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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esity is recognized as one of risk factors of metabolic diseases and atherosclerosis and obese
population is increasing rapidly nowadays, so it is important to develop a weight management
program with relatively low-cost and effective methods. So,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weight management program including nutrition education, dietary
recommendation, behavioral modification, exercise recommendation and counseling in decreasing
obesity and relationships among obesity, anthropometry and the levels of serum leptin and lipids
in the obese premenopausal women. Thirty two obese women (BMI≥25, 20-45 year-old) were
participated in a twelve-week weight management program and their anthropometric measurement,
blood lipid and leptin levels were assessed before this program (0 week) and middle of the
program (the 6th week). And they will be assessed at the end of the program (the 12th week).
In this paper, we are going to present the results of pre-half period of this program.
As results, weight, waist and hip circumferences, suprailiac and triceps skinfold thickness, %
of body fat, lean body mass and BMI were reduced significantly at p<0.001 level after weight
management. Body fat variation (Δbody fat) was correlated in the order of Δweight
(r=0.637***),

ΔBMI (r=0.627***),

Δwaist (r=0.574**),

Δhip (r=0.533**),

Δtriceps (r=0.449*)

and ΔWHR (r=0.353*). Blood leptin level was also reduced (p<0.05) and leptin variation (Δ
leptin) was correlated with Δbody fat (r=0.511**) and Δlean body mass (r=-0.383*). Serum
triglyceride (p<0.01), HDL cholesterol (p<0.001) and free fatty acids (p<0.001) were significantly
reduced and triglyceride variation (ΔTG) was also correlated with Δweight (r=0.458**) and Δ
BMI (r=0.422*). Blood total cholesterol variation (ΔTC) was correlated with ΔHDL-C (r=0.397*),
ΔLDL-C (r=0.747***) and Δsuprailiac (r=0.357*). We concluded that this weigh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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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was effective during 6 weeks for obese women to decrease obesity and blood leptin
and lipid levels. However, the blood lipid level variations should be observed for longer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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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지 권장하고 있지 않다[13]. 오히려 행동수정[14]과

론

영양교육[15]을 통하여, 비만을 일으키는 생활습관 중
과식이나 폭식과 같은 잘못된 식생활과 운동부족으

에서 잘못된 식습관 및 섭식행동을 스스로 인식하고

로 인한 체지방의 과도한 증가는 체내에서 대사적인

반성, 수정하여 적절한 식품섭취 방법과 지식을 습득

혹은 내분비의 비정상을 일으키게 한다[1]. 건강한 폐

하며 활동량을 증가하는 습관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경이전 여성에서도 과체중인 경우에 정상체중과 비교

좀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이며 실제적인 비만 해결책이

시 혈청 중성지방 및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영양

농도는 높고 HDL콜레스테롤의 농도가 낮게 나타난다

교육과 행동수정, 운동권장에 부가하여 일상적인 식생

는 보고들도 있다[2, 3]. 또한 혈청 렙틴 (leptin)농도는

활에 적용이 가능한 영양적으로 균형있는 저열량 식단

복부비만보다는 총체지방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비

을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식

만도가 증가할수록 높은 농도를 보여준다[4∼6]. 반면,

품 및 음식을 섭취할 때에 좋은 본보기를 삼아 식사조

10% 정도 체중을 감소시키면 관상동맥질환의 발병률

절이 용이하게끔 도와주어 체중감소 효과를 좀 더 높

을 약 20%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일 수 있도록 본 체중조절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그

연구결과[7]와 함께, 체중감량시에 혈액 중의 중성지

리고, 본 체중조절 프로그램이 실제로 비만도와 혈청

방과 콜레스테롤 농도가 감소되고 지단백 (lipoprotein)

지질 농도 및 렙틴 농도에 미치는 효과를 청장년층 폐

대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

경이전 비만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검증해 보고자 하였

다[8].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렙틴은

다.

지방세포의 obese gene에서 생성 분비되는 식욕조절
인자 (satiety factor)로서[9], 체중과 체질량지수 (body

대상 및 방법

mass index), 체지방량의 증가 및 감소에 의해 영향을

1. 연구 대상자

받는다고 알려지고 있다[10].
따라서, 비만에서 보여지는 비정상적인 호르몬 양상

대상자는 서울 및 경인지역 거주민 중에서, 체질량

을 정상화시키고 대사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

2
지수가 25 kg/m 이상이며, 대사성 질환이 없고, 임신

중을 감소시키고 감소된 체중을 유지시켜야 한다. 비

및 수유중이 아닌 연령 20∼45세 사이 (청장년층)의

만치료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초저열량식사요법 (very

폐경이전 비만여성을 대상으로 잡지와 라디오 방송,

low calorie diet)은 비외과적인 방법 중에서 매우 적

PC 통신을 통하여 40일간 모집하였다. 선별된 총 수

극적인 방법으로서 저지방, 저탄수화물, 고단백을 함

는 40명이었으며, 치료 6주째까지 남은 인원은 32명이

유하며 하루에 약 800 kcal 이하의 열량을 공급하는

었다 (탈락 이유 : 임신 1명, 사고 5명, 이사 2명).

식사이다[11]. 이러한 초저열량식사요법은 저열량식사

2. 연구 방법

요법 (low calorie diet)보다 단기간에 많은 체중감소를

1) 체중조절 프로그램

일으키며[12], 절식 (fasting)의 위험과 부작용을 피할
수 있으나 장기간 적용시 안전성과 효율에 대한 논란

체중조절 프로그램은 총 12주간으로 계획되었으며,

이 많으며 가격이 비싸 고도비만이 아닌 경우에는 그

여기서는 본 프로그램의 중간평가인 6주째까지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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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에는, 집단 영양교

3) 혈액의 생화학적 분석

육을 통한 행동수정과 식사처방, 운동권장과 전화 영

프로그램 시작 전과 6주째에 12시간 금식한 후 정

양상담이 포함되어있다. 영양교육에는, 저울 및 계량

맥혈을 채취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혈청 총콜레스테

기구의 사용법 교육, 식사일기작성법, 식습관 및 식행

롤 (TC), LDL콜레스테롤 (LDL-C)과 중성지방 (trigly-

동 교정, 다이어트의 부작용과 대체방안, 비만의 원인

ceride,

과 치료, 합병증, 운동, 올바른 외식방법, 저열량 조리

7150, Hitachi Ltd., Tokyo, Japan)를 이용하여 효소법

법 등이 포함되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참 클리닠

으로 측정하였고, HDL콜레스테롤 (HDL-C)은 침전제

(Charm Clinic)과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집단

를 이용하여 침전시킨 후 상층액에서 효소법으로 측정

적으로 시행하였다. 식사처방은 개인별로 수용가능한

하였다.

정도 (개인별 활동량에 따른 일일 평균 열량 권장량

spectrophotometer (Spectronic 601, Milton-Roy Ltd.,

[16]에서 약 500∼1,000 kcal를 뺀 열량)내에서 당뇨병

USA)를 이용하여 효소비색법으로 측정하였다.

TG)은 자동분석기 (Auto-analyzer

유리지방산 (free

fatty

acids,

Hitachi

FFA)은

식사요법지침서[17]에 기초한 저열량 식단의 예를 다

혈중 렙틴 농도는 Active Human Leptin IRMA Kit

양하게 제공하였다. 또한, 일주일에 700∼1,000 kcal를

(No.DSL-23100, DSL Inc., Texas, USA)를 이용하여

소모할 수 있는 운동과 시간을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

면역방사법으로 측정하였다.

어 권장해주었다. 식사내용 및 운동 정도 확인, 식행동

4) 통계 처리

의 수정, 질의 응답 등은 집단 영양교육 후에 일주일간

모든 실험 결과는, SPSS for Windows 7.5 (SPSS

의 식사일기와 일주일에 두 번씩 환자에게 행한 개별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

적인 전화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며 평균±표준오차로 표기하였다. 영양교육을 통한 저

2) 인체계측 및 혈압측정

열량식사 전과 6주째 각 변수들의 평균 검측치간의 차

체중조절 프로그램의 시작 전과 6주째에 인체계측

이는 paired T-test를 통하여 검증하였고, p<0.05일 때

과 혈압을 측정하였다. 인체계측은 숙련된 간호사에

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았다. 또한, 각 변수들간

의해 실행되었는데,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였고, 직립

의 상관관계는 이들간의 상관분석 (Pearsons correl-

자세에서 줄자를 이용하여 허리와 엉덩이둘레를 측정

ation)으로 검증하였다.

하여 복부비만의 지표인 허리와 엉덩이 둘레비 (waist
to hip circumference ratio, WHR)를 구하였다. 체질

결

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체중÷ (신장×신장)

과

1. 일반 사항

2
(kg/m )의 공식을 이용하였고, 표준체중은 신장 (m)×

신장 (m)×21의 값을 사용하였다. 체지방량 (%body

대상자 32명의 평균 연령은 33.4±1.2세이었고, 평

fat)과 제지방량 (lean body mass, kg)은 임피던스를

균 체중은 74.8±1.5 kg, 평균 신장은 158.0±0.9 cm

이용한 체지방 분석기(Tanita, Japan)를 사용하여 측정

이었으며, 평균 체질량지수는 30.0±0.6 kg/m2 이었다.

하였다. 피부두겹집기는 상완삼두근 (triceps skinfold
thickness)과 장골윗부위 (suprailiac

skinfold

2. 인체계측과 혈압측정

thic-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대상자의 체중은

kness)에서 캘리퍼 (McGaw skinfold caliper)를 이용

체중조절 프로그램을 시행한 지 6주째에 약 3.2 kg

하여 측정하였다.
혈압은 채혈시와 동일한 시간에 10분 이상 안정상

(4.3%)정도 감량되었으며 (p<0.001), 허리둘레와 엉덩

태를 유지시킨 후 압력계로 수축기 혈압 (systolic

이둘레도 각각 2.6 cm (2.7%)와 2.7 cm (2.6%)씩 감소

blood pressure)과 확장기 혈압 (diastolic blood pre-

되었다 (p<0.001). 허리와 엉덩이 둘레비는 0.9±0.0으

ssure)을 측정하였다.

로 체중조절 프로그램 전후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 여전히 복부비만의 형태를 나타내었다. 또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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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thropometric Parameters and Blood Pressure before and after Weight
Management Program
N=32
Before (0week)

After (6th week)

Weight (kg)

74.8±1.5

71.6±1.4

0.001

Waist (cm)

94.8±1.3

92.2±1.1

0.001

Hip (cm)

p-value

103.9±0.9

101.2±0.9

0.001

Triceps (mm)

20.6±0.7

15.2±0.6

0.001

Suprailiac (mm)

25.8±1.0

20.5±0.9

0.001

0.9±0.0

0.9±0.0

NS

BMI (kg/m )

30.0±0.6

28.7±0.6

0.001

Body Fat (%)

37.4±0.6

35.7±0.7

0.001

WHR
2

Lean Body Mass (kg)

46.6±0.7

45.9±0.7

0.001

SBP (mmHg)

112.8±2.8

103.8±2.1

0.01

DBP (mmHg)

78.7±1.8

73.6±1.7

0.01

Mean±SE
NS : Value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before and after by paired t-test at p<0.05 level.

Table 2. Blood Lipids and Leptin Levels before and after Weight Management Program
N=32
Before (0 week)

After (6thweek)

p-value

Triglyceride (mg/dL)

125.8±11.4

99.0±15.3

0.01

Total Cholesterol (mg/dL)

186.4± 5.5

190.0± 5.7

NS

HDL Cholesterol (mg/dL)

50.6± 1.7

44.3± 1.4

0.001

LDL Cholesterol (mg/dL)

123.5± 5.5

117.6± 5.2

NS

Free Fatty Acids (uEq/L)

1360.3±48.6

1066.9±55.5

0.001

15.8± 1.2

12.2± 2.3

0.05

Leptin (ng/mL)

Mean±SE
NS : Value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before and after by paired t-test at p<0.05 level.

완삼두근두께와 장골윗부분피부두께 역시 각각 유의

mmHg (6.5%)씩 감소 (p<0.01)하였으나, 체중조절 전

적으로 5.4 mm (26.3%)와 5.3 mm (20.5%)씩 크게 감

후에 모두 정상범위에 속하였다.

소하였다 (p<0.001). 체질량지수와 체지방량 (%)도 유

3. 혈액의 생화학적 분석

2
의하게 감소 (p<0.001)하여 각각 1.3 kg/m (4.3%)과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혈중 렙틴 농도는 체

1.7% (4.6%) 정도 줄어 비만상태에서 체중과잉상태로
호전되었으며, 제지방체중 역시 0.7 kg (1.5%) 정도 유

중감량 이후에 3.6 ng/mL (22.8%) 감소하여 체중조절

의하게 감소하였다 (p<0.001).

전과 비교하여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p<0.05). 혈

혈압은 체중조절 프로그램 이후에 유의하게 변화하

액중의 중성지방과 HDL콜레스테롤, 유리지방산은 체

여 수축기혈압은 9.0 mmHg (8.0%), 확장기혈압은 5.1

중조절 프로그램 6주째에 각각 26.8 mg/dL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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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ΔAdiposity and Other Significant Δ
Anthropometric Measurements
ΔWeight

ΔBody

ΔBody Fat

0.637

**

ΔBMI

0.994

**

ΔWHR
ΔWeight
ΔWaist

0.621

**

ΔHip

0.692

**

ΔTriceps
ΔLean Body Mass
* : p<0.05,

0.567

** : p<0.01,

Fat ΔBMI

0.627

***

0.353

*

ΔWHR

0.627

***

0.637

***

0.994

***

0.574

**

0.618

***

0.533

**

0.686

***

0.449

*

**

0.572

0.353

*

0.886

**

0.440

*

**

*** : p<0.001

6.3 mg/dL (1.2%), 293.4 uEq/L (21.6%)씩 유의하게

쉽고 오차가 적은 WHR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18],

감소하였다 (p<0.001). 반대로, 총콜레스테롤은 체중조

WHR 변화량 (ΔWHR)이 Δbody fat (r=0.353*), Δ

절이후에 3.6 mg/dL (1.9%)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waist (r=0.886**) 및 Δtriceps (r=0.440*)와도 유의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고, LDL콜레스테롤은 5.9 mg/dL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다른 인체계측치와는 달

(4.8%) 감소하였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리 WHR은 체중조절 프로그램을 시행한 지 6주째에도

아니었다.

감소하지 않아 여전히 복부비만의 형태를 나타내었는
데[19], 이는 체중조절 프로그램 이후에 허리와 엉덩이

고

둘레가 모두 비슷한 비율로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찰

보이며, 문수재 등[20]과 김복순 등[21]도 이와 유사한

1. 인체계측치의 변화

결과를 나타내었다.

체중조절 프로그램 이후에 유의한 체중감소가 일어

그러나 전반적으로 체중조절 프로그램 이후에 체중

났는데 이와 같은 체중 변화량 (Δweight)과 다른 변수

및 체지방, 체질량지수 등이 초기값의 약 4.3%이상 감

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ΔBMI (r=0.994**), Δ

소하였고, 초기체중의 5∼10%정도 경미한 체중감량을

hip (r=0.692**),

Δwaist

하면 근육소모량을 줄이면서 혈압, 혈청지질, 혈당과

(r=0.621**) 및 Δlean body mass (r=0.567**)와 강한

Δbody

fat (r=0.637**),

인슐린저항성을 개선시키기에 충분하다는 Evans DJ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3). 이는 체중감

등[22]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에 본 체중조절 프

소가 체지방량 (%) 및 제지방질량의 감소에 의해 영향

로그램이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을 받으며,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감소량이 체중감

2. 혈청 렙틴 농도의 변화

량정도를 추측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
는 결과이다. 또한 체지방 변화량 (Δbody fat)은 Δ
weight(r=0.637***),

Δwaist

leptin)은 Δbody fat (r=0.511**)과 양의 상관관계를

Δtriceps (r=0.449*)

나타내었고 Δlean body mass (r=-0.383*)와는 음의

및 ΔWHR (r=0.353*)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므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혈중 렙틴 농도는

체지방량이 감소할수록 체중과 비만도가 감소하며 복

열량제한시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는데[23], 체중이 초

부비만의 척도인 ΔWHR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체중의 7% 미만 감소된 경우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체지방의 분포를 잘 나타내는 것으로서 비교적 측정이

Havel PJ 등[24]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r=0.574**),

ΔBMI (r=0.627***),

Table 4에서 보여주듯이, 혈중 렙틴의 변화량(Δ

Δhip (r=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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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ΔLeptin and Other Significant Variables
ΔBody
ΔLeptin

0.511

* : p<0.05,

Fat
**

ΔLean Body
-0.383

Table 5. Pearsons Correlation
with ΔBlood Lipids
Significant Variables

Mass

ΔTG

*

** : p<0.01

ΔTC

ΔHDL-C

0.397

*

ΔLDL-C

0.747

***

0.357

*

ΔWeight

초기체중의 4.3%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렙틴 농도

Coefficients
and Other

0.458

**

ΔSuprailiac
ΔBMI

0.422

*

는 22.8%나 감소 (p<0.05)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Table 2). 이는 체지방량 (%)이 초기값의 4.6%나 유

* : p<0.05,

** : p<0.01,

*** : p<0.001

의적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제지방체중 (kg)은 비록
유의적이긴 하지만 체지방량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낮

였으나, 아직 정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본 체중

은 감소율 (1.5%)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들의 운동 권장량은 일주
일에 700∼1,000 kcal를 소모할 수 있는 정도였으며

3. 혈청 지질 농도의 변화

개인에 따라 더 많은 열량을 소모하는 경우도 자주 있

혈액 지질 중에서 총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

었지만, 여기서는 정확한 운동량과의 상관관계는 살펴

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변화를 보였는데, 특히 중

보지 않았으므로 유리지방산의 농도가 감소한 것에 대

성지방과 유리지방산은 각각 초기값의 21.3%와

한 뚜렷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체

21.6%씩 크게 감소하였다 (Table 2). 혈중 중성지방의

중조절 프로그램의 후반부까지 끝낸 이후의 결과들과

경우,

함께 혈중 유리지방산 농도의 변화를 좀 더 고찰하고

열량제한으로

체중이

감소되는

경우에

lipoprotein lipase 활성이 50∼80% 정도 감소되어 중

다른 변수들과의 관련성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성지방의 합성이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는데[25], 본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에 관해서는, 체중감소시에

연구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줌과 동시에 혈중 중성지방

HMG-CoA reductase의 활성도가 감소하고 간에서 콜

ΔBMI

레스테롤의 합성이 방해를 받으며 담즙을 통한 콜레스

(r=0.422*)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5).

테롤의 배설이 증가하여 혈중 총콜레스테롤의 농도가

변화량 (ΔTG)이

Δweight (r=0.458**)

및

혈중 유리지방산의 농도 역시 유의하게 감소하였는

감소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나[8,25], 본 연구에서는 유

데, 체중감소로 인해 인슐린저항성이 감소하고 인슐린

의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총콜레스테롤 농도가 약간

민감도는 증가함으로써 hormone-sensitive lipase의 활

증가하였으며 HDL콜레스테롤 (p<0.001)과 LDL콜레

성을 떨어뜨려 지방세포로부터의 유리지방산 방출이

스테롤은 감소하는 경향을 띠었다. 또한, 총콜레스테

감소되고 따라서 간으로 유입되는 유리지방산의 양이

롤 농도의 변화량 (ΔTC)은 ΔHDL-C (r=0.397*) 및

감소되어 중성지방의 합성도 줄어들게 된다는 Frayn

ΔLDL-C (r=0.747***)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KN[2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특히 ΔLDL-C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HDL

체중감소와 더불어 체지방량도 급격히 감소한 점을 고

콜레스테롤은, 체중감소와 더불어 감소된 경우[8,28]

려할 때에 혈중 유리지방산의 감소는 단순히 인슐린과

와 증가된 경우[29,30]가 함께 보고되고 있으며, 본 연

의 관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인자들에 의한 영향을 동

구에서는 HDL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이 함께

시에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Bengt S 등[27]은 신체운

감소하는 경향을 띠었고 유리지방산과 LDL콜레스테

동에 의해 근육이 수축됨에 따라 유리지방산이 근육내

롤을 제외한 다른 혈중 지질 농도는 체중조절 전후에

로 들어와 산화되는 비율이 증가한다고 하여 운동량

모두 정상범위에 속한 상태였므로 동맥경화를 유발하

증가에 따른 혈중 유리지방산의 소모율 증가를 시사하

는 위험요인이 체중조절 이전보다 더 증가하였다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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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체중조절에 따른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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