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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배경: 최근의 비만 인구의 증가와 체중 조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식사 대용식의 사용
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들이 실제적인 효과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이 많이 보고되
고 있고, 무분별한 사용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손실이 초래되고 있음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
문은 비만 여성에 대한 식사 대용식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국내에서 시판되는 식사 대용식의 효능
과 안전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대중 매체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자원한 여성들 중 체질량 지수 25 kg/m2 이상의 2
5∼35세의 여성 54명을 선별하여 6주간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참여한 54명을 2군으로 분류하여 식
사 대용식 사용군 (A군)은 식사 대용식을 아침과 저녁 식사에 사용하였고 대조군 (B군)의 경우는 식
사와 운동에 대한 교육만을 시행하였다. 모든 연구 대상자에 대해서 초기 방문과 3주 째, 그리고 6주
째에 신체 계측 치들과 체 성분, 그리고 대사 적인 변수들을 측정하고 6주간의 식사일기를 분석
하였다.
결과: 54명의 연구 대상자 중 42명이 6주간의 연구 기간을 마쳤고 그 중 식사 일기의 분석이 가
능한 35명을 최종 대상자로 하였다. 6주의 연구 동안 A군은 1042.61±179.73 kcal/day를 섭취하였고
B군은 1313.49±308.07 kcal/day를 섭취하여 두 군간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신체 계측치와 체 성분에 미치는 영향은 A군에서 체중 (-3.84±1.97 kg), 체지방률 (-1.42±2.20%),
허리 둘레, 둔부 둘레에서 의미 있는 감소를 보였고, B군에서는 체중 (-3.39±2.25 kg), 허리 둘레, 둔
부 둘레에서 의미 있는 감소를 보였다. A군에서는 수축기, 이완기 혈압, LDL 콜레스테롤에서 의미
있는 감소를 보였고, B군에서는 수축기 혈압,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에서 의미 있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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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다.
양군간의 체중과 체지방률의 변화량의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결론: 이 결과는 한국의 성인 여성에서 6주 동안 하루 2번의 식사 대용식을 사용할 때, 섭취량을
줄이고 체중과 체지방률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방법임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대조군과의 비교를 위해
서는 좀 더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하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중심단어: 식사 대용식

서

사용 중단 후에 감소된 체중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론

느끼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품들
비만은 심혈관계 질환, 2형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손실이

골관절염 그리고 여러 가지 악성 종양 등의 만성 질환

초래되고 있으며 근거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판매가

1∼3)

의 발생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하

지만 비만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
4)

이뤄지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이 현실이다17).
이에 성분 및 규격 면에서 적절하고 장기간 사용시

만의 유병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의 국내 통계 자

안전하고 효과적인 식사 대용식이 필요한 현 상황에서

료에서도 성인 4명 중 1명이 체질량 지수 25 이상의

본 논문은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시판되는

5)

비만인으로 보고되었다 .

식사 대용식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식사 대용식이

그에 따라 체중 조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비

섭취량에 미치는 영향과 대상자의 대사 적인 변수와

만 치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렇지

체형, 체지방 등에 대한 제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만 비만은 에너지의 과다한 섭취 또는 소모량의 감소

알아보아 비만 치료에 있어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로 여분의 에너지가 체내에 축적되는 것이므로 비만을
치료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상 및 방법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생활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1. 연구 대상

6)
있다 .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과정 중에 식사요법으로

저열량 균형식을 꾸준히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대중 매체 및 인터넷 관련 다이어트 사이트를 통하

하지만, 실제로 이를 따르는 것은 쉽지는 않기에 식사

여 자원한 체질량 지수 25이상의 25세에서 35세의 여

7∼15)

대용식의 사용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성을 모집하여 과거력에 대한 설문 및 면담을 통해 동

.

국내에서도 식사 대용식을 포함한 많은 다이어트 식

반된 만성 질환이 있거나 6개월 이내에 다이어트의 경

품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내 다이어트 식품

력이 있는 대상자를 제외한 54명을 대상자로 하였다.

시장도 급속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한 보고에서

선정시 체중 및 신장을 직접 측정하였고 초기 검사를

는 다이어트 식품 시장의 규모가 지난해 2000억원, 올

시행하는 날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공복 상태에서

해 3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상가격으로 수입

신체 계측 치와 체성분에 대한 측정을 시행하고 혈액

승인된 체중 조절 식품이 최근 2년 사이 무려 110배나

검사를 통해 대사 적인 변수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였다.

16)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다 .

2. 연구 방법

이렇게 다양한 다이어트 식품들이 시판되고 있지만
이러한 제품들이 효과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이 많
이 보고되고 있고, 사용 기간 동안에 각종 부작용이 보
고되고 있으며 사용 기간 중에 중도 탈락률이 높거나

본 연구는 2002년 3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6주간
시행되었다.
참여한 54명을 체질량 지수에 따라 2:1 짝짓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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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A, B군)으로 나누었다. A군의 경우는 식사 대용

완기로 구분하여 각기 기재되었다. 이는 진료 시 동시

식(170 kcal)을 아침과 저녁 식사의 대용으로 사용하게

에 이루어졌다.

하였고 점심 식사의 경우에는 약 500 kcal 정도의 가

일일 섭취 열량과 영양소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매일

벼운 한식 위주의 식사를 권유하였다. 1주일에 한 번

식사 일기를 기록하게 하였고 매주 점검을 받도록 하였다.

씩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와 약 15분간의 상담을 받도

3. 통계 분석

록 하였고 상담 후 식사 대용식은 병원에서 1주일 단
위로 무료로 배부하였다. B군의 경우 식사 대용식을

초기 방문에서 얻어진 변수와 체중 및 체형에 관한

사용하지 않고 식사와 운동 및 생활에 대한 교육을 1

자료에 대하여 양군에 대한 특성상의 차이를 알기 위

주일에 한 번 영양 상담실을 방문하여 영양사 위주의

해 independent t-test를 사용하였다. 각 군별 측정 항

팀에서 1시간씩 교육을 시행하였다. 양 군 모두에서

목에 대한 변화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paired t-test

식사 일기 작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1주일에 한 번 병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군의 변화량에 대한 비

원과 상담실 방문 시 점검을 받도록 하였다. 운동은 양

교는 independent t-test를 사용하였다. 이상의 통계 분

군 모두에서 걷기, 수영, 에어로빅 등의 유산소 운동을

석은 Windows용 SPSS 통계 Package (Version 11.0)

1주일에 3회 이상, 1회 시 약 300 kcal가 소비될 정도

를 사용하였으며, 신뢰도에 대한 검증 구간은 95% 이

의 운동을 권유하였다.

내로 정하여 분석되었다.

추적 검사는 초기 방문과 3주 째, 6주 째에 적어도

결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로 체중 및 신장, 혈압, 체성분,
혈액 검사를 통한 대사 적인 변수의 측정을 시행하였

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다. 신장과 체중을 잴 때 똑바로 선 상태로 가벼운 상,
하의를 착용한 후 신장은 0.1 cm, 체중은 0.1 kg 이내

54명의 대상자 중 A군은 35명, B군은 19명이었고

로 측정하여 수치를 기재하였다. 체지방의 분석 방법

대상자의 초기 특성은 Table 1과 같았고 양군간의 초

은 단극 주파수를 기초로 전기 전도를 이용한 BIA

기 특성은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Table 1).

(USA, Vanilla)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체형에 대

2. 중도 탈락률의 비교

한 비교는 허리와 둔부의 둘레, 양측 허벅지의 둘레를
줄자를 사용하여 동일한 연구자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54명의 대상자 중 A군에서 6명, B군에서 6명이 중

이외에도 캘리퍼스를 사용하여 양측 이두박근, 삼두박

도에서 탈락했으며 식사일기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분

근 그리고 양측 견갑골하부 (Scapular) 피부주름 두께

석이 가능하지 않은 A군의 7명과 섭취한 열량이 너무

를 측정하였다. 혈액 검사 는 적어도 10시간 이상의

많았거나 적었던 A군에서 3명과 B군에서 4명을 최종

공복 상태로 채혈하여 혈중 지질 (총 콜레스테롤, HDL

적으로 제외하여 분석이 가능한 최종 대상자는 A군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갑상선 자극

19명, B군 9명이었다. 중도 탈락율은 Table 2와 같다.

호르몬 (Thyroid Stimulating Hormone), 공복 혈당

3. 일일 평균 섭취 열량의 비교

(Fasting Blood Sugar), 유리 지방산 (Free Fatty
Acids), 혈중 Leptin 외에 일반적인 혈액 검사로

중도 탈락한 12명과 식사 일기의 분석이 가능하지

Albumin, Globulin, 일반 혈액 검사 (혈색소 및 헤마토

않은 7명을 제외한 A군 22명과 B군 13명의 일일 평

크리트 및 적혈구 및 백혈구 수) 및 AST, ALT 등의

균 섭취 열량을 비교하였을 때, A군은 1042.61±179.73

간 기능 검사, BUN/Creatinine, 소변 검사 등이 실시

kcal/day를 섭취하였고 B군은 1313.49±308.07 kcal/day

되었다. 혈압의 측정은 동일한 연구자에 의해서 안정

를 섭취하여 두 군간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Digital 방식의 자동 혈압계를

있었다 (p = 0.002).

사용하여, 최고의 혈압을 수축기로 최저의 상태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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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Age (year)
2
BMI (kg/m )
Body weight (kg)
Body fat (%)
Waist circumference (cm)
Hip circumference (cm)
W/H ratio
Rt. thigh circumference (cm)
Lt. thigh circumference (cm)
Rt. biceps skinfold thickness (mm)
Lt. biceps skinfold thickness (mm)
Rt. triceps skinfold thickness (mm)
Lt. triceps skinfold thickness (mm)
Rt. scapular skinfold thickness (mm)
Lt. scapular skinfold thickness (mm)

Group A

Group B

35
30.04±3.49
28.79±4.40
71.33±11.35
35.29±4.51
84.58±10.31
100.09±6.20
0.85±0.08
59.35±4.39
59.00±4.23
15.11±4.51
15.17±4.23
26.49±5.22
26.86±5.70
26.57±6.66
26.46±6.74

19
29.91±2.61
28.22±2.62
71.09±8.48
34.96±3.53
84.58±8.24
100.61±5.23
0.84±0.06
59.93±4.21
59.66±4.21
15.53±4.91
14.84±4.22
26.47±4.89
26.80±5.43
25.96±6.42
26.11±6.39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baseline values between the two groups, mean ± SD

Table 2. The Comparison of Drop Out Rate

Initial subject
Drop out
Non-compliance
Drop out rate

Group A

Group B

35
6
10
45.7%

19
6
4
52.6%

다. 혈중 글로불린은 A군에서만, 총 콜레스테롤은 B군
에서만 의미 있는 감소 소견을 보였고 갑상선 자극 호
르몬은 A군에서만 의미 있는 감소 소견이었으며 헤모
글로빈은 B군에서만 의미 있는 감소 소견을 보였다
(Table 3, 4).
체중과 체지방률의 변화량을 비교하였을 때는 양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체중과 체지방률, 신체 계측 치와 대사 적
인 변수의 변화
체중은 양 군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감소
를 보였지만 체지방률은 A군에서만 의미 있는 감소를
보였다. 측정한 신체 계측치는 양 군 모두에서 초기 치
에 비해 6주 째에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다.
대사적인 변수의 비교에서는 공복시 혈당과 혈중 알

5. 식사 일기의 분석
일일 섭취량을 한국인 1일 권장량과 비교하였을 때,
A군이 비타민 A, 비타민 B1, 철분 섭취는 성인 여성
1일 권장량 이상으로 섭취하였고 비타민 B2, 칼슘은 1
일 권장량에 약간 미치지 못했으나 B군보다 더 많이
섭취했다. 비타민 C, 나이아신, 인은 권장량에 미치지
못했고 B군보다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었다 (Table 5).

부민, AST/ALT, 고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유리

고

지방산, 백혈구 수는 A군, B군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찰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고, BUN과 Cr은 양군에서 통

과체중과 비만은 많은 만성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승 소견을 보였으며 LDL 콜레

있으나 이러한 과체중과 비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스테롤에서는 양 군에서 의미 있는 감소 소견을 보였

체중의 5% 정도의 체중 감량을 하고 그 감량된 체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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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Variable Changes Comparing Baseline, week 3, and Week 6(1)
Variables

Group A (n=24)
Baseline

Week 3

Body weight (kg)
71.00(9.40)
Body fat (%)
36.10(3.75)
Fat body weight (kg)
25.82(5.75)
Lean body weight (kg)
45.18(4.28)
Waist circumference (cm) 83.58(6.52)
Hip circumference (cm)
100.67(5.70)
Rt. thigh
circumference (cm)
59.54(4.65)
Lt. thigh
59.02(4.56)
circumference (cm)
Rt. triceps skinfold
27.65(4.76)
thickness (mm)
Lt. triceps skinfold
27.71(5.73)
thickness (mm)
Rt. biceps skinfold
15.24(4.87)
thickness (mm)
Lt. biceps skinfold
15.41(4.53)
thickness (mm)
Rt. scapular skinfold
26.88(5.00)
thickness (mm)
Lt. scapular skinfold
26.35(5.36)
thickness (mm)

Group B (n=9)
Week 6

Baseline

‡

67.17(8.78)
34.68(4.42)†
23.51(5.78)‡
43.66(3.99)‡
‡
80.10(7.16)
‡
97.43(5.42)

‡

Week 3

Week 6

‡

70.97(9.27)
33.93(3.71)
24.22(5.41)
46.74(4.62)
81.82(8.86)
100.43(5.25)

69.27(8.94)
67.68(8.88)‡
‡
36.21(3.35)
33.56(3.77)
22.86(5.22)
25.04(5.09)
44.22(4.56)‡ 44.82(4.32)‡
79.69(8.07) 78.23(8.12)‡
‡
97.28(5.51)
98.50(5.27)

57.92(4.43)

‡

60.09(3.61)

59.57(3.82)

58.12(4.57)‡

57.71(4.37)‡

59.63(3.73)

58.88(3.71)†

58.24(3.90)†

25.53(5.25)‡

23.88(5.09)‡

24.89(4.57)

22.22(3.90)‡

21.33(3.81)‡

23.88(5.09)

‡

25.11(4.40)

22.56(4.13)

14.06(3.73)†

13.76(3.56)‡

13.56(3.57)

12.33(2.74)†

11.44(2.51)†

14.18(3.75)‡

13.76(3.56)‡

13.22(3.56)

12.56(2.83)

11.44(2.51)†

25.12(4.94)‡

24.41(5.06)‡

23.56(5.20)

22.22(5.14)

24.41(5.06)

23.67(4.72)

22.22(4.97)†

21.22(5.04)‡

68.50(8.91)
36.97(4.06)
25.51(5.65)
42.99(4.16)‡
‡
81.44(6.94)
‡
98.68(5.77)
58.45(4.67)

25.47(5.67)

25.24(5.31)

‡

‡

‡

24.29(5.00)

†

†

‡

†

59.00(4.03)

‡

21.56(3.91)

Mean (SD)
Significant difference within group A, group B at week 3 or week 6 (†p<0.05, ‡p<0.01)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 A and B in changes of all variables

유지한다면 건강 유지에 많은 이득이 있다는 것은 최
18∼20)

법은 초저열량식 (Very low-calorie diets, VLCD), 저

. 그래서

열량식 (Low-calorie diets, LCD), 식사 대용식 (Meal

The Institute of Medicine of the National Academy

replacements)으로 구분되며 그 중 식사 대용식 (meal

of Sciences에서는 ‘성공적인 체중 감량’을 초기 체중

replacements)은 하루 1끼 이상의 식사를 대체할 수

의 5%이상의 체중 감량과 그렇게 감량된 체중을 최소

있도록 조제된 제품으로 200∼400 kcal의 열량을 포

근의 보고를 통해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21)

한 1년을 유지한 것으로 정의했다 . 그렇지만 과체중
과 비만인에서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체중 감량
에 성공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
함하고 있다 .

기존의 식사 대용식에 대한 외국의 연구 결과를 보
면 여러 연구에서 식사 대용식이 전통적인 저열량 일

체중 감량과 감량된 체중의 유지를 위해서는 생활습

반식 (reduced-calorie diet regimen)에 비해서 단기간

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생활습관을 개선

의 체중 감량에도 더 효과적일 뿐 아니라 장기간의 유

하는 과정에서 열량 섭취를 줄이기 위해 식사조절을

지 요법에서도 효과적인 방법임을 보고하였으며 식욕

하는 과정이 쉽지 않으므로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상업

억제제를 사용하면서 전통적인 행동 수정 치료를 한

용 조제식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조제식의 사용 방

군과의 비교에서도 식사 대용식 사용군은 동등한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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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ariable Changes Comparing Baseline, Week 3, and Week 6(2)
Group A (n=24)

Variables

Baseline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Fasting blood
glucose (mg/dL)
Albumin (g/dL)
Globulin (g/dL)
BUN (mg/dL)
Cr (mg/dL)
AST
ALT
Total cholesterol (mg/dL)
HDL cholesterol (mg/dL)
LDL cholesterol (mg/dL)
Triglyceride (mg/dL)
Free fatty acid
Leptin
TSH
Hemoglobin

Week 3

Group B (n=9)
Week 6

†

123.41(15.19) 117.12(13.54)

Baseline
‡

Week 3

Week 6

110.12(7.98)

120.22(9.92) 118.11(9.08) 111.44(5.83)†

78.53(13.01)

77.00(8.43)

72.76(7.08)†

74.44(8.41)

71.00(5.61)

70.56(5.05)

76.18(9.88)

84.18(12.17)

71.65(12.94)

76.89(12.27) 81.75(23.40)

72.67(10.21)

4.57(0.25)
4.77(0.46)
4.58(0.27)
4.51(0.25)
4.57(0.20)
2.91(0.33)
2.80(0.18)
2.76(0.21)
2.74(0.35)‡
2.88(0.35)
‡
11.61(1.98)
12.38(2.61) 11.63(2.53)†
3.58(2.52)†
9.88(2.15)
0.58(0.05)
0.63(0.09)
0.65(0.09)‡
0.88(0.11)‡
0.68(0.09)
23.82(11.68) 24.06(9.88)
20.12(4.54) 26.67(23.32) 20.13(8.32)
18.65(17.06) 18.47(11.76)
14.67(6.93) 13.88(4.19)
15.12(7.70)
196.29(35.18) 176.00(22.74)‡ 183.53(21.67) 190.00(21.77) 182.13(10.33)
50.88(10.25) 47.82(10.32) 55.06(11.45) 51.78(8.20) 47.75(7.25)
125.21(29.02) 109.08(20.02)† 110.18(20.86)† 120.20(19.7) 114.73(8.00)
101.00(35.40) 95.47(50.47) 91.47(31.86) 90.11(30.46) 98.25(35.76)
708.7(233.1) 938.9(352.0)† 921.0(345.1) 653.9(330.77) 790.6(254.4)
‡
14.42(6.48)
9.61(5.12)
10.13(5.05)
‡
†
1.94(0.85)
1.42(0.89)
1.37(1.04)
1.75(0.63)
2.28(1.27)
12.64(0.80)
12.49(1.55)
2.56(1.10)
12.59(0.55) 12.36(0.86)

4.51(0.23)
2.74(0.24)
†
15.44(2.35)
‡
0.94(0.09)
20.44(4.80)
14.89(7.62)
†
174.89(18.6)
56.00(8.57)
†
102.20(19.72)
83.44(27.63)
784.0(281.5)
7.93(3.90)
1.30(0.73)
‡
12.27(0.42)

Mean (SD)
Significant difference within group A, group B at week 3 or week 6 (†p<0.05, ‡p<0.01)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 A and B in changes of all variables

감량 효과를 보였다7∼15). 상업용 조제식에 대한 국내

소로 인해 식사 대용식의 사용 중단 후 체중의 재증가

의 연구는 외국의 연구에 비해 장기간에 걸친 연구는

도 쉽게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없지만 단기간의 조제식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는

그렇지만 초기의 체중 감량의 속도가 장기간의 체중

저열량식 사용군과 식사 대용식의 사용군이 약물 사용

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Toubro와 Astrup의 연구

군과 대조군에 비해 체중 감량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를 보면 초저열량식 (VLCD)을 사용한 군과 일반식을

23∼25)

보고되어 있다

.

사용한 군을 나누어 같은 정도의 체중 감량을 시킨 후

이러한 결과는 식사 대용식을 사용하면 일반식을 사

1년 간의 유지 요법을 시행하였을 때, 일반식을 사용

용할 때보다 더욱 체계적인 식사 계획을 유지할 수 있

한 군보다 초저열량식을 사용한 군이 통계적으로 의미

26,27)

. 그밖에도 단기간

있는 차이는 아니었지만 더 많은 추가의 체중 감량이

의 빠른 체중 감소로 인하여 생긴 식사 대용식 자체에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적어도 초기의 빠른 체중 감량

대한 신뢰가 장기간의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대한 환

이 장기간의 체중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28)

자의 순응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 그렇지만 식

29)
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그 외의 다른 무작위

사 대용식의 사용으로 음식 선택에 대한 제한이 생기

대조군 연구에서도 조제식을 사용한 초기의 많은 양의

게 되고 이것으로 인한 중도 탈락률도 비교적 높은 것

체중 감소가 체중 재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

11)

으로 보고되었으며 , 초기의 빠른 속도의 체중의 감

22)
는다고 보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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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Comparison of Daily Nutrient Intake
Nutrient per day
Energy (kcal)
Protein (g, %)
Fat (g, %)
Carbohydrate (g, %)
Vitamin A (ug RE)
Vitamin B1 (mg)
Vitamin B2 (mg)
Niacin (mg)
Vitamin C (mg)
Calcium (mg)
Phosphorus (mg)
Iron (mg)
Cholesterol (mg)

Group A
(n=17)

Group B
(n=9)

1021.74(102.52)
41.04(4.65), 15%
23.31(4.89), 20%
171.00(14.27), 65%
940.59(104.42)
1.28(0.06)
0.92(0.24)
10.95(0.99)
64.49(17.14)
623.91(163.66)
502.56(120.75)
18.61(0.94)
116.71(50.14)

1198.99(120.91)
51.40(8.60), 17%
31.99(8.27), 24%
175.58(18.45), 59%
760.48(192.55)
0.82(0.15)
0.82(0.25)
11.26(2.45)
92.64(30.55)
457.54(128.82)
841.36(156.95)
9.15(1.57)
211.20(62.16)

RDA*
2000
55

700
1.0
1.2
13
70
700
700
16

* RDA: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

그래서 Van Gaal은 그의 저서에서 영양 교육, 행동

호사를 방문하게 한 군과 영양사 중심의 주기적인 교

수정 치료, 활동량의 증가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이 뒷

육을 한 군을 비교하였을 때, 영양사 중심의 주기적인

받침된다면 초저열량식 (VLCD)을 사용한 초기의 많

교육을 한 군이 더 많은 체중 감소가 있다고 보고하였

은 양의 체중 감소가 장기간의 결과에 더 좋은 영향을

는데 본 연구에서도 식사 대용식 사용군이 진료실에서

미친다고 결론지었다30).

비교적 짧은 상담 시간으로 인하여 충분한 교육이 시

본 연구에서는 식사 대용식 사용군에서는 6주 동안
총 3.83 kg (5.39%)의 체중 감량이 있었고 대조군에서

행되지 않아 대상자의 순응도를 충분히 높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는 3.29 kg (4.64%)의 체중 감량이 있었다. 이러한 체

그리고 중도 탈락한 대상자가 대조군에 비해 식사 대용

중 감량 정도의 차이는 양군간의 섭취량의 차이에서

식 사용군에서 적기는 했지만 비순응자 (non-compliance)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식사 대용식을 하루에 1번

를 포함하면 중도 탈락률이 45%에 이른다는 것은 문

사용한 국내의 김상만 등의 연구에서는 6개월간 평균

제로 제시되었다.

31)
4.44%의 체중 감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 이규

체지방률에서는 식사 대용식 사용군에서만 의미 있

래의 연구에서는 4주간 평균 3.32%의 체중 감소가 있

는 감소를 보인 것도 섭취한 열량이 보다 적었기 때문

24)

Ashley 등의 연구에서는 1년 간 하루에 2번

으로 보여지며 양군에서 초기에 제지방량이 감소하는

식사 대용식을 사용하여 11.5%, 3.9%의 체중 감소가

양상을 보인 것은 일일 권장량에 비해 단백질의 섭취

었으며

10)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6주라는 비

량의 부족이 있었고 이것이 초기의 단백질분해

교적 단기간 동안 식사 대용식 사용군에서 ‘성공적인

(proteolysis)로 인한 근육량의 소실이 있었던 것으로

체중 감량’에 해당하는 5% 이상의 체중 감량이 가능

생각되어진다. 그렇지만 초기 3주가 지난 후에는 계속

하였지만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되는 단백질 부족 식사에도 불구하고 제지방량은 조금

보이지 못한 것은 추적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는

씩 늘어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는 계속적

것과 추적 관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이 큰 역할

인 운동 요법과 체내의 단백질분해에 대한 적응으로

10)
을 하였으리라 생각한다. Ashley 등의 연구 에서 식

보여진다. 실제적으로 운동 요법의 병행하지 않았다면

사 대용식을 사용하면서 추적 관리 방식을 의사와 간

제지방량은 계속적인 감소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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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량 후에 체중 재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위험 인자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도 체중 감소 후에

으로 보인다.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모

Saris의 체중 감소에서 운동의 역할에 대한 meta-

34)
두에서 의미 있는 감소 소견을 보였다 . 그렇지만 국

analysis에서도 운동이 제지방량의 유지에 영향을 미

내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박유경 등의 연구에

32)
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

서는 4개월 간의 체중 감소 후의 혈중 지질 변화에서

감소된 체중을 제지방량과 체지방량의 비율로 보면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은 감소했

식사 대용식 사용군에서는 4:6의 비율로 체지방량의

지만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양

감소 정도가 많았지만 대조군에서는 6:4의 비율로 제

상을 보였고

지방량의 감소가 많았다. 식사 대용식 사용군에서 일

감소 후에 총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은 변화가

일 단백질 섭취량이 적었음에도 체지방량의 감소 비율

없었지만 중성 지방은 의미 있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

이 대조군에 비해 높았던 것도 섭취 열량이 식사 대용

36)
고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양 군 모두에서 HDL 콜레

식에서 의미 있게 적었던 결과와 운동량의 차이로 인

스테롤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었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외국의 초저열량식

지만 체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도 초기에 감소

(VLCD)을 사용한 연구에서의 제지방량과 체지방량의
30)

35)

송영득 등의 연구에서는 8주간의 체중

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비해서는 제지

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중성

방량의 감소 정도가 많아 단백질 성분이 보다 보충된

지방의 경우 감소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식사 대용식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조군

보여 주지 못한 것은 대상자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으

에서는 더욱 제지방량의 감소 비율이 높아 체중 감량

로 보인다.

감소 비율이 약 25:75였다는 보고에

시 저열량 일반식을 유지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도 단백

식사 성분 중 단백질과 일부 비타민, 무기질의 부족

질 성분이 보다 포함된 식사가 권유되어야 할 것으로

은 양 군 모두에서 나타났는데, 단기간의 연구임에도

생각된다.

대조군에서 혈중 헤모글로빈의 의미 있는 감소 소견을

혈중 지질과 혈압 등의 대사적인 변수들의 호전도
5% 정도의 체중 감소로도 건강상 이득을 얻을 수 있

로 보인다.

18

현재 시판되는 식사 대용식 중 다이어트용으로 판매

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양상을 보였다
∼20)

보인 것은 철분의 섭취량의 부족과 관련이 있을 것으

. 양 군 모두에서 LDL 콜레스테롤과 수축기 혈압

되고 있는 제품이 많은 국내의 현실 상황을 고려한다

의 의미 있는 감소 양상을 보였고 이완기 혈압에서는

면 식사 대용식의 성분에 대한 식약청의 적절한 기준

식사 대용식 사용군에서만 의미 있는 감소를 보였다.

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것은 식사 대용식 사용군에서 체중 감량의 정도가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연구 기간이 비교적 단기

더 많았기 때문이라 추정되며 단기간의 비약물적 체중

간이었다는 것과 둘째, 실제적인 임상적으로 일어날

감소에서 심혈관계 위험 인자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

수 있는 상황을 비교하기 위해서 식사 대용식 사용군

인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 대조군의 추적 관리를 식사 대용식 사용군은 병원

Dattilo 등의 체중 감소가 혈중 지질에 미치는 영향

을 방문하고 대조군의 경우 영양 상담실을 방문하게

에 대한 meta-analysis에서는 체중 감소가 총 콜레스테

한 다른 상황에서 진행하였기에 추적 관리 방식이 결

롤과 LDL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은 낮추지만 HDL

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배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콜레스테롤의 증가는 체중이 안정되는가에 달려있다

셋째는 체중 감소 후 감소된 체중의 유지기 동안의 체

고 보고하면서 안정된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는 경우에

중 재증가를 막는 식사 요법의 시도가 없었다는 것과

는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지만 체중이 감소하는

넷째, 건강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동반 질환을

33)

시기에는 H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한다고 결론지었다 .

가지고 있는 대상자에게 연구 결과를 적용하기에는 어

Sartorio의 3주간의 체중 감량 프로그램 후의 심혈관

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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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한국인의 비만 성인 여성에서 6주간의

The results are based on the 35 subjects' diet diaries.

하루 2끼의 식사 대용식의 사용은 일일 섭취량을 유의

Group A took 1042.61±179.73 kcal/day, and group B

하게 줄일 수 있었고 체중과 체지방률에서도 의미 있

took 1313.49±308.07 kcal/day for six weeks. This is

는 감소를 보였으며 심혈관 위험 인자도 개선이 있는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치료 방법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영양 상담, 행동

groups.

수정 요법, 운동 요법 등의 프로그램이 뒷받침된다면

Group A showed a significant reduction in weight

식사 대용식은 섭취량의 감소를 위해 비만 치료 초기

(-3.84±1.97 kg), the percentage of body fat (-1.42±

에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치료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2.20%), and in waist and hip circumference. Group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장기간 사용시의 안전성과 감

B also showed a significant reduction in weight

소된 체중 유지기에 체중 재증가를 막기 위한 식사 요

(-3.39±2.25 kg) and in waist and the hip circum-

법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

ference. In group A, there was a significant

인다.

reduction in the LDL cholesterol and in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In group B, there was a
significant

ABSTRACT

reduction

in

total

cholesterol,

LDL

cholesterol and in systolic blood pressure.
Background: Among the obese and those
interested in weight reduction, the use of meal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hanges of
weight and body fat between the two groups.

replacements recently has gained popularity. The

Conclusion: From these results, Korean women

efficacy and safety of meal replacements, however,

who took meal replacements twice a day for six

has been questioned. In addition, the imprudent use

weeks reduced their oral intake, weight and body fat.

of meal replacements lead to significant economic

However, long-term studies are needed to clarify the

costs. Therefore, this study will investigate the

comparison between two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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