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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기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

용하고 있으며, 코치, 감독 트레이너들은 경기력 향상과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1]. 특히 운동선수들에게 있어 영양은 매우 중요한 부분

이며, 최근에는 보충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영양제 복용을 활용하고 

있다. 보충제와 영양제는 근 손상 감소, 근력 향상 및 회복 촉진 등 다

양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기능에 따라 섭취함으로써 경기력 향상에 

ORIGINAL  
ARTICLE

ORIGINAL  
ARTICLE

ORIGINAL  
ARTICLE

 ISSN(Print) : 1226-1726
ISSN(Online) : 2384-0544

Effects of Resistance Exercise, Black Maca and Combined Treatment on Blood Muscle 
Fatigue Factors and Muscle Function in Racket Athletes
Myeong-Hun Park1,2 MS, Seung-Taek Lim3 PhD, Jinseok Lee1 MS, Byoung-Ju Kim2 MS, Sung-Bu Oh5 MS,  
Sunghwun Kang1,4 PhD
1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Charmacist, Seoul; 3Olympic Studies Cente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4Interdisciplinary Program in 
Biohealth-machinery convergence engineer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5Essoco, Seoul,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racket athletes at a university to determine the effect of combination of resistance exercise 
and black maca for four weeks on strength and endurance of trunk muscles and fatigue-related biomarkers.

METHODS: There were 16 university racket athletes classified into two groups: CO (control) (n=8) and RE (resistance exercise) (n=8). 
Body composition and muscle function were tested before the experiment (baseline), after four weeks (racket), and after ten weeks 
(racket+black maca). Before measuring body composition, we collected a blood sample to measure fatigue-related biomarkers such as 
myoglobin, creatine kinase (CK), lactic acid, and ammonia. Black maca was purchased from Essoco.

RESULTS: In both the CO and RE groups, racket+black maca lowered blood ammonia levels compared to that at the baseline (p<.05) 
and racket (p<.001).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other fatigue-related factors. In the muscle function test, the racket+black maca 
increased the extension and flexion strength compared to that at the baseline (p<.05), while only extension strength increased after 
racket (p<.05) in the RE group. In both groups, the racket+black maca increased the extension and flexion endurance compared to that 
at the baseline (p<.05).  

CONCLUSIONS: Black maca intake effectively lowered the blood ammonia levels and improved muscle function. The effect on muscle 
function enhanced significantly when combined with resistance exercis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mbination of black maca and 
resistance exercise may help improve exercis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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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3]. 게다가 보충제 섭취는 근 피로 예

방을 통하여 운동능력을 개선하고 피로 축적을 방지할 수 있으나, 적

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은 천연물을 발

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4].  

영양 보조제로서 마카(Maca)는 고지대의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고 자

랄 만큼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마카는 오래 전부터 섭취되고 있

으며 안전성 및 인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페루의 

인삼이라고 불리는 기능성이 뛰어난 식품이다[5]. 마카는 8종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 황색, 붉은색, 블랙 마카 등이 식용으로 사용되

고 있다[6]. 마카의 주성분은 철분, 칼슘, 구리, 아연, 칼륨 등의 미네랄과 

류신, 아르기닌, 페닐알라민, 라이신, 글리신, 알라닌, 발린, 이소류신, 글

루탐산, 세린, 아스파르트산 등의 아미노산과 필수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종류에 따라 성분이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7-9]. 마카는 

마카아이드(macamide)를 함유하며 항산화 효과, 성기능과 생식력, 호

르몬 조절, 기억력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천연 식물로 보고되고 있

다[10,11]. 또한 마카는 아르기닌을 포함한 아미노산 제제나 L-카르니틴, 

글루타민 등의 대사 관여 물질들을 포함하고, 이러한 물질들은 심폐지

구력, 근력, 근지구력, 혈중 젖산, 암모니아 수치, 크레아틴 인산효소(CK) 

및 미오글로빈(Myoglobin) 등에 개선과  피로물질을 제거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12,13] 마카의 섭취가 운동지속 향상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른 종류의 마카와 비교하여 블랙

마카는 혈당 조절, 에너지 증진 요소[14], 생식기능 및 학습효과에 긍정

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Berlowski et al. [15]은 마카의 마카마이드 성

분은 항산화 효과로 intracellular 내 ATP 생산을 유지시키는데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hoi et al. [16]은 마카의 항산화 효과로서 운

동 중 산소 소비로 생산된 reactive oxygen species (ROS)를 감소시켜 피로

물질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보고하였다. 따라서 블랙마카의 섭취는 

다른 마카와 비교하여 피로물질 감소와 항산화 효과로서 근피로 회복

과 운동수행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선행 연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운동수행능력과 관련

한 요인들을 예측하고 분석하고 있다[17]. 일반적으로 운동수행능력과 

관련한 혈중 피로인자들 중 손상 관련 인자인 젖산(Lactate), 암모니아

(Ammonia), CK, 미오글로빈 등은 운동 후 유의미하게 증가한다[18]. 혈

중 암모니아 농도의 증가는 당대사 기전 중 phosphofructokinase (PFK)

를 활성화시켜 acetyl-CoA로 변환되는 pyruvate 산화를 억제하고 젖산

을 증가시키므로 근육 내 에너지 공급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중추 

신경 및 근 신경계의 신경전달물질을 억제하여 운동수행 능력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또한 미오글로빈과 CK는 근 손상 지

표로 근 파워 및 운동수행능력 감소와 연관되어 있다[20]. 때문에 혈중 

피로 물질을 최소화 하는 것이 운동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요

소로 고려된다. 

마카 섭취와 운동수행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Tang et al. 

[21]은 in vivo 실험을 통해 100 mg/kg.bw/d 섭취한 결과 마우스의 수영

지속시간과 속도를 증가시켰고, 젖산감소를 나타냈다. 또한, Zheng et 

al. [22]의 연구에서 쥐에게 마카의 섭취를 섭취시켰을 때 수영지속시

간을 증가시켰고 CK, 젖산탈수소효소(LDH)의 감소 그리고 골격근과 

심근의 손상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임상적인 실험에서 Ron-

ceros et al. [23]은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마카를 60일 동안 섭취시켰

을 때 최대산소섭취량과 달리기 속도가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이전의 

선행연구에서 마카의 성분이 항산화, 근피로 및 유산소성 능력 향상

에 대한 연구를 집중하였지만 근기능에는 근력 뿐만 아니라 근지구력

도 포함되어 있기에 여러 측면에서 마카섭취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며, 또한 이전 연구에서 in vivio, in vitro를 통해 마카의 성

분이 근피로 및 운동지속능력 향상에 영향을 주는지를 입증하였지만, 

마카의 섭취 효과가 임상적으로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운동수행 능력 향상에 있어 피로물질의 감소와 유산소적 능력 및 

근기능은 운동선수들의 운동수행능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

히, 라켓운동선수들은 심폐지구력과 근력 향상이 경기력 결과에 중요

한 부분으로서, 경기력 유지에 있어 유산소적 능력이 중요하다. 근력은 

움직임에 있어 빠른 방향 전환 및 목표로 하는 위치 도달에 영향을 주

며, 스윙에 있어 볼의 빠른 가속도와 볼 회전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24]. 따라서 라켓운동선수들의 근력향상을 위한 영양학적, 생리

학적인 트레이닝 방법이 필요하다. 마카의 섭취는 피로물질 감소와 유

산소적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라켓운동선수들의 경

기력 향상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학생 라켓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4주간의 저항성 운동

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블랙마카 섭취 그리고 저항성 운동과 블랙마

카 복합 후 젖산, 암모니아, 미오글로빈, CK의 혈중 근피로인자와 등속

성 근기능 평가를 통하여 블랙마카 복용이 근피로관련 biomarker와 

근기능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실험은 C시에 소재한 K대학교에 재학 중인 16명의 남자 

학생 라켓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control (CO)과 resis-

tance exercise (RE) 그룹으로 나누었다. CO 그룹은 사전 측정 후 4주 

동안 라켓운동 프로그램만 실시하였고(CO 그룹의 Racket), RE 그룹은 

사전 측정 후 4주 동안 라켓운동 프로그램과 저항성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RE 그룹의 Racket). 선행 학습 또는 이월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2주간의 wash-out 기간을 거친 이후 CO 그룹은 4주 동안 라켓운

동 프로그램과  블랙마카(BL)를 복용하였고(CO 그룹의 Racket+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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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RE 그룹은 4주 동안 라켓운동과 저항성운동 프로그램 그리고 

블랙마카를 복용하였다(RE 그룹의 Racket+BL). 참여한 실험대상자들

은 기상 후 1시간, 취침 전 1시간으로 식사 전후를 제한하지 않고 Kwon 

et al. [25]에서 제시한 100%의 블랙마카분말(Essoco, Seoul, Korea)을 

2.5 g씩 하루 2번 물과 함께 4주간 복용하였다. 완전한 식이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험기간 동안 1일 3회 음식 섭취와 금주할 것을 권고

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과정은 K대학 생명연구윤리위원회(IRB: 2021-

04-013-001)의 승인을 얻어 개인의 안전보장은 물론 권리 등에 대한 지

침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실험절차와 블랙마카의 영양성분 그리고 

참여한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s 1, 2, 4와 같다. 

2. 연구절차 

1) 신체구성 및 기초체력 검사

신체조성은 생체전기 임피던스 분석원리를 적용한 체성분분석기

(Inbody 720, Bio space, Korea)를 사용하여 신장(cm), 체중(kg), BMI 

(kg/m2), 체지방량(kg), 체지방률(%), 제지방(kg)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

에서 기초체력 측정의 세부항목은 악력기계(TAKEI, TKK-5401)를 사

용하여 근력을 측정, 윗몸 일으키기를 통해 근지구력, 몸 앞으로 굽히

기를 통해 유연성,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기계(KL sports industry K-108)

를 사용하여 순발력을 측정, 10 m 달리기를 통해 민첩성, 20 m 셔틀런

(Shuttle run) 왕복 오래달리기를 통해 심폐지구력을 측정하였다.

2) 채혈 및 혈액분석

모든 대상자들은 10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한 후 실험실에 방

문하여 30분간 앉아 휴식을 취한 후 주정맥을 통해 약 10 cc 채혈을 진

행하였다. 채혈은 K대학교 병원에 의뢰를 하였고, 항 응고제와 LFT 

tube로 처리된 진공 채혈관 튜브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채혈 된 정맥

혈은 상온에서 원심분리기(3,000 rpm)로 혈청을 분리하여 분석 전까지 

-80°C 냉동고에 보관 후 의뢰 분석하였다. 혈액 분석은 대사 관련 인자

로 젖산(Lactic acid), 암모니아(Ammonia)를 분석하였으며, 근육관련

인자로 크레아틴인산 효소(CK), 미오글로빈(Mioglobin)을 분석하였다. 

3) 라켓운동 및 저항성운동 프로그램 

CO group은 1회 60분, 주5회 라켓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Ta-

ble 3). RE group은 1회 60분, 주5회 라켓 운동 프로그램과 1회 60분 주 

2회 저항성 프로그램을 추가로 실시하였다(Table 3). 

4) 등속성 근 기능평가

모든 대상자들의 등속성 근 기능 평가를 위해 등속성(isokinetic) 측

정장비(CSMi,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모

든 대상자들이 측정 방법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한 

Table 1. Experimental procedure

Table 2. Composition of black maca 

Analysis Black maca

Fiber (g/100 g) 4.95
Carbohydrate (g/100 g) 63.82
Protein (g/100 g) 7.7
Starch (g/100 g) 38.18
Soluble Sugar (g/100 g) 7.02
Riboflavin (mg/100 g) 0.76
Potassium (mg/100 g) 1,000
Iron (mg/100 g) 86

Table 3. Racket and resistance exercise program

Composition Racket exercise Resistance exercise Set Time (min)

Warm up Static stretching 1 10
Type Forehand swing Chest press machine 15 rep×3 set 40

Backhand swing Dumbbell chest press 10 rep×3 set
Foot Walk Lateral raise 10 rep×3 set

Squat 15 rep×3 set
Cool down Static stretching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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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측정하였다. 근기능 평가로 몸통 관절의 신전과 굴곡을 측정하였는

데 측정 전에 일으켜 세워 자세를 맞추고 피험자에 맞게 발판을 이용

하여 높이 조절 및 견갑골 패드를 조정하였다. 이후 상, 하체 몸통 모두 

고정하고 양손으로 흉부 패드의 손잡이를 잡도록 하여 피험자에 맞는 

신전 후 각도, 최대 굴곡 후 각도를 입력 후 관절 가동 범위 내에서 60°/

sec로 4회로 근력을, 180°/sec로 20회로 근지구력을 측정하였다. 측정 

전 실제 강도에 맞추어 2회씩 연습하였으며 예비 운동과 본 운동 사이

에는 10초간의 휴지기를 두고 측정 후 체중에 대한 총 일량((Newton/

meters)/Body weight)을 도출하였다.

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결과의 자료처리는 SPSS 2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

든 변인에 있어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다. 각 집단(Base-

line, Racket, Racket+BM)에 신체조성, 기초체력, 근피로도 물질 농도변

화와 근 기능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

산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사후 분석은 LSD 방법을 실

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 수준은 α = 0.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1. 신체조성 및 기초체력의 변화

CO 그룹과 RE 그룹의 각 처치 간 신장, 체중, BMI, 체지방량, 체지방

률, 제지방량에 신체조성의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기초체력 평가로

서 악력,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10 m 달리기, 20 m 셔틀런 왕

복 오래달리기를 진행하였다. 10 m 달리기에서 CO 그룹의 Racket과 

Racket+BL은 Baseline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05). 

그 이외 모든 요인과 관련하여 각 그룹의 처치 간의 유의한 변화는 없

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신체조성 및 기초체력에 대한 결과는 Tables 4, 

6과 같다.

2. Biomarker의 변화

피로관련 혈액 biomarker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CO 그룹의 Racket

에서 Baseline과 비교하였을 때 Ammonia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 .000). 하지만, Racket+BL은 Baseline (p< .05)과 Racket과 비교하여

Ammonia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000). 그 이외의 다른 근피

로 관련 인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RE 그룹의 경우 Racket+BL

은 Baseline (p< .01)과 Racket과 비교하여 Ammonia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000). 그 이외의 다른 근피로관련 인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근 피로관련 지표에 대한 결과는 Ta-

ble 5와 같다.

3. 근기능의 변화

몸통관절에 대한 60°/sec 속도의 근력평가를 살펴보면 몸통 신전 근

력(trunk extension strength)에서 RE그룹의 Racket+BL은 Baseline과 

Racket과 비교하여 체중당 근력((Newton/meters)/body weight)이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p< .05). 또한 몸통 굴곡 근력(trunk flexion strength)

Table 4. Change in body composition

Variable Baseline Racket Racket + BM p-value post-hoc

Height (cm)
CO 176.91±4.95 177.15±4.62 176.64±4.01 .978 -
RE 176.43±3.89 176.63±3.28 176.55±3.70 .993 -

Weight (kg)
CO 69.06±6.36 69.04±4.93 69.59±5.68 .976 -
RE 73.49±12.28 73.1±12.77 73.21±13.14 .998 -

BMI (kg/m2)
CO 22.11±2.32 22.04±1.81 22.33±2.09 .960 -
RE 23.59±3.82 23.40±3.96 23.48±4.14 .996 -

Body fat (kg)
CO 12.38±4.25 11.35±2.71 12.48±4.32 .811 -
RE 12.99±6.44 12.89±6.82 12.86±6.05 .999 -

Fat mass/Lean body (%)
CO 17.68±4.89 16.38±3.51 17.69±5.05 .803 -
RE 17.01±5.24 16.83±5.55 16.96±4.91 .997 -

Lean body (kg)
CO 56.69±4.40 57.69±4.46 57.11±3.71 .893 -
RE 60.5±6.63 60.21±6.51 60.35±7.78 .996 -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CO, control group; RE, resistance exercise group; Racket+BM, racket+black m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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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RE그룹의 Racket+BL는 Baseline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p< .05). CO그룹은 몸통 굴곡 근력, 몸통 신전 근력과 굴곡 근력 모

두 처치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몸통관절에 대한 180°/sec 속도의 근지구력을 살펴보면 CO그룹의 

Racket+BL은 몸통 신전 근지구력(trunk extension endurance)과 몸통 

굴곡 근지구력(trunk flexion endurance) 모두 Baseline과 비교하여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p< .05). RE그룹의 Racket+BL은 몸통 신전 근지구

력에서 Baseline 및 Racket과 비교하여 체중당 근지구력((Newton/me-

ters)/body weight)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05). 또한 몸통 굴곡 근지

구력(trunk flexion endurance)에서 RE그룹의 Racket+BL은 Baseline과 

Table 5. Change in biomarker

Variable Baseline Racket Racket + BM p-value post-hoc

Myoglobin (mg/mL)
CO 25.25±6.96 24.5±5.98 24.88±4.39 .968 -
RE 30.25±8.11 34±14.42 37.25±15.11 .565 -

Creatine Kinase (U/L)
CO 144.86±64.85 173.25±105.96 180.38±70.46 .530 -
RE 228.29±67.60 196.71±90.16 241.8±90.53 .643 -

Lactic acid (mg/dL)
CO 8.00±1.44 9.63±4.31 8.51±3.09 .586 -
RE 7.95±3.44 9.5±3.15 9.48±2.59 .525 -

Ammonia (ug/dL)
CO 99.13±13.08 179.13±45.39 68.75±10.08 .000 a***, b*, c***
RE 113.86±23.16 129±38.44 65.13±13.93 .000 b**, c***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CO, control group; RE, resistance exercise group; Racket+BM, racket+black maca.
a=significant between Baseline and Racket, b=significant between Baseline and Racket+BM, c=significant between Racket and Racket+BM.
*p<.05, **p<.01, ***p<.001.

Table 6. Change in fitness

Variable Baseline Racket Racket + BM p-value post-hoc

Grip Strength Left (kg)
CO 38.61±4.81 40.5±4.93 39.63±4.50 .732 -
RE 43.56±5.61 41.66±5.04 43.45±6.02 .749 -

Grip Strength Right (kg)
CO 43.49±5.37 44.25±4.85 43.56±5.94 .953 -
RE 48.13±5.61 48.45±5.56 48.44±6.15 .992 -

Sit-up (count)
CO 45.88±8.08 48.5±7.21 47.63±6.72 .578 -
RE 35.5±8.47 44.81±10.13 41.5±9.73 .164 -

Flexibility (cm)
CO 11.58±10.11 14.26±7.92 15.99±6.72 .770 -
RE 1.25±10.34 2.66±10.53 2.48±10.39 .958 -

Standing long jump (cm)
CO 223.50±16.24 236.00±8.91 230.88±11.64 .163 -
RE 233.63±8.30 240.88±16.41 241.13±12.41 .428 -

10 m run (s)
CO 8.72±0.58 9.5±0.51 9.59±0.43 .005 a**, b**
RE 9.44±0.69 9.59±0.36 9.64±0.29 .684 -

20 m run shuttle run (count)
CO 65.00±1.77 66.75±6.67 68.63±4.63 .338 -
RE 60.63±12.81 60.5±16.06 57.5±13.76 .885 -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CO, control group; RE, resistance exercise group; Racket+BM, racket+black maca.
a=significant between Baseline and Racket, b=significant between Baseline and Racket+BM.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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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 .05), Racket과 비교해서 경향적 차

이를 보여주었다(p=.058). 연구 대상자들의 근기능에 대한 결과는 Ta-

ble 7과 같다.

논  의

본 연구는 CO 그룹으로 라켓운동, 라켓운동과 블랙마카 섭취와 RE 

그룹으로 저항성운동 처치, 저항성 운동과 블랙마카를 복합처치한 학

생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혈중 피로인자와 근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신체조성과 기초체력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근 피로인자에서 블랙마카를 복용한 그

룹 모두 혈중 암모니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근기능 평가에서 CO 

그룹에서 마카를 섭취하였을 때 몸통 근지구력에 향상과 RE 그룹에

서 마카를 섭취하였을 때 근력과 근지구력의 향상을 보여주었다.

Valentova et al. [26]은 90일간의 마카를 섭취한 성인 남여 19명의 신

체조성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Brooks et al. [27]은 14명의 50-60대

의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6주간의 마카를 섭취를 시켰지만 체중변

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마카의 섭취는 신체조

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Yun et al. [28]은 성인 

15명을 대상으로 8주간 마카와 저항성운동의 복합 처치는 체중의 차

이를 보여주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만(Table 4), Choi & 

Kang [29]은 여자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4주간의 블랙마카와 저항성

운동이 체중 및 체지방 감소와 근육량 증가를 보여주었다. 저항성 운

동과 블랙마카 복합 처치에 따른 신체조성의 변화는 선행연구와 본 연

구의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블랙마카의 효과보다는 저항성 운동의 강

도와 빈도의 효과로서 판단된다. 

운동선수들에게 있어 근육의 피로 회복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중요

한 요소로서 고려된다. Tang et al. [21]은 30일간 쥐에게 100 mg/kg.bw/

d 마카를 섭취시켰을 때 운동 후 혈중 젖산과 젖산탈수소효소(LDH)

의 농도를 감소시켰지만, 혈중 CK의 농도를 증가시켰다. 또한, Zheng et 

al. [22]은 쥐에게 28일 동안 마카에서 추출한 마카마이드 0.5457 mg/

kg/d를 섭취시켰을 때 운동직후 30분 후 젖산의 감소와 근육 Glycogen

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이는 마카의 섭취가 운동지속

능력과 피로물질 감소가 근육에 고갈된 ATP를 보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준다. 젖산은 운동 중 혈액 내 농도 변화를 통해 운동강도

를 예측하고 젖산 축적에 따른 신체 피로도를 평가할 수 있지만, 축적

된 젖산은 운동 후 안정 시 상태에서 근육 내 사용된 ATP를 보충하기 

위해서 간에서 빠르게 산화되어 ATP를 보충한다[30]. CK와 미오글로

빈은 운동에 따른 근조직 파괴로 나타나는 근 피로 요소로서 운동직

후 운동수행능력 감소와 함께 혈액내 농도가 증가하지만[20], Kirwan 

et al. [31]의 연구에서 운동 후 18시간 뒤 미오글로빈이 안정 시 상태로 

돌아온다. 또한 Driessen-Kletter et al. [32]의 연구에서 운동 후 2시간 

뒤 미오글로빈이 안정화된다 보고하였다. 하지만, CK는 운동 후 18시

간까지 안정화되지 않았다. Jung et al. [33]은 CK가 안정 시 보다 운동 

후 48시간까지 증가하였지만, 1회성 저항운동 후 24시간 내 높은 CK의 

활성도 차이를 나타냈다[34]. Koch et al. [35]은 운동 후 증가 된 CK는 7

일 뒤 안정화되지만, 그 전 시간동안 최대 활성화 상태를 보이더라도 

안정 시 상태와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하

여 볼 때 본 연구에서 운동 후 시간경과에 따른 근 피로인자의 안정화

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암모니아는 대사과정에서 생성된 부산물로 아미노산 이화작용으로 

또한 증가하는데[17,36], 당대사로 보충되지 못한 ATP를 보충하기 위

Table 7. Change in muscular strength and endurance (60°/sec and 180°/sec)

Variable Baseline Racket Racket + BM p-value post-hoc

Extension Total Work [(Newton/meters)/body weight]
CO 13.91±3.42 14.58±2.21 17.09±2.91 .091 -
RE 14.94±2.55 14.30±3.21 18.12±2.90 .034 b*, c*

Flexion Total Work [(Newton/meters)/body weight]
CO 12.19±2.83 12.68±1.26 14.09±1.63 .175 -
RE 12.33±3.06 14.42±0.98 15.43±1.47 .019 b*

Extension Total Work [(Newton/meters)/body weight]
CO 36.38±14.29 46.10±9.64 50.78±9.45 .055 b*
RE 32.91±7.82 34.10±8.26 44.19±10.18 .035 b*, c*

Flexion Total Work [(Newton/meters)/body weight]
CO 42.80±10.10 47.38±5.07 51.11±5.12 .091 b*
RE 49.29±8.50 52.39±4.51 58.16±2.67 .018 b**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CO, control group; RE, resistance exercise group; Racket+BM, racket+black maca.
b=significant between Baseline and Racket+BM, c=significant between Racket and Racket+BM.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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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운동으로 사용된 근육 내 ATP를 보충하려 

하지만, 고갈된 에너지로 인해 원활한 대사과정을 이끌지 못하고 생성

되는 부산물로서 근피로를 유발한다[37]. 축적된 암모니아는 TCA (tri-

carboxylic acid) 순환과 지방산화를 억제하고 중추신경 및 근신경계 

내 신경전달물질을 방해하여 근피로에 영향을 주고[38], 고강도 운동

과 장기간의 운동으로 근육 및 근신경계에 암모니아의 축적을 보여준

다[39,40]. 블랙마카를 섭취하지 않은 기간 동안 라켓운동과 저항성운

동에서 암모니아가 더 증가하며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아미노산인 L-ornithine과 L-aspartate은 간에서 암모니아의 

대사를 활성화시켜 혈액 내 암모니아 수치를 감소시킨다[41,42]. 또한, 

Hormoznejad et al. [43]은 메타분석을 통해 BCAA섭취가 젖산, 암모니

아, CK 등 근 피로물질을 감소시켰다는 결과로서 블랙마카의 섭취가 

체내 암모니아 농도 감소를 유도하여 당대사 활성화와 신경전달물질

의 활성화를 통해 근피로를 예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블랙

마카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 및 아미노산이 피로물질 감소와 관련한 

상관성 및 기전연구가 부족하기에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저항성운동은 근력과 근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저

항성운동에 따른 근력 및 근지구력 향상에 명확한 기전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근육량 증가, 대사의 활성화 및 근신경계를 활성화시킨다[44]. 

Kraemer et al. [45]의 연구에서 저항성운동은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

폐지구력, 순발력 등의 기초체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요구된다. 저항성운동의 

효과는 빈도, 강도, 기간을 고려해야 하는데, Phillips et al. [46]은 초기 

저항성운동에 따른 근 신경계의 발달은 근력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Cuthbert et al. [47]은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주 3회 저항성운동을 하

였을 때 6-12주 사이에 근력의 차이를 볼 수 없었다. 하지만, Brigatto et 

al. [48]의 연구에서 같은 시기 동안 운동 횟수를 증가시킴으로 근력 및 

근지구력을 향상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라켓운동과 저항성운동을 하

였을 때 근력 및 근지구력이 유의한 증가를 보여주지 않았다. 선행연구

와 본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주 2회 4주간의 저항성운동이 근력 및 근

지구력 향상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단기간 운동수행능력

을 향상시킬 경우 운동의 빈도를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카섭취는 심폐지구력에 영향 등 운동 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마카섭취와 운동수행 능력과 관련하여 Lopez-fan-

do et al. [49]의 연구에서 kg 당 250 mg의 마카를 섭취한 쥐를 이용한 

실험과 Yang et al. [50]의 마카의 주성분으로 N-benzyllinoleaminde와 

N-benzyloleamide를 쥐에게 섭취시킨 연구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수

영 지속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임상적인 실험에서 Ronceros et 

al. [23]은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마카를 60일 동안 섭취시켰을 때 최

대산소섭취량과 속도가 증가하였다. 아미노산과 복합 미네랄을 섭취

한 연구에서 운동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준 선행연구들을 

보았을 때[51-54] 마카섭취가 심폐지구력과 근지구력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마카만 섭취하였던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함을 볼 수 있다. 

저항성 운동과 블랙마카의 복합 처치는 근력 및 근지구력 모두 향상

시켰다. 필수아미노산과 저항성 운동을 복합처치한 Willoughby et al, 

[55]의 결과에서 저항성운동만 하였던 그룹보다 향상된 근력 및 근지

구력을 보여준다. Yun et al. [28]과 Choi & Kang [29]의 연구에서 블랙

마카와 저항성운동을 복합처치하였을 때 근지구력 또는 근력 향상을 

보여주었다. 아미노산이 풍부한 블랙마카와 저항성운동 복합처치가 

근력과 근지구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지만 마카

의 복용이 어떠한 기전을 활성화시켜 근기능 향상에 영향을 주었는지

에 대한 기전적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블랙마카 섭취는 근피로 인자 감소와 근기능 향상을 보

여주었지만 블랙마카 처치기간이 다른 선행연구에 비해 처치기간이 

짧아(4주 처치) 장기간의 블랙마카 효과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 또한, 

저항성운동과 블랙마카 복합처치가 블랙마카만 섭취했던 그룹과 비

교를 하기 어려운 실험절차로 통계적 검증의 제한점을 보여주기 때문

에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저항성운동과 블랙마카 복합처치에 효과

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라켓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CO그룹과 RE그룹으로 나

누어 4주간 블랙마카를 섭취하지 않았을 때와 블랙마카를 4주간 섭

취하였을 때 근 피로인자와 근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두 그룹 모두 블랙마카를 섭취하였을 때 혈액 내 암모니아의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두 그룹 모두 블랙마카를 섭취하였을 때 

근지구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또한 저항성운동과 블랙마카를 복

합 처치하였을 때 근력 또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를 바탕으로, 블랙마카의 섭취는 저항성 운동을 하는 상황과 하지 않

는 상황에서 근피로인자와 근지구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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