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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식이제한 후 저항성 운동이 혈중 성장 호르몬, IGF-1, 

코르티솔 및 테스토스테론에 미치는 영향

정현령, 강호율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서 론

에너지 섭취 제한은 신체의 근육과 근력 감소뿐만 아니라 운동수행

능력의 저하를 야기시킨다[1,2]. 그러나 스포츠 현장의 체급경기 운동

선수들은 식이제한을 통한 체중 감량 방법을 널리 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체급경기 운동선수는 좋은 경기 결과의 체급을 만들기 위해 

단기간 많은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고강도 훈련과 식이제한을 동시

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다. 

고강도 저항성 운동은 성장 호르몬(human growth hormone, hGH)

과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과 같은 동화작용 호르몬을 증가시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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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24-hour Food Restriction on Plasma Human Growth Hormone, IGF-1, 
Cortisol and Testosterone Responses in Resistance Exercise 
Hyun-Lyung Jung, Ho-Youl Kang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24-hour food restriction on plasma human Growth hormone, 
IGF-1, cortisol and testosterone responses in resistance exercise. 

METHODS: The 13 college male students (Age; 24.7±1.2 years, Height; 174.1±2.0 cm, Body Weight; 70.4±1.5 kg) were randomly 
received to the control treatment (CON) and 24 hours fasting treatment (24-FT). The CON served the 400-kcal steam rice as the 
Korean traditional breakfast 3 hours prior to performing the resistance exercise, while the 24-FT did not eat any food except the water 
for 24 hours. The resistance exercise session consisted of squat exercise with 5 sets×6-8 repetitions with 80% of one repetition maxi-
mum. Blood samples were drawn before (pre), and immediately after exercise (0 minute) and at 15 minutes, 30 minutes, 60 minutes, 
120 minutes after exercise. Plasma human growth hormone (hGH), total testosterone, cortisol, IGF-1, insulin, glucose and free fatty 
acid (FFA) concentrations were measured. 

RESULTS: Plasma hGH levels in 24-FT were significantly higher after exercise compared with the CON at 0, 15, 30, 60 minutes 
(p<.05). Cortisol levels in 24-FT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the CON at before (pre) and 0 minute (p<.05). The plasma IGF-1 
and testosterone levels were not significantly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wo treatments.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investigation suggested that the elevation of hGH might not be related to anabolic effects in food 
restriction. In addition, it seems that hGH response in resistance exercise is strongly affected by carbohydrate in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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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파워 그리고 근비대와 근지구력을 증가시키는 적응 반응을 일으

키며, 이러한 생리적인 반응은 골격근의 리모델링(remodelling)은 신경

내분비계에 의해 조절된다[3,4]. 특히, 내분비계 호르몬은 저항성 운동

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근육내 동화작용(anabolism)과 이화작용(ca-

tabolism)의 대사적 과정에 관여하는데[5]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저항

성 운동이 일시적으로 성장 호르몬, Insulin-like Growth Factor-1 (IGF-

1),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코르티솔(cortisol) 등의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다고 보고하고 있다[6-11]. 저항성 운동은 근육내 단백질 합성 

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트레이닝은 근력 증가와 근섬유 비

대를 일으켜 운동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

고하고 있다[10,12,13]. 반면, 최근 저항성 운동에 의한 근육 단백질 합

성은 동화작용 성질을 내포한 성장호르몬, 코르티솔, 테스토스테론, 인

슐린과 같은 호르몬 반응과 관련성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14].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적절한 영양 섭취와 저항성 

운동은 동화작용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는데 이러한 호르몬들은 단

백질 합성을 통하여 근육내 단백질 저장을 증가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

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5-17]. 선행연구에 의하면, 저항성 운동 전

후 탄수화물 섭취는 혈중 인슐린 농도와 근육세포의 아미노산 이동

을 증가시켜 운동 시 단백질 분해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지만[17-

21], 최근 2016년도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8주간 과섭취(overfeeding) 

한 실험에서는 추가적인 단백질 합성이나 근비대의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22]. 하지만 운동 중 근육내 단백질 합성을 증

가시키기 것도 중요하지만 근육 감소를 최소화하는 데 있어 운동강도, 

지속시간, 운동 형태뿐만 아니라 운동 시 적절한 영양섭취도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저항성 운동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저항성 

운동이 현대인들의 질병 예방에 미치는 효과 규명 연구들이 대부분이

며 운동 선수들의 경기 전 체중 조절 기간과 칼로리 섭취 제한에 의한 

체중감량, 그리고 운동 시 근육내 단백질 합성 호르몬의 반응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4시간 식이제한 

후 저항성 운동이 혈중 단백질 합성 관련 호르몬의 변화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신체 건강한 D 광역시 K 대학교 남자 대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실험 전 실험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다. 본 연구는 집

단내 실험설계(within subject design)로 실시하였고, 모든 연구 대상자

는 실험 전 식이와 신체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K 대학교의 기숙사 생활

을 하였다. 실험 처치는 무작위로 선정하여 일반식이(control treatment, 

CON)와 24시간 식이제한 처치(24 hours food restriction treatment, 24-

FT)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각 처치 간격을 7일로 하였고, 연구 대상자

의 신체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2. 실험처치

24시간 식이제한(24-FT)은 24시간 동안 물 이외의 모든 식이는 제한

하였으며, 일반식이(CON)는 실험 1일 전 12시간 금식 후 실험 당일 운

동 3시간 전 400 kcal의 쌀밥과 소고기 국물을 아침식사로 제공하였

다. 모든 연구 대상자는 운동 전 충분한 준비 운동을 실시하였다. 운동 

종목은 저항성 운동 중 인체의 대근육을 사용하는 하지 근력 운동 스

쿼트(squat)로 하였다. 정확한 운동 강도를 설정하기 위해 모든 연구 대

상자는 Earle의 방법을 이용하여 1RM을 측정하였다[23]. 운동 프로토

콜은 1RM의 80% (8 RM) 운동강도로 5세트× 6-8회 최대 반복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세트 간 휴식시간은 1분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1RM 측정 전 48시간 동안 피로한 신체활동과 격렬한 운동을 제한하

였다. 운동 프로토콜은 Table 2와 같다.

3. 혈액채취 및 측정방법

1) 혈액채취

24시간 식이제한(24-FT)은 24시간 금식 후 운동 전 안정 시 채취하

였으며 일반식이(CON)는 3시간 전 400 kcal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 24

시간 식이 제한 처치와 동일한 시간대에 상완 정맥에서 10 mL의 혈액

을 채취하였다. 혈액은 혈액 응고를 방지하기 위해 EDTA 항응고제 튜

브에 담아 원심 분리하여 -70℃ 냉동 보관하였으며 혈액 채취는 운동 

전(EX-pre), 운동 직후(Ex-post), 운동 후 15분, 30분, 60분, 120분에 채

취하였다.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Subjects 

Age (year) 24.7±0.4
Weight (kg) 70.4±1.5
Height (cm) 176.7±1.2

Values are Mean±SE, n=13    

Table 2. Resistance exercise protocol   

Set Intensity (% RM) Repetition

Warm up 50% × 10
1 80% × 8
2 80% × 8
3 80% × 7-8
4 80% × 6-8
5 80% × 6-8

RM, Repitition 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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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항목 및 방법

혈중 성장 호르몬과 IGF-1은 ELISA Kit (Mediagnost, Germany)를 

이용하여 효소면역측정법(Enzyme immunoassay)으로 분석하였고 

ELISA 흡광도 450 nm에서 발색반응을 측정하였다. 혈당은 자동 혈당

분석기(YSI 2300, Springfield,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유리지방

산은 Noma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24]. 혈중 인슐린, 코르티솔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은 Coat-A-Count Kit (Diagnostic Products Cor-

poration, USA)를 이용하여 방사선면역측정법(Radioimmunoassay)으

로 분석하였고, γ-counter (1470 Wizard, Wallac, automatic count Fin-

land)에서 1분 동안 측정하였다. 

4. 자료처리방법 

각 측정항목에 대한 결과는 평균과 표준오차(Mean ± SE)를 산출하

였으며, 통계적 분석은 SPSS 17.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통계처

리는 집단 간 처치 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two-way ANOVA with re-

peated measures를 실시한 후 contrast와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시간

(time)과 처치(treatment) 간의 차이를 사후 검증을 하였으며 모든 유의 

수준은 .05로 하였다. 

 

연구 결과 

1. 혈중 성장 호르몬의 변화

혈중 성장 호르몬은 CON과 비교하여 24-FT에서 운동 직후, 운동 

후 15분, 30분, 60분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05). 개체내 CON은 

운동 전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4-FT는 

운동 전과 비교하여 운동 후 15분, 30분에서 성장 호르몬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 .05) 운동 직후와 비교하여 운동 후 15분

에서도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 .05) (Fig. 1).

2. 혈중 인슐린 양성장 인자(IGF-1)의 변화

혈중 IGF-1은 CON과 비교하여 24-FT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개체내 CON은 운동 전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4-FT는 운동 전과 비교하여 운동 후 30분에서 

IGF-1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 .05) (Fig. 2).

3. 혈중 유리지방산의 변화

혈중 유리지방산은 CON과 비교하여 24-FT에서 운동 전, 운동 직

후, 운동 후 15분, 30분, 120분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05) 개

체내에서는 두 처치 모두 운동 전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Fig. 3).

4. 혈당의 변화

혈당은 CON과 비교하여 24-FT에서 운동 직후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났으나, 운동 후 60분과 120분에서 낮게 나타났다(p < .05). 개체내 

CON은 운동 전과 비교하여 운동 후 15분, 30분, 60분에서 혈당이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 .05) 24-FT는 운동 전과 비교하여 운동 직

Fig. 1. Plasma human Growth hormone (hGH) concentrations. Control treat-
ment, CON; 24 hours food restriction treatment, 24-FT. Data are shown as 
means±SE (n=13). *p<0.05 vs. CON; ap<0.05 vs. Ex-pre; bp<0.05 vs. Ex-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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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lasma Insulin-like factor-1 (IGF-1) consentraions. Control treatment, 
CON; 24 hours food restriction treatment, 24-FT. Data are shown as means 
±SE (n=13). ap<.05 vs. Ex-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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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lasma Free Fatty acid (FFA) concentrations. Control treatment, CON; 
24 hours food restriction treatment, 24-FT. Data are shown as means± SE 
(n=13). *p<.05 vs.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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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운동 후 15분과 30분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 .05) (Fig. 4).

5. 혈중 인슐린의 변화

혈중 인슐린은 CON과 비교하여 24-FT에서 운동 후 15분, 30분, 60

분, 120분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 .05). 개체내 CON에서는 운

동 전과 비교하여 운동 후 15분과 30분에서 혈중 인슐린이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p< .05) 운동 후 15분과 30분, 운동 후 30분과 60분, 

운동 후 60분과 120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05). 그러나 24-FT는 운동 전과 비교하여 운동 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

6. 혈중 코르티솔의 변화

혈중 코르티솔은 CON과 비교하여 24-FT에서 운동 전, 운동 직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05). 개체내 CON은 운동 전과 비교하여 

운동 직후, 운동 후 15분과 30분에서 혈중 코르티솔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 .05) (Fig. 6).

7. 혈중 테스토스테론의 변화

혈중 테스토스테론은 CON과 비교하여 24-FT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체내에서도 두 처치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7).

 

논 의

저항성 운동 시 성장 호르몬 분비의 증가는 단백질 합성(systhesis), 

근육내 단백질 분해(degration) 등 단백질 대사에 영향을 주며 저항성 

운동의 형태, 운동강도, 운동량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25]. 대부분 

선행 연구에서는 저항성 운동 후 30분 이내에 혈중 성장호르몬이 분

비가 급격히 증가하며 운동강도에 따라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8,17,26]. 본 연구에서는 24시간 식이제한 후 

8RM 5세트 스쿼트(squat) 운동을 실시한 결과 24시간 식이제한이 일

반식이에 비교하여 운동 직후 15분, 30분, 60분에서 성장호르몬의 농

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운동 전과 비교하여 운동 후 15-30분에 유의하

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식이는 운동 전과 비교하여 운

Fig. 5. Plasma insulin concentrations. Control treatment, CON; 24 hours food 
restriction treatment, 24-FT. Data are shown as means±SE (n=13). *p<.05 vs. 
CON; ap<.05 vs. Ex-pre; bp<.05 vs. 15 min, cp<.05 vs. 30 min, dp<.05 vs. 6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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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lasma cortisol concentrations. Control treatment, CON; 24 hours 
food restriction treatment, 24-FT. Data are shown as means±SE (n=13). 
*p<.05 vs. CON; ap<.05 vs. Ex-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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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lasma total testosterone concentrations. Control treatment, CON; 
24 hours food restriction treatment, 24-FT. Data are shown as means±SE 
(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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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lasma glucose concentrations. Control treatment, CON; 24 hours 
food restriction treatment, 24-FT. Data are shown as means±SE (n=13). 
*p<.05 vs. CON; ap<.05 vs. Ex-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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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후 15분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성장호르몬은 스트레스 자극에 영향을 받으며 

운동 시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요소로 보고되고 있다[16,17]. 반면, 탄

수화물 섭취 제한은 근글리코겐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동

일한 강도의 운동 시 근육 내 글리코겐의 함량이 낮을수록 주관적 운

동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7]. 본 연구의 결과 24

시간 식이제한 후 저항성 운동 시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24시간 식이제한이 성장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

고 단백질 동화작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Loy et al. 

[27]의 연구결과에서처럼 24시간 식이제한이 일반식이에 비해 동일한 

운동강도에서의 느끼는 주관적 생리학적 반응 높았기 때문에 성장호

르몬의 분비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성장호

르몬 분비의 증가는 운동강도에 의한 자극보다 신체 보유 에너지인 근

글리코겐 함량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24시간 식이제한에서 성장

호르몬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IGF-1는 운동이나 대사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글루코스 조절에 중요

한 역할을 하며 혈중 성장 호르몬의 농도와 관련성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28,29]. 반면, 다른 저항성 운동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상반되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5,15,29-32]. Kraemer et al. [30]은 일회성 저항성 

운동 후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증가했으나 IGF-1은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Rubin et al. [30]은 운동 직후 IGF-1의 농도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혈중 IGF-1의 분비는 혈중 성

장 호르몬의 농도[30,34]와 운동에 의해 분비된 성장 호르몬의 절대적, 

상대적 불응기(refractory period) 효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28,29]. 본 연구 결과에서는 두 처치 모두 혈중 IGF-1은 증가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raemer et al. [33]과 Cappon et al. [28]

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혈중 IGF-1의 농도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

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혈중 코르티솔 분비는 운동 시간이 짧거나 운동량이 작을 경우 감

소되고, 운동 시간이 길거나 운동량이 많을 경우 증가한다고 보고하

고 있다[6,7,17,33,35,36]. Williams et al. [17]은 고강도 운동이 저강도 운

동보다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키며 Tarpenning et al. [37]은 일회성 저

항성 운동 후 혈중 코르티솔의 분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raemer et al. [15]의 연구에서는 운동 2시간 전 과 운동 직후 탄수화

물을 섭취시킨 결과 두 집단 모두 혈중 코르티솔의 수준이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운동 3시간 전 400 kcal 탄수화물을 섭

취시킨 일반식이에서는 운동 전과 비교하여 운동 직후, 운동 후 15분

과 30분에서 혈중 코르티솔의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항성 운동이 혈중 코르티솔의 분비를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와 일

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코르티솔은 혈중 글루코스와 근글리코겐

을 보호하기 위해 간당신생작용을 촉진시켜 hepatic lipolysis와 prote-

olysis를 증가시키며 12시간의 공복 후 혈중 코르티솔의 분비가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16].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24시간 식

이제한 후 혈중 코르티솔(Ex-pre, Ex- post)의 증가는 식이 제한으로 인

한 스트레스와 탄수화물 대사의 감소로 인해 골격근의 당신생작용을 

촉진시켜 혈중 유리지방산과 아미노산을 증가시키고 간에서의 혈중 

글루코스 방출(glucoogenesis)을 증가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본 연

구의 인슐린과 유리지방산 결과가 뒷받침해 주고 있다. 

테스토스테론은 저항성 운동 시 일시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운동 경험 유무, 운동 강도, 기간, 형태,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난

다[3,5,6,10,15,26,38,39]. Bosco et al. [7]과 Ratamess et al. [36]은 일회성 

저항성 운동은 운동 강도와 운동량이 높을수록 테스토스테론의 분

비는 증가하나, 다양한 형태의 운동 자극은 테스토스테론 분비에 관

여하는 뇌하수체-레이딩 세포 축(Hypophysis-Leyding Cell axis)을 자

극하기 때문에 운동 시 분비되는 안드로겐 수용체(androgen receptor) 

작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9,36].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두 처치 모

두 운동 전과 비교하여 운동 후 회복기에서 혈중 테스토스테론이 증

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처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나 운동 전과 비교하여 운동 직후 혈중 테스토스테

론이 5.7%와 6.9% 증가한 경향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일회성 

저항성(8RM ×5 sets, squat)은 테스토스테론의 분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운동 강도, 운동량, 안드로겐 수용체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분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안정 시 혈중 인슐린과 혈당의 반응은 400 kcal 식사 섭

취 후 3시간에 두 처치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적으로 선행연구에서는 12시간 금식 후 포도당 75 g (약 300 kcal)으로 

혈당내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2시간 후 혈당과 인슐린 반응이 유의하

게 증가되어 정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0-43]. 

이러한 혈당과 인슐린 반응의 차이는 피검자의 신체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대부분 혈당과 인슐린 반응의 차이를 나타난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임신 중이거나 인슐린 저항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ref), 젊은 훈련된 연구 대상으로 한 Herd et al. 

[44]의 연구에서는 3-4시간 후 혈중 인슐린과 혈당 수준이 12시간 금

식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결

과와 비슷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신체 건강한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24시간 식이제한 

후 저항성 운동(8RM 5 세트, 스쿼트)이 단백질 합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성장호르몬, IGF-1, 코르티솔, 테스토스테론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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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24시간 식이제한은 혈중 코르티솔의 분비와 유리지방산 농도를 증

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식이에 비해 저항성 운동 후 성장호

르몬의 분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식이제한으로 

신체 에너지 근글리코겐 감소가 단백질 합성인자인 성장호르몬의 분

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반식

이 테스토스테론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운동 처치와 식이제한의 

관련성을 설명하기는 본 연구의 운동강도, 운동량 설정이 아쉬운 점이

라 판단된다.

그러므로 추후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강도, 운동기간, 운

동량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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