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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수 음용이 운동에 의해 생성된 생체 내 ROS 제거 효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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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07년 Ohsawa et al. [1]은 흰쥐 뇌조직에 허헐-재 관류로 생성된 활

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 ROS)에 의한 뇌조직 손상이 수소(H2) 

흡입으로 억제되었고, 이어 수소는 ROS 중 반응성이 가장 높은 Hy-

droxyl Radical (HO·)만을 특이적으로 제거함을 관찰하고 수소의 항 

산화작용을 보고하였다. 이후 수소가 녹아 있는 수소수 음용에 의해

서도 동물에서 실험적으로 유발된 ROS가 관여하는 각종 질환[2]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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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whether hydrogen (H2) water drinking reduced oxidative damage products (8-hydroxy-
2-deoxyguanosine [8-oxo-dG], malondialdehyde [MDA], L-lactate) produced in blood after exercise-induced oxidative stress.

METHODS: Men (n=7) and women (n=8) (systolic blood pressure [BP]: 90-150 mmHg, diastolic BP: 60-100 mmHg) were recruited. 
Exercise was performed for 20 minutes (8 km/hr) using treadmill. Placebo or test group drunk water and hydrogen water (1.2-1.5 ppm, 
1,000 mL), respectively, right after exercise. Three days after, the same experiment was performed in the cross-over manner. Blood 
samples were obtained 30 minutes before exercise, right after exercise, and 30, 60, 120 minutes after exercise. 8-oxo-dG, MDA and 
L-lactate in serum were determined using ELISA kit. 

RESULTS: The blood levels of 8-oxo-dG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exercise (from 381±9.4 to 524±14.9 ng/mL for male; from 
367±13.5 to 509±10.7 ng/mL for female). In the placebo group, the increased 8-oxo-dG at each tim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peak level induced by the exercise except that at 120 minutes in female. In the test group, its levels at each time were signifi-
cantly lower than that in the peak level. The effect of hydrogen water was more pronounced in female than in male. The results 
obtained with MDA were quite similar to those with 8-oxo-dG. The L-lactate levels were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in both groups.   

CONCLUSIONS: The data suggest that the one time drinking of hydrogen water may suppress the exercise-induced oxidative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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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가 관여한다고 알려지고 있는 여러 인체 질환[3]이 개선되고 있음

이 보고되고 있다.

적당한 운동은 심폐기능 향상 및 근육량 유지 등 건강유지에 필수 

요건이 되고 있지만, 심한 운동은 과량의 ROS 생성을 유발하여 몸에 

유해함이 알려져 있다[4]. 각종 항산화제가 운동에 의한 ROS 생성 억

제 효과[5]가 있음이 관찰되어 운동 전후 항산화제 복용이 권장되고 

있다. 이어 수소가 항산화작용이 보고되면서 사람에서 운동 후 나타

나는 L-lactate 생성(피로도의 지표)[6], 심장기능[7] 및 대사성 산증

(metabolic acidosis)[8]에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상기 실험에서는 수소의 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수소수 마시기를 

반복하였고 실험에 따라서는 일일 2 L씩 마시기를 2주간 반복하였다. 

Ohsawa et al. [1]은 수소는 ROS 중 반응성이 가장 강한 HO·만을 제거

할 뿐만 아니라, 기체이기 때문에 조직으로의 침투가 빠르고, 뇌-혈관 

장벽(Blood-Brain Barrier)을 잘 통과하고, 세포 내의 모든 소기관(Or-

ganelle)에 고루 침투하여 신속히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 하였다. 이런 이유로 뇌졸중 발병 초기와 같은 응급 시에 유용한 치

료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운동에 의한 ROS 생성에 운동 직후 수소수 단 

1회 복용으로 제거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관찰하여 수소수 효과의 신

속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운동 직후 단 1회 투여에 대한 효과는 말

(馬)에서 실시된 경우[9]는 있어도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없

다. 현재 수소수 복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수소수 효

능의 신속성은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사람 대상실험은 먼저 가천대학교 길병원 임상시험센터

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과 모

든 규약은 지역윤리위원회(local ethics committee)의 승인을 받았다. 또

한 현재 실험은 Helsinki 선서에 따라서 행하였다.

모집 대상은 특별한 질환이 없는 35-45세 사이의 건강한 남자(7명, 

n =7)와 여자(8명, n = 8) 중 수축기 혈압이 90 이상 150 이하, 이완기 혈

압이 60 이상 1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간, 신장, 신경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내분비계, 혈액, 종양, 심혈관계, 생식기계, 정신질

환, 안과질환, 피부질환 및 악성종양의 병력이 있었거나 현재 질환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였다. 실험 전 피험자들에게 위험인자들을 인지시

키고 시험에 대한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적극적으로 실험에 

참여하도록 동의를 구한 후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피험자들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실험 설계

1) Placebo 실험군

피험자는 남자 7명(n =7), 여자 8명(n = 8)으로, 시간당 8 km (8 km/hr)

로 30분간 트레드밀(RC 7000L, Drax Corporation Ltd, Korea)에서 뛰게 

하였다. 운동 30분 전, 운동 직후 혈액 2 mL를 채취하였다. 그리고 생수 

1,000 mL를 1분 내에 마시게 한 후, 30, 60, 120분에 혈액 2 mL씩 총 5회 

채취하였다. 운동량 설정은 남자 3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실험에서 

시간 당 10 km/hr 10분 하였을 때 혈청 내 DNA 손상물 8-hydroxy-

2-deoxyguanosine (8-oxo-dG)[10] (운동 전 352 ng/mL에서 564 ng/mL

로 약 60% 증가)과 지질 손상물 malondialdehyde (MDA)[11] (운동 전 

26 ng/mL에서 운동 후 41 ng/mL로 약 58% 증가)가 유의하게 증가함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3인 중 2인이 10 km/hr의 속도를 몹시 힘겨워 하면

서 10분을 뛰었다. 이를 감안하여 본 실험에서는 속도를 시간 당 8 km 

(8 km/hr)로 낮추고 운동시간을 30분으로 늘려 실시하였다. 

2) 수소수 실험군

예비실험에서 운동 후 증가된 혈청 내 8-oxo-dG와 MDA가 5시간에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1

ID
Men (n=7)

ID
Women (n=8)

Age (yr) SBP (mmHg) DBP (mmHg) PR (beats/min) Age (yr) SBP (mmHg) DBP (mmHg) PR (beats/min)

R02 36 129 75 75 R01 45 105 70 68
R03 45 147 85 97 R05 38  149 93 83
R04 40 140 83 69 R06 45  134 91 77
R08 44 140 84 67 R07 38  121 76 66
R09 40 120 80 64 R10 44  108 60 87
R11 44 142 94 91 R13 42  141 89 93
R12 40 139 98 90 R14 41  112 71 80

R15 45 120 71 71
Mean±SE 41±4.5 137±13.5 86±11.5 79±16.5 42±3.5 137±13.5 78±16.5 78±13.5

PR, pulse rat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1Water drinking test date after exercise (first test): 2018. 02. 19. Hydrogen drinking test date after exercise (2nd test): 2018.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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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data not shown). 따라서 3일이면 충분히 

운동 전 상태로 회복된다고 판단하여 placebo 실험을 수행하고 3일 후

에 같은 실험을 행하였다. 운동 30분 전, 운동 직후 혈액 2 mL를 채취하

였다. 그리고 현성바이탈 복합형 또는 휴대용 수소수 제조기를 사용하

여 제조된 수소수 1,000 mL를 마시게 한 후, 30, 60, 120분에 혈액 2 mL

씩 총 5회 채취하였다. 

3) 수소수 제조

㈜ 현성바이탈이 제작한 복합형 수소수 제조기(Jivaqua 200) 혹은 

휴대용 수소수 제조기(Jivaqua 350)를 사용하였다. 복합형 수소수 제조

기는 수도관에 연결하여 곧바로 수소수(최고 1.3-1.4 ppm)를 생성할 수 

있으며, 휴대용 수소수 제조기는 일반이 사용하는 500 mL 생수 페트

병을 연결하고 전원으로 휴대전화 배터리에 연결하여 5분이면 1.1-1.2 

ppm의 수소수가 생성된다. 이렇게 5분 동안 수소수 제조기에 연결하

여 만들어진 수소수는 만든 직후 마시도록 하였다. 수소수 효능을 관

찰한 많은 실험에서 수소수 농도는 실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최저 

0.4 ppm에서 최고 1.2 ppm였다. 

4) 혈청 분리

채취한 혈액은 30분 동안 상온에서 방치한 후, 원심분리로 혈청을 

채취한 후 섭씨 -20°C 이하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혈청을 이용하여 

ROS에 의한 DNA 손상물 8-oxo-dG [10,11]와 MDA [12,13]를 측정하여 

ROS의 생성 정도를 가늠하였다. 그리고 피로측정 지표로 사용되는 L-

lactate [6,14]를 측정하여 피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3. 측정 방법

1) 8-oxo-dG 측정

ROS에 의한 DNA guanine 염기의 변형물로써 ROS의 생성 여부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8-oxo-dG 측정은 ELISA 방법을 사용하였

다(Abcam, Cambridge, UK). 간단히 설명하면, 8-oxo-dG 항체를 96 

well plate에 24시간 동안 코팅시킨 후 sample (피험자로부터 얻은 혈청)

을 가하여 2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 후, 세척용액(washing buffer)

으로 5회 세척하였다. 그리고 samples를 각 well에서 HRP 효소에 대한 

기질과 함께 반응하였다. 효소-기질 반응의 산물은 파란색 복합체를 

형성하며, 마지막으로 반응 정지용액(stop solution)을 첨가하여 반응

을 정지하였다. 색상 강도를 microplate reader에서 450 nm 분광 광도

계로 측정하였다. 표준(standard) 물질인 8-oxo-dG (Cayman, Michigan, 

USA)를 기질로 사용하여 얻은 표준 곡선(standard curve)을 이용해서 

각 8-oxo-dG 농도를 산출하였다[15].

2) MDA 측정 

ROS에 의한 지질 분해 산물로써 생성되는 대표적인 지표인 MDA를 

ELISA kit로 측정하였다(MyBioSource, San Diego, USA). 분석 samples 

(피험자로부터 얻은 혈청) 및 완충액을 MDA-HRP 접합체가 미리 코팅

된 플레이트(pre-coated plate) well에 넣고 1시간 동안 반응하였다. 반응 

후, 세척 용액(washing buffer)으로 5회 세척하고, 각 well에 HRP 효소

에 대한 기질과 함께 반응하였다. 효소-기질 반응의 산물은 파란색 복

합체를 형성하며, 마지막으로 반응 정지용액(stop solution)을 첨가하여 

반응을 정지하였다. 색상의 강도는 microplate reader에서 450 nm 분광 

광도계로 측정하였다. 표준(standard) 물질인 MDA (Cayman, Michigan, 

USA)를 기질로 사용하여 얻은 MDA 농도별 표준 곡선(standard curve)

을 이용하여 각 MDA 농도를 산출하였다[16]. 

3) L-lactate 측정 

ROS는 세포 내 L-lactate의 생성으로 인하여 피로-유발 요인이 되고 

있다. L-lactate는 ELISA kit방법으로 측정하였다(Abcam, Cambridge, 

UK). 분석 samples (피험자로부터 얻은 혈청) 및 완충액을 L-lactate-

HRP 접합체로 미리 코팅된 플레이트(pre-coated plate)에 첨가 후, 각 

well에서 HRP 효소에 대한 기질과 함께 30분 동안 반응하였다. 효소-

기질 반응의 산물은 파란색 복합체를 형성하며, 색상의 강도는 micro-

plate reader에서 450 nm 분광 광도계로 측정하였다. 표준(standard) 물

질인 L-lactate (Sigma-Aldrich, St Louis, USA)를 기질로 사용하여 얻은 

L-lactate 농도별 표준 곡선(standard curve)을 이용하여 각 L-lactate 농

도를 산출하였다[17].

4. 자료 통계처리 

수소수 음용군과 음용 후 시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

형혼합모형(generalized linear mixed effect model)을 이용한 분산분석 

통계 모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본 통계 모형에서는 성별, 수

소수 음용군, 음용 후 시간은 고정효과로 하고, 참여 대상자는 임의효

과로 설정하였다. 분산분석 결과에서는 수소수 음용군과 음용 시간의 

고정효과를 유의수준 .05에서 검정하였다.

 

연구 결과

1.  트레드밀 운동으로 인해 생성된 활성 산소종(ROS)이 DNA 

염기변이에 미치는 영향 

트레드밀 운동 직후, 남자(n =7)의 혈청 내 8-oxo-dG 생성은 운동 전

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증가하였다(381 ± 9.3 ng/mL에서 524 ±14.9 

ng/mL로 증가)(Fig. 1A). 운동 직후 1,000 mL 생수를 음용하였을 경우, 

운동 직후와 비교하였을 때 시간에 따라 8-oxo-dG 생성량이 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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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으며, 정상 수치로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

러나, 1,000 mL 수소수를 음용하였을 경우, 수소수 음용 30분 이후부

터 점진적으로, 유의성 있게 8-oxo-dG 생성량이 감소하여 정상 수치로 

회복되었다. 수소수 음용 그룹과 생수 음용 그룹 간의 통계적 유의성

은 없으나, 상호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수소수 음용군만이 음용 120분

에 정상 수치로 회복되었다. 

운동 직후 여자(n = 8)의 혈청 내 8-oxo-dG 생성량은 운동 전과 비교

하였을 때 현저히 증가하였다(367±13.5 ng/mL에서 509 ±10.7 ng/mL

로 증가)(Fig. 1B). 운동 직후 생수(1,000 mL)를 음용하였을 경우, 운동 

직후와 비교하였을 때 8-oxo-dG 생성량이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

소하여 생수 음용 120분에 통계적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다(p< .05). 그

러나 정상 수치로 회복되지 않았다. 운동 직후 수소수(1,000 mL)를 음

용하였을 경우, 8-oxo-dG 생성량이 수소수 음용 30분 후부터 현저히 

감소현상을 나타내었다(p< .001). 또한 수소수 음용은 생수 음용과 비

교 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운동 직후 증가

된 남자와 여자의 혈청 내 8-oxo-dG 생성은 생수 음용보다, 수소수를 

음용하였을 경우 더 빠르게, 더 강하게 감소되었으며, 남자(p< .01)보다 

여자(p< .001)가 더 강한 8-oxo-dG 제거 효과를 나타내었다. 

2.  트레드밀 운동으로 인해 생성된 활성 산소종(ROS)이 지질 

과산화에 미치는 영향

트레드밀 운동 직후, 남자의 혈청 내 MDA 생성은 운동 전과 비교하

였을 경우, 현저히 증가하였다(28 ± 0.6 ng/mL에서 40 ± 0.7 ng/mL로 증

가)(Fig. 2A). 운동 직후 생수(1,000 mL)를 음용하였을 경우, 운동 직후

Fig. 1. Inhibitory effects of hydrogen water drinking on the production of 8-hydroxy-2-deoxyguanosine after exercise. Exercise were performed for 20 min-
utes at 8 km/hr in men (n=7) and women (n=8) using treadmill. Water or hydrogen water (1,000 mL, each group) was drunk right after exercise. Blood 
samples (2 mL) or drinking test were obtained as described in ‘Methods’. 8-oxo-dG was determined in serum using ELISA kit. 8-oxo-dG, 8-hydroxy-2-deox-
yguanosine. Experimental data are shown as mean ±SEM. ***p<.001 versus the before exercise. +p<.05; ++p<.01; +++p<.001 versus the right after exercise. 
††p<.01 versus the plac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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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교하였을 때 시간에 따라 MDA 생성량이 생수 음용 60분 후부

터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으나(p< .05), 정상 수치로 회복되

지 않았다. 수소수(1,000 mL)를 음용하였을 경우, 수소수 음용 60분 이

후부터 유의성 있게 MDA 생성량이 감소하였으며(p< .01), 수소수 음

용 120분 후에는 정상치 이하로 감소하였다(p< .001). 또한, 수소수 음

용과 생수 음용을 비교 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감소효과를 나타

내었다(p< .05). 

운동 직후 여자의 혈청 내 MDA 생성량은 운동 전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증가하였다(28 ±1.2 ng/mL에서 45 ± 0.8 ng/mL로 증가)(Fig. 2B). 

운동 직후 1,000 mL 생수를 음용하였을 경우, 운동 직후와 비교하였

을 때 MDA 생성량이 수소수 음용 30분 후부터 의의있게 감소하였으

나(p< .05), 정상 수치로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소수(1,000 mL)를 

음용하였을 경우, 수소수 음용 30분 후부터 현저히 MDA 생성량 감소

현상을 나타내었다(p< .01 at 30분; p< .001 at 120분). 또한, 수소수 음용

은 생수 음용보다 현저히 강하게 MDA 생성량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운동 직후 증가된 여자의 혈청 내 MDA 생성량(p< 0.001)은 수소수를 

음용하였을 경우 남자(p< .01)보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MDA 제거 효

과를 나타내었다.

3.  트레드밀 운동으로 인해 생성된 활성 산소종(ROS)이 

L-lactate 생성에 미치는 영향

트레드밀 운동 직후, 남자의 혈청 내 L-lactate 생성은 운동 전과 비

교하였을 경우, 증가하였다(12 ± 0.8 nmol/μL에서 16 ± 0.3 nmol/μL로 증

가)(Fig. 3A). 운동 직후 생수(1,000 mL)를 음용하였을 경우, 운동 직후

와 비교하였을 때, 시간에 따라 L-lactate 생성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

여 120분에 의의있게 감소하였으나(p< .05), 정상 수치로 회복되지는 

않았다. 수소수(1,000 mL)를 음용하였을 경우, 수소수 음용 이후 점진

적으로 L-lactate 생성량이 감소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그리

고 생수 음용과 수소수 음용군 간의 상호 유의성 또한 없었다. 

운동 직후 여자의 혈청 내 L-lactate 생성량은 운동 전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증가하였다(8 ± 0.8 nmol/μL에서 16 ± 0.5 nmol/μL로 증가) 

(Fig. 3B). 운동 직후 1,000 mL 생수를 음용하였을 경우, 운동 직후와 

비교하였을 때 L-lactate 생성량이 생수 음용 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

하여 120분 후에 의의있게 감소하였으나(p< .01), 정상 수치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수소수(1,000 mL)를 음용하였을 경우, 수소수 음

용 30분 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수소수 음용 60분 후에 유의성 

있게 감소현상을 나타내었다(p< .01 at 60분; p< .001 at 120분). 이와 같

이 수소수 음용은 생수 음용보다 약간 강하게 L-lactate 생성량을 감소

시켰다. 그러나 운동 직후 증가된 남자와, 여자의 혈청 내 L-lactate 생성

은 생수 음용군과 수소수 음용군 간에 상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남자의 운동 전 정상 L-lactate 생성량(정상 수치, 12 ± 0.8 nmol/μL)은 

여자의 정상 수치(8 ± 0.8 nmol/μL)보다 약 40%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

내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수소가스(수소)가 항 산화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보

고[1]에 근거하여 수소가스가 단 일회 음용으로 심한 운동으로 생성된 

ROS 제거 효과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자 하였다. 8-oxo-dG, MDA 

및 L-lactate 모두 운동에 의하여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세 물질의 이같

은 상승은 모두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였으나, 8-oxo-dG와 MDA의 

경우 수소수를 음용한 그룹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이같은 감소는 

여자 그룹에서 더 현저하였다. L-lactate의 경우에도 수소수 그룹에서 

감소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부

Fig. 3. Inhibitory effects of hydrogen water drinking on the production of L-lactate after exercise. Experimental details were described in the Fig. 1 legend. 
L-lactate was determined in serum using ELISA kit. Experimental data are shown as mean ±SEM. *p<.05; **p<.01; ***p<.001 versus the before exercise. 
+p<.05; ++p<.01; +++p<.001 versus the right after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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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수소수는 1회 음용으로 운동 후 생성된 ROS 제거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oki et al. [6]은 20세 남자 축구 선수 10명에게 실험 전날 오후 10시, 

실험 당일 오전 5시, 그리고 오후 6시 20분에 각 500 mL씩, 총 1,500 mL

의 수소수(0.92-1.02 ppm)를 음용하고 자전거 타기(최대 산소소비의 

75%) 및 무릎 펴기(100회)를 시켰다. 수소수를 음용한 그룹에서 혈중 

젖산 상승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무릎 펴기 힘의 세기가 커졌음을 관

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lactate에 대한 수소수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운동의 강도가 낮아 L-lactate 생성이 적었기 때문이

거나 또는 운동 전 수소수를 여러 회 나누어 마시게 하지 않고 운동 후 

단지 1회 음용하게 한 것이 원인으로 추측된다. 

Ohsawa et al. [1]에 의해 수소가스의 항산화작용이 쥐의 뇌졸중에 치

료 효과가 있음이 보고된 이래 수소의 항산화작용은 많은 동물 실험에

서도 확인되었다. 심장[18], 폐[19] 및 간[20]에 허헐-재관류를 시행하면 

ROS 생성으로 조직손상이 일어나는데 허혈-재관류 후 수소가스를 흡

입시키면 각 장기에서 일어나는 조직손상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같은 

원리로 이식된 콩팥[21]에서 일어나는 손상도 수소수 복용으로 유의하

게 경감되었다. 또한 6-hydroxydopamine 또는 MPTP (1-methyl-4-phe-

nyl-1,2,3,6-tetrahydropyrine) 처리에 의한 흑질의 파괴[22], cisplatin 투여

에 의한 콩팥 손상[23], DDS (dextran disulfate) 투여에 의한 궤양성 대

장염(ulcerative colitis)[24] 등 ROS 생성으로 조직 손상을 유발시키는 화

합물에 의한 유해 작용도 수소수 복용으로 경감됨이 관찰되었다. 

수소수의 효능은 임상실험에서도 관찰되었다. 당내성장애(impaired 

glucose tolerance) 및 제2형 당뇨(Type 2 diabetes mellitus) 환자에게 하

루 900 mL 수소수(1.2 ppm)를, 다른 그룹은 900 mL의 증류수를 8주

간 마시게 하였다. 12주 후 이번에는 수소수를 준 그룹에게는 증류수

를, 증류수를 준 그룹에게는 수소수를 8주간 마시게 하였다. 수소수를 

마신 그룹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LDL, 지방산 그리고 요에서 MDA 함

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혈중 아디포넥틴(adiponectin) 및 SOD 농

도가 증가하였다[25,26]. 그 외에도 투석 치료에 의한 부작용[27], 급성 

뇌경색[28], 염증성 근육 질환[29], 홍반성 피부질환[30], 방사선 치료에 

의한 부작용[31]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rheumatoid arthritis)[32] 등의 

환자에게 수소수 복용 또는 주사로 효과 있음이 보고되었다. 이상의 

실험 결과에 의하여 수소가스의 항산화작용은 확인되었고 이에 근거

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수소가스의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중에는 아주 편리하게 수소수를 제조할 수 있는 기기

가 판매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수소수를 마실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소수는 질병 치료에 앞서 질병 예방에 그 유용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소수의 ROS 

제거 능력을 생활에서 자주 유발되는 산화적 스트레스 즉 운동에 의

한 ROS 생성이 수소수 복용으로 신속히 억제되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 직후 1회 복용에 의해서도 ROS 감소효

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결 론

수소수는 단 1회 복용으로도 운동 후 급성으로 생성된 ROS를 제거

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같은 수소수의 효능

을 고려할 때 수소수 음용은 산화적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음

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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