group×Time: 1.390

.411

.004

.274
Norepinephrine (pg/mL) CON

LWL
HWL

471.75±132.95
472.55±36.75
472.00±100.91

477.05±125.26
518.38±123.08
552.40±119.22*

Group: .228
Time: 7.382

Group×Time: 1.808

.798
0.14
.192

Cortisol (ug/dL) CON
LWL
HWL

20.05±6.64
18.65±3.29
19.02±2.17

20.53±5.07
19.44±3.79
21.99±1.65***

Group: .292
Time: 4.673

Group×Time: 1.435

.750

.044

.264

Mean±SD, paird t-test. 
*p<.05; ***p<.00.

Table 4. Results of EEG

Items Group pre post F p

Theta (%) CON
LWL
HWL

15.10±9.70
13.90±2.12
14.54±2.83

9.43±3.72
6.73±1.10***
7.53±3.94***

Group: .418
Time: 35.089

Group×Time: .179

.665

.001

.838
Alpha (%) CON

LWL
HWL

24.26±6.95
24.75±4.30
24.27±3.57

24.42±5.28
17.19±6.37**a

5.42±.719***ab

Group: 7.677
Time: 110.499

Group×Time: 432.956

.001

.001

.001
SMR (%) CON

LWL
HWL

3.59±.96
2.93±.84
3.15±.81

3.53±.56
2.91±.30
2.27±.46ab

Group: 3.918
Time: 3.847

Group×Time: 2.922

.039

.065

.080
Mid-beta (%) CON

LWL
HWL

2.30±.53
2.00±.42
2.16±.23

2.51±.58
3.60±.81***a

4.31±.27***a

Group: 6.899
Time: 105.617

Group×Time: 20.071

.006

.001

.001
High-beta (%) CON

LWL
HWL

3.57±.31
3.24±.14
3.39±.17

4.37±2.06
7.69±2.02***a

10.40±.71***ab

Group: 20.571
Time: 114.892

Group×Time: 22.387

.001

.001

.001
Gamma (%) CON

LWL
HWL

2.53±1.18
2.00±.43
2.22±.18

4.40±5.23
13.06±4.90***a

20.63±.89***ab

Group: 24.218
Time: 130.381

Group×Time: 27.370

.001

.001

.001

Mean±SD, paird t-test. 
**p<.01; ***p<.001; asignificantly different CON; bsignificantly different L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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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체급별 경기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위하여 단기간 체중감

량 시 나타나는 신체구성, 혈액 내의 스트레스 인자 및 뇌파의 상대값 

변화를 분석하여 생리·심리적인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체중감량이 운동수행능력에 미치는 관점을 두고 연구는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Min et al. [10]은 장기간 체중감량을 체계적

으로 실시하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체급 종

목의 선수들은 자신의 체중보다 낮은 체급에서 경기를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체지방이 적거나 적절한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한다고 밝혀지고 있다[24]. 그러므로 선수들은 

단기간 체중감량을 위하여 고강도 운동, 탈수, 절식과 금식으로 인한 

다양한 체중 감량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선수들의 체력 저하와 집중력 

부족 등 운동수행능력에 불리한 조건으로 경기를 임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선수들은 체중감량을 실시하여 체지방률은 감량 전, 후 

차에서 CON과 LWL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HWL에서 감량 전 

보다 유의한 감소를 보여 체중의 5% 이상 감량 시 체지방 비율의 차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지방률이 HWL에서 감량 전 보

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제지방량을 체중에 대한 비율로 하였기에 HWL

에서는 체지방이 감소하면서 제지방이 수치적으로 증가하여 나타났다. 

WHR에서는 HWL에서 체중감량 전후 비교에서 감량 전보다 유의

하게 감소되어 나타났으며, 체중감량 후 CON과 비교하여 집단차가 

나타나 체중의 5% 이상 감량은 체지방과 WHR의 비율을 줄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m et al. [25]의 식이제한과 탈수에 의한 

체중감량과 Slater et al. [26]의 체중 5% 이상 감량 시 체내지방의 급격

한 손실이 발생되어 신체조성의 변화가 나타나는 동일한 결과를 보이

고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신체의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5% 이하의 체

중 감량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은 스트레스호르몬에 포함이 되면서

도 아민 신경호르몬계 호르몬이다. 혈액-매개(blood-borne) 에피네프린

은 부신의 중앙부위인 수질에서 크롬친화성 세포로부터 기인한다. 신

경자극에 대한 부신수질은 함유물을 신장의 정맥으로 내보낸다. 그래

서 매우 빠른 에피네프린 반응을 보이게 된다. 노르에피네프린은 대부

분이 교감신경계 시냅스에서의 과잉(spillover)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때론 교감신경계의 활성 지표로도 간주되고 있다. 

본 연구의 에피네프린은 체중감량에 따른 상호작용과 집단 간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HWL에서 감량 전보다 감량 후 유의하게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Min [27], Yang [11]의 연구에서도 에피네프린의 

경미한 감소를 보고하여 본 연구의 LWL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에피네프린은 체내 글루코스 회복에 크게 작용하

며 체중감량으로 인한 체내 당원이 고갈되어 절대량이 감소하고 그와 

함께 에피네프린이 농도도 감소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노르에

피네프린은 체중감량에 따른 상호작용과 집단 간 차는 나타나지 않았

지만, HWL에서 감량 전보다 감량 후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Na [28], Yang [11]의 연구에서도 체중감량 후 노르에피네프린의 증

가를 보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은 노르에피네프린은 지방조직에서 

유리지방산의 분해를 촉진하므로 본 연구에서 식이제한으로 인한 탄

수화물의 낮은 섭취와 훈련으로 인하여 유리지방산의 동원이 증가하

여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노르에피네프린의 증가는 혈관을 수

축시켜 혈압의 상승을 가져와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고강도 운동이나 심리적 불안은 HPA축에서 코티졸 호르몬 분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9], Oh [30]는 과부하 운동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은 근육세포로부터 아미노산, 간에서의 글

리코겐, 지방세포에서 유리지방산을 이용하여 훈련 시 평균 혈당을 유

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Oh et al. [31]도 고강도 훈련과 체중 감

량이 체내 혈당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혈중 코티졸 수준이 체중 감량

전보다 상승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HWL은 감량 후 코

티졸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체중감량으로 인

하여 혈당 저하를 가져와 신체의 항상성 유지를 위하여 코티졸이 증가

한 것으로 사료되며[30], 따라서 단기간 체중감량에서 적절한 혈당 관

리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서안정 또는 수면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로 나타나는 Theta파

[32]에서 LWL, HWL은 단기간 체중감량 후 모두 유의하게 감소되었으

며, 이러한 결과로 연구대상자들의 수면 및 정서안정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편안한 심리상태와 신체

적 ·정신적 이완상태 시 활성화되는 Alpha파에서도 LWL의 활성은 유

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HWL은 더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Alpha파의 

활성은 가장 효과적인 주의집중을 이끌어내며, 종합적인 판단과 학습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뇌파대역이다[33]. 스포츠 경기 시 항진상

태의 Alpha파는 최상의 경기력 수행을 위한 컨디셔닝 상태라 제안하

고 있다[34]. 따라서 본 연구에서 Theta파와 Alpha파의 결과로 단기간 

체중감량의 두 집단은 수면, 스트레스 및 운동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Beta파는 SMR, Mid-Beta, High-Beta파로 구분한다. SMR파는 뇌의 

감각, 운동피질에서 나타나고[35], 주의집중력과 관련이 되어[36,37], 스

트레스 없이 쉽고 정확한 수행이 가능할 때 활성화되는 파이다[38]. 본 

연구의 SMR파는 체중감량 후 CON과 LWL에 비해 HWL의 활성이 

낮게 나타나 주의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체

중의 감소에 의한 결과로 SMR파의 경우 체중이 감소할 경우 활성은 

낮아지는 정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0]. Mid-Beta파

는 논리적 사고나 문제 해결 같은 외적주의력에 관여하며[35],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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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a파는 각성하고 사고하는 특징을 가지며 스트레스가 많고 활동적

인 정신 상태를 반영하는데[38], 주로 육체적, 정신적 피로, 긴장, 스트

레스 상태일 때 나타난다[39]. 본 연구의 Mid-Beta파와 High-Beta파는 

CON에 비해 LWL, HWL의 두 집단 모두 활성은 증가되었으며, Park et 

al. [2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Mid-Beta파는 각성상태 

또는 운동수행 전 대기상태의 주의 집중을 반영하며 새로운 과제에 

활성화되지만, 습관화 및 문제 해결 시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난다[36]. 

High-Beta파는 고난이도의 과제 수행 시 나타나며, 미해결 상태가 지

속되면 뇌기능이 흐트러져 불안상태를 가져와 각성상태의 증가로 공

황, 불안 및 만성통증이 증가된다[40].

Gamma파에서는 흥분 상태나 극도의 집중 및 지나친 각성 혹은 스

트레스 상태에서 활성화된다[41]. Cho et al. [42]의 레슬링 선수와 Park 

[20]의 복싱 선수들을 대상으로 단기간 체중 감량이 Gamma파의 활성

을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LWL과 HWL의 활성

은 유의한 증가가 나타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

과는 체중감량의 비율이 높을수록 경기 전 흥분과 심리불안으로 스

트레스 상황에 놓여 경기력 수행의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체중감량의 비율이 높을수록 불안, 주의 집중력 

감소, 논리적 사고나 문제 해결 능력 감소, 육체적, 정신적 피로, 긴장, 

흥분과 불안은 높게 나타나 체중감량은 정신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체급별 경기 종목 선수들을 대상으로 단기간 체

중감량차이에 따른 스트레스 인자와 뇌파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신체조성에서 체지방과 WHR에서는 HWL에서 유의하게 감

소되어 나타났으며(p< .001), 제지방은 HWL에서 유의한 증가가 나타

났다(p< .01). 둘째, 스트레스 호르몬은 각 항목 모두 체중감량에 따른 

상호작용과 집단 간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그러나 에피네프린

은 HWL에서 체중감량 후 감소하였고(p< .05), 노르에피네프린(p< .05)

과 코티졸(p< .001)은 HWL에서 체중감량 후 증가되어 나타났다. 셋째, 

뇌파의 Theta파와 SMR파는 상호작용과 집단 간 차가 나타나지 않았

다(p>.05). 그러나 Alpha파, Mid-beta파, High-beta파 그리고 Gamma파

는 상호작용이 나타났다(p< .001). 

결론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의 결과에서 시합 전 단기간 체중감량

은 5% 이하로 이루어져야 스트레스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성공적인 경기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뇌파의 결과에서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 체중을 시합 시 체중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두 변인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5% 이상의 체중감량은 스

트레스 호르몬 및 뇌파 활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 경기력 수행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과다한 체중감량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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