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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비만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적극적인 홍보는 결과적으로 일반인에게 체중이 감소

하면 무조건 좋은 것, 체중이 증가하면 무조건 나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분법적 경향성을 가져오게 하

다. 여기에 최근 서구 사회가 가지는 여성의 미적 기

준에 대한 변화 즉, 마름에 대한 선호 및 체중 조절

을 자신에 대한 조절이나 성공을 나타내 주는 표시로 

간주하는 경향1)은 체중 감소에 대한 무조건적인 선호

나 동경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물론 비만한 사람

에 있어 적절한 체중 감소가 비만의 각종 합병증의 

위험을 줄여 주고 비만으로 인한 평균 사망률을 낮추

어 여명기간을 늘여 준다는 보고2,3)가 있고 비만한 사

람에서 체중의 적절한 감소는 신체적인 건강과 함께 

자존심의 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심리 사회적 효과를 

가져다준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아직 논란의 요지

는 있지만 비만한 사람에 있어 체중 감소의 노력이 

과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고
4)
 체

중 감소를 포함하는 체중의 변화가 여명기간을 늘려 

주기보다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5-8)도 

있으며 단기간의 빠른 체중 감소는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하여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이 보고9)되면서 현재 

일반화되어 있는 체중 감소가 무조건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경우 여성의 약 40%, 남성의 약 24%가 

어떤 방법이든 다이어트를 시행하거나 시행한 경험이 

있다고 하고 이들의 약 반이 실제적으로는 비만하거나 

과체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이 쪘다고 믿고 

있어 다이어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4) 특히 이러한 

체중 및 신체형에 대한 관심이 10대 이하로 점차 내려가 

이상 식사 태도를 보이는 군이 8세나 9세와 같은 어린 

나이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10)는 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비롯한 체중 감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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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및 당뇨병에 각각 위험요인이고 다양한 내과적, 심리적 장애와 연관이 있는 질병이다. 

체중감소는 비만한 사람들에 있어 이런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들 병발 질환을 호전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호전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매우 적었던 

편이었다. 더욱이 비만한 사람에서 체중감소가 이환율과 사망률을 낮춘다는 믿음도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역학 연구들이 체중변동이나 체중감소를 경험한 사람들이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던 사람들보다 생존기간이 

짧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도적으로 체중을 줄인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에서 체중이 다시 증가하고 이들 

중 일부에서는 다이어트와 체중 재증가를 반복하게 되거나 식사장애로 발전될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소견들은 

체중감소에 대한 현재 우리의 태도나 믿음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적인 이유와 체중감소가 건강에 좋다는 믿음에 체중감소는 좋은 것이고 체중증가나 유지는 나쁜 것이라는 이분법적 

생각이 우세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체중감소를 시도하도록 만들고 이에 따라 체중감소로 인해 생긴 

신체적, 사회심리적인 문제들이 공중보건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체중조절의 노력은 

체중감소로 가져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주로 체중감소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에 저자들은 

체중감소 및 체중조절에 대한 좀더 균형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제까지의 체중감소의 신체적, 사회 심리적 결과와 

체중감소가 이환율과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헌들을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다양한 체중감소 방법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고찰을 시도하였고 어떤 것이 체중조절에 대한 적절한 접근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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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실제 비만의 신체적인 합병증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상부 체형(upper body type) 비만은 여성에 비해 남성에 

흔하기 때문에 체중 조절은 남성에서 더 필요한데도 불

구하고 실제로는 여성에서 더 흔하다는 사실11)은 다이어

트를 비롯한 체중 감소가 실제적인 신체적 건강의 호전

과는 무관하게 사회적인 압력이나 미적인 이유에 의해 

지나치게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이러한 체중 감소가 여명이나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향에 더해 이 문제가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와

도 연관이 있고12) 이것이 식사 장애의 중요한 직접적인 

선행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13) 이로 인한 여러 문제가 

사회적 생활과 삶의 질에도 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

하면 체중 감소가 가지는 득과 실을 따져 이것이 공중 

보건에 미치는 향을 객관적으로 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의 경우 전통적으로 살이 찌

는 것이나 비만을 부나 너그러움, 여유로움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왔지만 빠른 경제적 발전과 함께 

이루어진 서구 문화의 도입과 비만이 가지는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인식의 확대 등은 비만에 대한 전통적인 관

점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더불어 미적인 기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기존 문화와 서구 문화의 도입에 따른 

갈등 및 기존의 가족 체계의 변화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도 체중이나 신체적인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다. 실제적으로 최근 들어 다이어트 식품의 범람, 다이어

트나 체중 조절 시술소의 급증, 미인대회나 모델의 서구

화, 선전에 서구 유명 배우나 모델의 등장 및 많은 병원

에서의 비만 클리닉의 개설 등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증거

가 되어 준다.14) 또한 이러한 변화가 접한 연관이 있다

고 알려진 식사 장애에 대한 최근 역학 조사 결과들
14-17)
도 

체중 감소의 문제가 선진 외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에

서도 중요한 공중 보건 문제로 등장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반인들 대부분이 체

중조절에 대한 개념은 체중감량에만 맞추어져 있어 체

중감량이 필요치 않는 정상 체중의 범위의 사람들도 체

중감량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인 반면 체중감량의 장단

기 득과 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저자는 체중 감소에 대한 그간의 연구 문헌을 검토하여 

체중 감소가 가져다 줄 수 있는 득과 실을 조명하여 이

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본 논고를 시도하려 한다. 

체중 감소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신체적인 득과 실

  비만이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과 기타 다른 신체

적인 질병과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위험 요인

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비만한 사람에 있

어 체중의 감소는 이들에 대한 위험도를 감소시키고 병

발된 질병을 호전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 비록 많은 

비만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상적인 체중에 도달하기 위

하여 다이어트 등을 통해 체중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하지만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5∼10%의 체중 감소로도 

신체적으로나 실리적으로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8)
 특히 이렇게 줄인 체중을 2∼5년 정도 

유지하 을 때는 상기의 위험도를 상당히 줄여 주고 건

강상에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체중 감소가 건

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비만한 사

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비만하지 않은 사람

이나 경도의 과체중이 있는 사람에서의 체중 감소 효과

는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자료가 없다. 대부

분의 체중 감소 노력이 체중의 재증가로 귀결되고 이것

이 체중의 잦은 변화로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

만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체중 감소가 가지는 의미를 재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체중 감소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득은 이와 반대로 체중 감소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와

의 균형을 잘 고려하여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

야 할 것이다.

    1. 체중 감소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긍정적 효과 

  1) 당뇨병: 비만은 인슐린에 대한 저항을 높이고 이것

은 순환 인슐린 수치의 증가19)와 포도당 산화 능력과 저

장 능력의 감소로 보여진다.
20-22)

 당뇨병이 함께 병발한 

비만 환자에서는 인슐린 저항성 증가나 인슐린 분비 장

애가 동반된다.23) 비만한 사람에서는 정상인보다 인슐린 

치가 증가되어 있어도 간의 포도당 생성이 증가되어 있

고 인슐린 매개 포도당 흡수(insulin-mediate glucose uptake)

는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포도당 내성(glucose 

tolerance)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은 고혈당증이 나타나

게 된다.9) 체중이 감소하면 인슐린의 민감도가 증가하고 

islet세포에서의 인슐린 분비가 호전되며 간에서의 포도

당 생성이 감소하고 포도당의 사용이 증가하게 된다.
24)

 

저칼로리 식사를 하면 고혈당 군에서나 정상혈당 군에

서 모두 혈당의 감소를 가져온다.23-27)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환자에서는 체중 감소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거나 

일일 1,200∼1,550 Cal의 일반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 프

로그램28,29)이나 일일 300-800Cal의 초저열량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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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y low calorie diet: VLCD)를 시작한지 수 일 안에 혈당

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25-27,30) 더욱이 이러한 변화

는 신체적인 구성(body composition)의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일어난다.
26)

 따라서 이러한 초기에 혈당이 감소하

는 효과는 체중 감소보다는 칼로리 섭취의 저하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도 체중 감소가 유지

되면 인슐린의 민감도가 호전되고,
31-33)

 혈당치가 호전되

는데 이것은 당화 혈색소의 수치 저하로 나타난다.33) 비

만과 당뇨병이 동반된 사람에서 처음 체중에서 10∼20%

를 감소시켜 1∼3년을 유지하면 비록 나중에 어느 정도 

체중이 재증가된다고 하여도 혈당을 크게 호전시킨다고 

알려져 있다.34) 비만한 사람이나 당뇨병 환자에서 이렇

게 혈당이 저하되면서 모든 경구 항혈당 약물을 투여 받

던 환자들은 모두 약을 끊을 수 있었고 인슐린을 맞던 

환자의 82%가 약을 중단할 수 있었다는 보고들35,36)은 체

중 감소가 당뇨병 자체를 호전시키는 이점뿐만 아니라 

약물 투여를 줄이게 함으로써 약물 투여로 인해 올 수 

있는 문제들을 없애주는 건강 증진 효과를 가지고 있음

을 보여준다.

  2) 고혈압: 과체중의 사람들에서 체중 감소는 혈압의 

저하를 가져다준다.37) Kannel 등38)은 이상적인 체중을 기

준으로 할 때 30∼82% (평균 67.2%)가 높은 사람들에서 

10∼30%의 체중 감소가 이완기 혈압을 15 mmHg 감소

시키는 단기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MacMahon 등
39)
은 비만한 사람에서 체중감소가 고혈압제

제 사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없이 유의한 혈압

강하 효과를 가져오고, 이런 효과는 대략 체중이 1kg감

소하는 데 비례하여 수축기 혈압은 2 mmHg, 이완기 혈

압이 1.5 mmHg 씩 떨어진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비만

한 고혈압 환자의 치료에 있어 체중 감소는 중요한 치료

적인 목표가 된다.
40)

 또한 체중감소는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서 고혈압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

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41)

  3) 지질이상혈증(dyslipidemia): 비만은 혈청 중성지

방(triglyceride)치의 상승을 가져오고,42) 고 도 지단백 콜

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치의 

저하를 가져온다.
43,44)

 전체적인 콜레스테롤 치나 저 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 

C) 치는 정상이거나45) 증가되어 있다.46) 그러나 통상적으

로 저 도 콜레스테롤 치 대 고 도 콜레스테롤 치의 비

의 증가되어 있어 동맥경화증에 대한 위험도가 증가되

어 있다.42,47) 그런데 중등도의 체중 감소로도 심혈관 질

환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혈청 중성지방, 저 도 지단

백 콜레스테롤, 집 저 도 지단백 입자(dense LDL 

particles), apolipoprotine B (apo B), pattern B, 고 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프

라스미노젠 활성 억제제 1(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 

1, PAI-1), 포도당대 인슐린 비 그리고 인슐린저항성에 

대한 항상성모델평가(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HOMA index) 소견을 호전시키고 혈장 

에스트로겐 치를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34) 비만한 

사람에서 중성지방의 증가는 간으로 자유 지방산의 유

입을 증가시켜 같이 존재하는 인슐린 고혈증과 함께 간

에서의 초저 도 지단백질의 지나친 합성을 일으킨다.48) 

체중이 감소되면 간으로의 자유 지방산 유입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고인슐린혈증도 호전되어 초저 도 지단백

질의 합성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더해 체중 감소는 지방

조직에서 지단백질 지방 분해 효소(lipoprotein lipase)의 활

동을 증가시켜 중성지방의 분해를 증진시켜49) 결과적으

로 초저 도 지단백 양상에 호전을 가져오게 한다. 또한 

체중 감소는 5∼10%의 적은 정도에서도 고 도 지단백

질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준다.50-52)

  4) 폐기능: 비만은 경도에서부터 심한 정도까지의 호

흡기 기능장애를 유발한다.
53)

 비만이 심해지면 산소 포

화도가 저하되어54) 비만-과호흡 증후군과 수면 무호흡증

을 야기한다.54,55) 이러한 환자들은 체중 감소로 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56,57)

 비만한 사람에서는 환기-관류

(ventilation-perfusion)의 장애도 흔히 일어난다.58) 이러한 

변화는 저산소성 폐혈관 수축을 유도하여 폐동맥압을 

높일 수 있다.
59)
 이 결과 심한 비만 환자에서는 심부전증

(heart failure)이 일어날 수 있다.60) 이러한 상태 또한 체중

의 감소로 호전이 될 수 있는데 호전의 정도는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가 하는 문제와 심장 자체

에 질병이 있었는가에 달려 있다.9)

  5) 기타 이점: 심한 비만 환자들은 일반적인 수술에 대

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61)
 수술 전 체중 감소는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체중의 5-10%만 줄여도 

입원 기간과 수술 후의 합병증이 감소한다는 연구 보고

들
61-63)
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요통

64)
이나, 무릎 부위의 

관절통65) 등도 비만한 사람들에게 흔한데 이것도 체중의 

감소로 호전될 수 있다. 이외에 체중감소는 비만과 연관

된 자궁내막암, 담낭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유방암, 대

장암, 직장암 및 전립선암과 같은 암발생을 막아줄 수 

있고66) 나중에 자세히 논의되겠지만 체중의 감소는 기

분, 신체상, 자존심 및 대인관계에서 호전을 가져온다. 

    2. 체중 감소가 가져다 줄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

  체중 감소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신체적인 부작용에 대

해서도 많은 보고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체중 감소의 

방법이 더 적극적일수록 체중 감소가 급격하게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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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수록 더 심한 경향을 보인다.
9)

  1) 담석 형성: 비만한 환자는 정상 체중의 사람들보다 

담석 형성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67) 이것

은 담즙에 마른 사람보다 콜레스테롤의 농도가 높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68) 비만한 사람에서는 담즙염(bile 

salt)은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데 반하여 답즙성 

콜레스테롤의 분비는 증가되어 결과적으로는 담즙이 콜

레스테롤로 과포화 상태가 되어 담석의 형성이 시작되

는 것이다. 비만한 사람들은 크기가 크지만 탄력성은 적

은 담낭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과포화 상태의 담즙이 머

무르기에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69) 여기에 더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중성지방 수치가 증가하고 따라

서 그 전에 존재하던 잠재성 담석이 증상을 일으키게 되

거나 담낭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70) 그런

데 이러한 위험성이 다이어트나 빠른 체중 감소에 의해 

더 커진다는 것이다.
68)
 즉, 체중감량을 위한 수술을 받은 

환자71)나 다이어트 환자72)에서 담석의 형성율이 높아진

다고 보고되었다. 이렇게 체중 감소로 인해 담석 형성이 

높아지는 이유로 체중 감소에 의해 콜레스테롤이나 담

즙 및 인지질이 줄어들고 담낭의 크기도 줄어들게 되나 

담즙산이나 인산에 비해 콜레스테롤 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어 콜레스테롤의 결정화가 더 높아지는 것

을 들고 있다.73) 지방을 낮게 함유한 초저열량 다이어트

의 결과 대상 환자의 약 25%에서 담석 형성이 있었다는 

보고
72)
가 있었으나 Yang 등

74)
은 같은 다이어트 시행 환

자에서 7%의 형성률을 보고하 고 Nunez 등75)은 저열량 

칼로리 다이어트를 16주간 시행하 는데 담석 형성이 

한 명도 없었다고 보고하 다. Stampfer 등
76)
은 전향적 추

적 연구에서 담낭 절제술을 받거나 제거되지 않은 담석

이 있을 상대적 위험도(체질량 지수로 보정한)가 이전 2

년 동안 체중이 4.0∼9.9 kg 범위의 감소가 있었을 때는 

1.27∼1.66이었고 10 kg 이상 체중의 감소가 있었을 때는 

1.57∼2.4이었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Maclure 등67)은 체

중 감소기간 중에 담석 형성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이건 

간에 체중 감소 후에는 체중 감소 전보다 담석 형성의 

위험도를 줄여주고 체중 감소를 실시하는 동안에는 담

석 형성에 대한 위험도가 올라가지만 체중 감소가 이루

어지고 난 뒤에는 위험도가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매일 적어도 한 끼는 14 g의 단백질과 10 g의 지방이 포

함된 식사와 일주일에 처음 체중의 2% 이하를 줄이는 

것을 12주 정도 유지시키는 것이 이러한 담석형성의 위

험도를 줄일 수 있다.48)

  2) 단백질 균형: 체중 감소는 지방분의 감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의 단백질과 수분의 소실도 동반

한다. 체중감소 시 체지방과 제지방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 건강한 비율인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체지

방 75%에 제지방 25%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체중 감

소 초기에 나타나는 이뇨기(diuresis)후에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77)

 그러나 각 개인에 따라 이 

비율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다이어트가 아주 제한적인 다이어트보다 안전하다고 간

주되고 있고 초저열량 다이어트와 같은 제한적인 다이

어트는 꼭 필요한 경우라도 단기간(12주에서 16주)만 사

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78,79) 1970년대의 생물학적 이용도

가 낮은 단백질을 함유한 초저열량 다이어트를 시행한 

결과 심한 심장 부정맥이 몇 예에서 나타난 것이 보고 

되었다.80,81) 이들 중 몇 명은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사망

하 다.
82)
 이러한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체내 제지방의 소실에 따른 심장 근육 소실을 이야기하

는 사람도 있고 전해질 이상을 원인으로 이야기하는 사

람도 있다.
4)
 최근 들어 높은 생체 이용도를 가진 단백질

을 추가한 다이어트는 이러한 심장 효과가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8,79) 그러나 일일 800 Cal 이하를 투여 받

는 사람들에게는 심전도가 필히 시행되어야 하고 어떤 

부정맥이나 QT간격의 이상(0.44 이상)은 초저열량 다이

어트에 금기가 된다.83) 만약 이 다이어트를 시행하는 동

안 상기의 징후들이 나타난 경우에는 전해질 이상에 대

한 검사와 함께 다이어트를 중단하거나 칼로리를 더 늘

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9)

  3) 수분과 전해질 장애: 체중 감소가 일어나면 특히 비

만이 더 심한 사람에서 심한 이뇨 현상이 일어난다. 비록 

초기의 이러한 이뇨 현상이 지나친 수분을 배설케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지만 수분 소실과 함께 상당한 양의 

나트륨과 칼륨이 같이 소실이 될 수 있다.84) 이러한 무기

질은 소실의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보충되어야 한다. 보

통은 일일 2∼25 g의 나트륨과 3∼4 g의 칼륨 섭취가 적

절하다. 만약 이러한 보충이 없을 경우에는 이들 무기질

의 결핍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결핍은 심장이나 다른 

조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외에도 마그네슘, 칼

슘, 인 등과 같은 무기질도 이뇨 기간 중에 소실될 수 

있어 만약 환자가 1,200 Cal 이하의 식사를 하고 있을 경

우에는 적절한 보충이 필요하다.
85)

 이 경우는 일일 350 

mg의 마그네슘과 1,200 mg의 칼슘, 800 mg의 인이 적절

하다.9) 

  4) 간기능 장애: 상당수의 비만한 사람에서 혈청 아미

노 전이효소(transaminase)의 수치가 증가되어 있다. 아마

도 이것은 간세포나 담즙도(bile canaliculi)가 압력에 의해 

눌리거나 지방간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9)
 그

런데 이러한 수치의 증가가 저열량 다이어트로 인한 지

방조직에서 간으로의 빠른 지방 유입으로 인해 지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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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더 악화가 될 수 있다.
86)

 Alkaline phosphatase도 증

가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들 간기능 이상은 체중 감소가 

지속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정상화되게 된다.9)

  5) 다른 부작용들: 체중 감소가 일어나면 혈청 뇨산의 

수치도 증가하여 1내지 2주에 최고도에 이른다.87) 이러

한 증가는 세포의 파괴 증가와 신세관에서 재흡수 시에 

뇨산과 케톤이 경쟁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어난

다.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뇨산의 증가는 내과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높게 올

라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다.
87)

 빠른 이

화 작용으로 인해 면역 활동이 약화될 수도 있어 염증이 

있거나 저열량 다이어트 중에 염증이 생긴 사람들은 더 

자유롭게 칼로리를 취할 수 있도록 늘려야만 한다.
9)
 또

한 Compston 등88)은 체중 감소가 빠른 골의 무기질 감소

를 동반하고 이러한 골 무기질의 감소는 체중의 증가와 

함께 회복이 되었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나

이들은 여성에 있어 체중감소의 장기추적 연구결과는 

체중감소가 의도적이던 아니던 간에 이들에게서 대퇴골

의 골 도의 유의한 저하를 가져와 대퇴골 골절 위험도

를 올린다는 보고89)가 있고 50세 이상의 남성에서도 

10% 이상의 체중감소가 대퇴골 골절위험도를 올린다는 

보고
90)
도 있어 체중감소가 골 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Wadstrom 등91)은 체중 감소 후

에 말초 신경에 급성 제신경(denervation)의 징후가 나타

났으나 체중 감소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12

개월 후에 회복이 되었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이들은 

경구 비타민 보조 투여가 정상적인 신경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 다. 이외에 다른 

부작용들로는 심하지는 않으나 변비, 설사, 저혈압, 추위

에 견디기 어려움이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과 같은 부

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78)

 

체중 감소와 사망률, 질병 이환율 및 여명

  체중 감소가 비만한 사람에서 비만의 여러 합병증을 

호전시킨다는 여러 보고들은 체중 감소가 비만한 사람

들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

이라는 가정을 하게 해준다. 그러나 비만한 사람에서 실

제로 체중 감소가 사망률을 낮추고 여명을 늘려 준다는 

대조 연구는 없었다. 오히려 많은 역학 연구들
5-8)
은 체중 

감소가 있었던 군보다 안정된 체중을 유지했던 군이 더 

오래 살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더욱이 체중 감소를 이루

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체중이 다시 증가하 고 

이중 일부는 체중의 증가와 반복을 반복하는 소위 yo-yo

다이어트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은 체중 감소가 사망

률과 여명에 긍정적인 향을 가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에 대해 재고를 요하게 한다. 체중의 반복을 보인 

군 또한 안정된 체중 유지 군에 비해 이환율이나 사망률

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92-94)

 그러나 이들 연

구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론상의 문제점들, 예를 들어 체

중 감소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병이나 다른 이

유에 의해 빠진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았

고, 체중 감소이전의 건강 상태나 질병 상태 및 체중 감

소와 깊은 관계가 있는 흡연이나 알코올 섭취와 같은 문

제들이 통제되지 않았으며, 비만의 정도에 따른 체중 감

소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이들 결과를 일

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되고 있다.95) 따라서 Williamson95)

은 현재의 연구 결과로는 비만한 사람에서 의도적인 체

중 감소가 해가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비만한 

사람에서 의도적인 체중 감소가 사망률이나 이환율을 

줄여 준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체중감소가 무조건 건강에 좋다는 식의 단

정적인 시각에 재고를 요하게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1. 건강과 체중 감소

  비만한 사람에 있어 체중 감소가 생명을 연장시키지

는 못해도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건강상의 호전이나 삶

의 질의 향상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

구들이 체중 감소와 사망률에만 초점을 맞추었지 이러

한 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평가하는 것은 사망률을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95) Williamson95)은 체중 감소로 인한 

사망률 증가가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과 높은 상관

을 보인다는 역학 연구 결과5,8) 는 비만한 사람들이 체중

을 감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에 견주어 보면 아이러니컬한 

소견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체중감소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96)에서 3∼4년의 기간동안 비교적 

적은 체중의 감소와 이의 유지로 유의한 혈압강하효과

를 얻을 수 있었고 고혈압의 위험도를 줄일 수 있었다

(상대적 위험도 0.35)는 보고도 있고, 심한 비만환자에서 

수술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한 2년 추적 연구결과에서도 

이들이 전통적인 치료를 받았던 대조군에 비해 고혈압, 

당뇨병 및 지질대사이상의 발생률이 유의할 정도로 적

었다는 보고
97)
도 있다. 이외에 비만하거나 당내성이 떨

어지는 소위 당뇨병에 대한 고위험도군에서 건강한 식

사와 규칙적인 중등도 운동을 중심으로 한 생활습관 변

화가 2형 당뇨병의 발생을 예방 효과를 보는 3∼4년 추

적연구98)에서도 이들이 대조군에 비해 당뇨병 발생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인슐린 민감도도 현저히 호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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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는 보고
99)
도 있어 체중감소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때 

건강에 유익한 효과가 있음을 지지하는 소견도 있다. 

  2. 체중 감소와 사망률

  이에 연관된 한 고찰 논문100)은 그 동안 이에 연관된 

연구 중 오직 한 연구2,3)만이 체중 감소가 사망률에 긍정

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보고하고 있을 뿐 다른 연구

들은 이들의 관계에 대해 어떤 군은 체중 감소가 약간의 

효과가 있으나 다른 군은 나쁜 향을 미쳤다는 보고를 

하 거나 전체적으로 나쁜 향을 미쳤다고 보고하 다

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Pamuk 등6)은 미국 성인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생 중 최고 체중의 15%가 감소한 

사람들이 5%가 감소한 사람들에 비해 사망률이 약 2배

가 된다고 보고하 다. Higgins 등5)은 Framingham 코호트

연구에서 10년간의 체중 변화가 이후 20년간의 사망률

과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 는데 남성의 경우 심혈관 질

환과 관상 동맥 질환에 의한 사망률과 전체 사망률이 체

중이 안정적이었던 사람에서보다 체중이 줄었던 사람에

서 33%에서 61% 정도 높았다고 보고하 고 여성의 경

우는 전체 사망률이 38% 정도 높았다고 보고하 다. 체

중감소가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다면 이런 결과들은 놀라운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체중감소와 사망률에 대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체중감소

가 의도적인 것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101)

 의도적인 체중감소와 사망률에 대한 

연구만 본다면 당뇨병이 있는 과체중환자에서,102) 또 35

세 이상의 과체중환자와 비만환자에서 모든 이유로 인

한 사망률을 낮추는 긍정적인 향을 준다는 보고
103)
도 

있어 체중감소와 사망률에 대한 해석에는 아직 주의를 

요한다. 

체중 감소의 심리 사회적 효과

  비만한 사람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기분, 자신감이

나 대인관계에서의 호전을 위해 체중 감소 프로그램을 

시작한다.104) 즉,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의 증가와 자

신감의 증가가 많은 사람들에서 체중 감소를 시도하려

는 동기가 된다. 그러나 체중 감소로 이러한 심리적인 

목표가 달성이 되는지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여기에 

더해 체중 감소의 실패나 체중 감소의 유지 실패가 심리

적인 기능을 호전시키기보다는 악 향을 미치는지에 대

해서도 아직 명확하지가 않다. 여기서는 체중 감소 자체

가 어떠한 사회 심리적인 효과를 가지는지 또한 체중 감

소 후에 많은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체중의 재증가는 어

떤 사회 심리적인 역할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한

다. 이후 논의할 체중 감소에 대한 사회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해석에 아직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중 하나가 비만은 다양한 군으로 이루

어진 이질적인 집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체중 감소가 

가져오는 사회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좀더 정확한 이해

를 위하여서는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치료 이전의 정신 

병리적 수준, 비만의 발병 연령이나 이병 기간, 발병 상

황이나 그 사람에 있어 비만이 가지는 의미 및 각 개인

이 가지는 인지적 요인 등이 고려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각각의 체중 감소 방법에 따라 사회 

심리적인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도 알아보아야 할 것이

고 좀더 세부적이고 특정한(specific) 사회 심리적 분야에 

대한 체중 감소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105)

 이

런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실제 체중감소 및 체중조절에 

있어 상기요소에 대한 치료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생각한다. 

    1. 체중감소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 심리적 효과

  체중 감소의 심리 사회적인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체

중 감소의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체중감소나 체중조절에 있어 심리 

사회적 효과에 대한 관심은 신체적 효과에 비해 상대적

으로 관심이 적었었다. 다이어트란 간단히 이야기하면 

먹는 음식의 양이나 내용을 조절함으로써 체중을 조절

하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체중조절을 하려는 사람들

이 대부분 체중조절을 위해 이 방법을 부분적이든 전체

적이든 사용을 한다. 또 음식을 조절하는 방법이 이뇨 

작용을 가진 약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대사자체를 조

절하는 약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가장 빠른 효

과를 나타내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의 생리적인 측면만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 같다. 즉, 음식섭취를 줄이면 들

어가는 열량이 줄어들어 우리 몸에서 그동안 축적된 열

량(주로 지방)을 꺼내 쓰게 되고 그것이 체중저하를 가져

온다는 측면만을 생각한다. 다이어트는 우리 몸과 마음

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특히 다이어트의 강도가 심할

수록 이런 변화는 크다고 알려져 있다. 다이어트는 우리

가 잘 알고 있는 생리적 변화 외에 기억이나 집중, 판단

력과 같은 인지기능, 기분조절과 자극에 대한 반응과 같

은 감정기능, 성격 및 기질과 같은 부분에도 향을 줄 

수 있다.106) 의도적으로 식사조절을 해서 체중을 줄이는 

효과에 대한 유명한 연구로는 1950년도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Keys 등
107)
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일년을 걸쳐 이루어진 연

구로 원래 체중의 75%까지 줄이도록 식사를 제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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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 감정기능, 성격 및 기질의 변화를 본 연구이

다. 이 연구결과 음식제한이 이루어지고 나면 음식에 대

한 생각으로 다른 것에 집중을 하기 어렵고, 쉽게 산만해 

지며 두 가지 형태의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결과를 보 다. 어떤 경우 음식에 대한 생각은 

그냥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그 생각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집착을 하게 되는 결과를 보 다. 이

외에도 음식과 체형에 대한 자극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왜곡된 결과를 보 고 그전과는 다르게 음

식을 분류하는데 있어서도 맛있는 음식, 맛없는 음식 등

과 같은 분류가 아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음식 혹은 

허용할 수 있는 음식 등으로 달라지더라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또한 이렇게 식사제한을 한 상태에서는 음식이

나 체중과 연관된 자극에 쉽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결과도 

보 다고 보고하 다. 이런 보고 결과는 다이어트를 경

험한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음

식이나 체중의 문제가 이전과는 다른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해준

다.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우울해지고 예민해지며, 텔레

비전이나 화에서 음식에 대한 광고만 보아도 먹고 싶

은 자극에 예민해지는 현상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나타

나게 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식사제한을 한 사람들

은 감정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조그만 자극에도 

쉽게 예민해지고 감정표현도 격하게 나타내는 변화를 

보 고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극단적으로 감정

반응을 보인다는 결과와 함께 사람들이 시니컬하게 변

해 협조적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생각도 유연성이 

없어져 유머를 이해하지 못하는 변화도 보 다고 보고

하 다. 최근에 4주 동안 4일은 제한하고 3일은 마음대

로 먹게 하는 실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상

황을 주고 결과를 본 연구
108)
가 있어 흥미를 끈다. 이 연

구결과 연구를 진행한 주 내내 기분이 저하되고 집중을 

할 수 없으며, 쉽게 예민해지고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심

한 피로감을 느낀다는 결과를 보고하 다. 짧은 기간의 

다이어트도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체중감소가 가져오는 사회심리적인 

효과가 비만한 사람과 비만하지 않는 사람에서 다른가

를 직접 비교한 연구는 없다. 그러나 신체 불만족의 관점

에서의 체중조절 의미는 그것이 현재 자신의 체중이나 

체형이 실제고 어떤가에는 크게 연관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기의 결과들은 비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

람 모두에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2. 체중의 재증가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 심리적 효과

  대부분의 경우 체중감소가 체중 재증가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체중감소 뿐만 아니라 체중 재증가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 심리적 결과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 그러나 

체중의 재증가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심리적 결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에 관한 연구들은 체

중의 재증가는 거의 부정적인 심리적 효과와 연관이 있

음을 보여 주고 있다. Brownell과 Stunkard109)는 체중이 감

소되면서 우울 증상이 감소되었으나 체중이 다시 증가

하면서 우울 정도가 처음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고 보고하 다. Wadden 등110)은 초저열량 다이어트 치료

와 행동요법을 병행한 환자에서 체중 감소와 함께 우울 

척도 점수가 의미 있게 호전이 되었으나 3년 후 추적조

사에서 대부분 체중이 증가하 고 우울 척도 점수는 치

료 시작 전의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보고하 고 초저열

량 다이어트 치료만 받은 군은 치료 기간과 추적 시에 

모두에서 우울 척도의 점수에 호전을 볼 수 없었다고 보

고하 다. 이들은 체중의 재증가가 외모에 대한 만족도, 

자존심, 자신감, 행복감 및 신체적 건강에 가장 부정적인 

향을 주었다고 보고하 다. Foster와 Wadden108,111)은 자

신들의 임상적인 경험에 의하면 체중 재증가는 긍정적

인 효과는 없고 거의 부정적인 효과만 있다고 이야기하

다. 환자들은 체중이 재증가를 하면 불신과 무력감을 

호소하 고 어떤 경우는 부정을 보이기도 하 는데 이

러한 부정은 좌절을 뒤로 미룰 뿐이었다고 이야기하

다. 환자들은 또한 분노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분노

는 치료자로 향하기도 하지만 자신에게도 향해 우울이

나 수치심을 가져오기도 한다고 하 다. 이들은 환자들

이 보이는 이러한 반응이 장기적인 체중 조절에 있어 당

연하고 예측되는 것임을 알려 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 체

중증가를 실패로 간주하여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

하게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자를 돕는 것이 중요하

다고 하 다. 

급격한 체중감량이 지속적인 체중조절이나 감량된 

체중유지를 어렵게 하는 이유

  감소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생리적, 

환경적 그리고 심리 및 사회적 요소들이 함께 작용을 해

서 나타난다.112,113) 체중이 감소되면서 우리 몸에서 열 생

산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 몸은 열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

한 반응을 하게 된다.
114,115)

 이와 함께 지방세포를 증가시

키거나 지방조직에서 지단백 분해 효소활동(adipose tis-

sue lipoprotein lipase activity)을 증가시켜 다시 체중을 증가

시키려는 쪽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
116)

 여기에 더해 체중

감량이 빠를수록 전체에너지소비(total energy expenditure)

가 줄어들고 특히 이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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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기에너지소비(resting energy expenditure)가 줄어들게 

된다. 이런 변화는 같은 양의 체중저하를 이루기 위해서

는 더 많은 노력을 필요하게 만들지만 이런 변화에 대해 

모르는 일반인들은 체중저하가 자신이 노력한 만큼 이

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실패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받아들여 더 극단적인 방

법을 쓰게 된다. 여기에 현대처럼 지방이 풍부한 음식 

즉 맛있는 음식에 항상 노출되게끔 만들어진 환경은 체

중감량을 시도했던 사람들에게 음식조절을 어렵게 한

다. 제한이 이루어지면서 맛있는 음식에 대한 민감도가 

이전보다 훨씬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117,118) 물론 여기에

는 제한이 심하면 많은 경우 반동적으로 생기는 음식 섭

취에 대한 지나친 충동 즉, 폭식에 대한 위험도 한몫을 

한다. 실제로 체중감량을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억지

로 만들어진 생리적 변화와 환경변화를 유지시키는 힘

을 가지기 어렵다. 이런 변화가 급격하게 그리고 억지로 

이루어진 경우일수록 더 심하다. 게다가 일단 어느 정도 

체중감량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체중감량이 목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안의 식사조절에 가장 강력한 강화

인자 던 체중감량에 대한 목표가 약해지게 되니 유지

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119) 목표를 잃게 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했던 행동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것은 

어떤 것에든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렇게 체중유지가 어

려운데 많은 사람들은 일단 체중을 줄인 후 체중이 조금

이라도 증가하게 되면 왜 그런가라는 원인을 찾기보다

는 자신이 체중조절에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고 이런 두

려움은 금방 실패감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체중이 증

가되면 자신이 실패한 것이라고 여기고 그 실패감은 우

울감과 죄책감으로 연결되면서 체중유지노력을 포기하

게 만들고 절망적이 되어 모든 노력을 포기하게 된

다.
120,121)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외모지상주의적인 사회

적 분위기이다. 비만한 사람들에 있어 신체상에 대한 문

제는 체중의 유지나 체중의 재증가에 많은 향을 미친

다. 이들에 있어 체중이 재증가하게 되면 자신의 체형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는 신체상(body image)의 문제는 신체

적인 건강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122)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체중이 중요해지면 질수록 조절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데 있다. 체중은 자연스러운 생활의 결과

로 얻을 수 있을 때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데 이들은 빨

리 그리고 많이 체중이 줄어들기를 원해 생활 바꾸기의 

느린 효과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것이다. 

각종 체중 감소 방법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

  이제까지는 체중 감소가 가져오는 득과 실을 전체적

인 수준에서 알아보았다. 여기에서는 체중 조절에 흔히 

사용되는 방법들에 있어 문제점을 간략하게 알아보려 

한다. 

    1. 다이어트

  전체적으로 칼로리 제한이 크고 체중 감소가 빠른 다

이어트 방법일수록 부작용도 심하고 그 빈도도 높은 경

향을 보인다. 초저열량 다이어트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

용으로는 심부정맥, 기초 대사율의 저하에 따른 체중의 

재증가, 담석 형성의 증가, 체단백의 소실, 탈수, 케톤산

증, 저혈당증, 저칼륨증, 뇨산증, 중요 기관의 섬유질 증

가, 빈혈, 머리카락 소실, 재섭취시의 각종 문제들, 기분

의 변화 및 기타, 변비, 설사, 두통, 구역, 피부 건조, 근육

통, 구취, 피로감, 추위에 대한 내성 감소, 월경 불순, 일

시적인 피부 반점 등이 있다.4) 따라서 이 다이어트는 꼭 

필요한 경우에 그것도 충분한 의학적 평가 후에 전문가

의 지도감독 하에서만 단기간 시도되어야 한다. 균형을 

맞춘 통상적인 중등도 열량 다이어트 등은 정상적인 상

태에서는 심각한 신체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나 이 정도의 다이어트조차도 식사 제한

을 가져와 폭식이나 식사 장애 및 다른 심리적인 문제를 

가져 올 수 있는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

도 주목해야 할 문제이다. 이외에 소위 유행하는 다이어

트들은 어떤 특정한 음식만을 섭취하여 양상의 균형

을 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다이어

트가 식사 장애나 다른 심리적인 문제의 선행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4,13)

    2. 다이어트 약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각종 중추 신경계통의 다이어트 

약품들은 주로 norepinephrine계와 serotonin계에 작용하는 

약물들로 남용의 가능성과 다양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

다. 예를 미식약품관리국(FDA)에서 단기 사용이 허용되

어 있는 phendimetrazine의 경우도 빈맥, 심계항진, 혈압상

승, 어지러움증, 불면, 진정, 두통, 발한, 홍조, 시야 흐림, 

구갈, 설사, 변비, 구역, 빈뇨, 배뇨곤란, 불안, 초조증 및 

정신병적 삽화와 같은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고, phen-

termine과 fenfluramine의 병용은 심판막 질환을 야기할 수 

있음이 보고되면서 이 약물의 사용이 사회 문제가 되어 

제약회사에서 시판된 약을 회수하는 소동이 벌어졌었

다. 이외에 미국 식약품 관리국(FDA)이 일반 판매를 승

인한 phenylpropanolamine과 같은 경우도 이 약물 복용으

로 인해 뇌졸증, 고혈압, 부정맥, 심근과 신장 손상, 경련 

발작, 두통, 신경질, 불면 및 환각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

이 야기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4) 이외에 장기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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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인정된 약물인 Xenical의 경우도 설사, 복통, 대변을 

못 참는 현상, 지방변 및 지용성 비타민 결핍증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Reductil의 경우는 오심, 불면, 구

갈, 변비, 혈압증가 및 맥박증가 등이 있다.
123)

    3. 운동

  적절한 운동은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게 할 뿐만 아

니라 근육질을 만들어주고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고 

신체에 대한 만족도를 올려 주며 기분의 호전과 자신감

의 상승과 같은 심리적인 효과도 가져다준다. 적절하고 

규칙적인 운동은 체중 증가를 예방하거나 비만한 사람

에서 체중 감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특히 식사 장애의 경우, 지나친 운동이 문제가 

되고 이러한 운동에 대한 집착은 신체적인 문제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정도로 강박적인 양상을 띠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상적이며 증등도인 운동 프로

그램조차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Michigan Health 

Council은 다음과 같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 운동이 해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점검해 내고 운동 중에도 이상 반응

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4) 

즉, 운동이 해가 될 수 있는 경우로는 1)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협심증 혹은 부정맥이나 심전도 장애가 있는 경

우, 2) 지난 3개월 안에 심장 질환이나 혈관 장애로 투약

을 받은 경우, 3) 급성 염증성 질환을 가진 경우, 4) 신경 

근육 장애, 근 골격계나 정형외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

어 걷는 것이 불편하거나 위험스러운 경우, 5) 신장, 간 

및 기타 내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 6) 안정 시 수축기 혈

압이 160 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100 mmHg 

이상인 경우, 7) 이미 의학적으로 운동을 하지 말라고 권

고 받은 경우, 8) 어떤 경우건 운동이 해가 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다.4) 

    4. 제거 행동

  체중 감소를 위하여 먹은 음식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

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자기유도 구토와 ipecac과 같은 

구토제를 사용하는 방법과 설사제, 이뇨제 사용 등이 있

다. 이들의 사용은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을 비롯하여 다

양한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

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이

들 방법은 청소년들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체중 감소 

방법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4) 이외에도 당뇨병

의 환자의 경우 체중 조절을 목적으로 자신이 투여 받고 

있는 약물의 양을 고의로 줄이거나 투여하지 않는 방법

을 제거 행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당뇨를 

악화시키거나 치료를 어렵게 하고 장기적인 당뇨 합병

증의 발병률이 더 높다는 보고가 있다.124)

    5. 수술

  미국의 경우에는 연간 약 15,000건의 체중 감소를 위

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4) 그간 수술의 방법

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의 발병율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흔히 사용되고 있는 수술 방

법인 Roux-en-Y gastric bypass나 vertical banded gastropalsty 

및 이 둘의 혼합술과 같은 수술로 1∼5%의 사망률, 비장

손상, 폐 및 심장 문제, 절개 부위 염증, 연결 부위의 누

출 및 복강 내 폐혈증과 같은 부작용이 수술 직후 일어

날 수 있다. 이 중 심각한 부작용은 흔하지 않으나 상처 

부위 문제가 흔한데 Shikora 등1251)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0.008%, 상처 부위 문제가 23%의 환자에서 생겼다고 보

고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장기적인 합병증으로는 빈혈, 

비타민이나 무기질 결핍, 탈수, 지속적인 구토 및 dump-

ing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합병증은 비교적 

쉽게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외에 수술 

후 5년 이상의 장기 추적 결과 많은 환자에서 체중이 재

증가되었다는 보고4)와 수술로 체중 감소의 효과는 있으

나 이상 식사행동이나 정신과적인 문제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는 보고126)가 있어 이 수술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

과 합병증 및 체중의 재증가률 등을 고려할 때 선택에 

신중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4)
 

    6. 기타 방법

  상기 방법 이외에도 각종 도구를 이용하여 체중을 감

소시키는 방법도 신체적으로 해를 줄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Gut Buster와 같은 기구는 스프링을 유지하는 부분

이 깨어져 사용자에게 해를 줄 수 있어 미 연방 통상 위

원회에서 문제가 되었고 플라스틱 랩을 이용한 방법이

나 운동 중 플라스틱 옷을 입는 방법이나 지나치게 사우

나를 하는 것과 같은 방법들은 탈수와 열사병을 일으킬 

수 있다.4) 

체중 조절에 대한 적절한 접근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비만에 의한 합병증이 강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팽배해 있으며 일반인

에게조차 마른 것이 미적인 기준이 되고 성취와 조절의 

증거가 되어 주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체중에 대

해 접근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

게 된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의 일부로 1992년에 

미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기술 평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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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27)
의 회의 결과 의도적인 체중 감소와 조절에 대한 방

법(methods for voluntary weight loss and control)이라는 보고

서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려 한다. 이 보고서는 1. 얼마나 

많은 미국인이 어떤 방법으로 체중 감소를 시도하고 있

는가? 2. 그러한 체중 조절 방법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

두고 있으며 어떤 요인이 성공을 돕거나 방해하는가? 3. 

체중 감소로 인한 장단기 이점과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

는가? 4. 각 개인이 체중 감소를 시도하려 할 때 어떤 방

법을 선택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인가? 5. 체

중 감소와 조절에 대한 연구에 있어 향후 방향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와 같은 체중 감소와 연관된 기본적인 

질문 5개에 대한 토의 결과를 정리하여 놓은 것이다. 여

기서는 네 번째 문제에 대한 토의 결과를 중심으로 소개

하려 한다. 이 보고서의 핵심적 내용을 우선 간략히 소개

하면 미국인의 1/4-1/3이 과체중이며 어떤 시점에서이건 

간에 미국 여성의 약 40%, 남성의 24%에서 체중 감소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다이어트, 운

동, 행동요법, 약물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다양한 체중 감소 방법에 

의해 평균 10% 정도의 체중 감소 효과를 거두나 1년 안

에 1/3∼2/3가 체중이 다시 증가하며 5년 안에는 거의 대

부분에서 체중이 다시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

서 비만한 사람에서 체중 조절의 문제는 일생을 지속하

는 장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비만하지 않은 젊은 여성에서 체중 감소는 다양한 부정

적인 신체적, 심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 체중감소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국민 건강 문제에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116) 이 보고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체중 감소 및 조절의 기본 원칙은 생활 방식, 행동 습관 

및 식사 습관에 있어 일생에 걸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

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각 개인에 있어 이러한 변

화가 도움이 될 것인가는 체중 감소에 의한 득실과 체중 

증가나 유지로 인한 득실을 따져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고 권고하고 있다. 

    1. 누구에게 체중 조절이나 감소가 필요한가?

  이 보고서는 체중이 건강한 범위를 넘어서서(건강 체

중의 정의는 나이와 성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 보고서는 미국 중년 성인의 경우 신체 질량 지수

(kg/m2)가 19∼27범위를 이야기하고 있다) 신체적인 합병

증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는 경우나 현재 비만의 신체

적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에서는 체중 감소가 

요구된다고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건강 체중의 범위

에서 최상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의 체중 증가

를 예방하기 위해 체중 조절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다

고 보고하여 체중 감소나 조절이 필요한 사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전문가의 감독이 없는 

체중 조절에 금기가 되는 사람들로 심한 비만 환자, 임신

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 아동, 65세 이상의 노인, 체중 

감소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의학적 질병이 있는 사람

들을 들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식사 장애나 다른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전문가가 체중 감소를 시작하기 

전에 꼭 점검해야 하며 의학적인 위험도가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절히 훈련받은 의사를 포함한 전문가들의 

팀에 의한 다양한 접근이 체중 감소 기간 내내 이루어 

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 일일 800 Cal 이하의 

초저열량 다이어트는 그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 때문에 

의학적인 감독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

고 있다. 건강의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 즉, 미적인 이유

에서 외모의 호전이나 안녕감의 증진을 위해 체중을 감

소시키려는 건강 체중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체중 감소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이며 이로 인한 신체적인 합

병증과 심리적인 합병증이 어떤 것인가를 꼭 알려 주어

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

에는 본고에서도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체중조절

의 문제에는 저 양 상태로 인한 문제, 식사 장애의 발

병 가능성, 체중의 변동으로 인한 각종 문제, 체중 조절

의 반복적인 실패로 인한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의 초래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2. 체중 감소의 목표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이 보고서는 일단 체중 감소를 시작한 경우에는, 체중 

감소의 목적은 자신이 성취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정

도를 목표로 놓는 것이 체중 감소를 성취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화시켜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목

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잘 구조화되어 있고 의학적으로 

감독을 받는 프로그램조차도 중간 탈락률이 아주 높으

며 프로그램을 끝낸 사람들조차도 체중 감소가 원래 체

중의 10%를 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체중 감소의 속도는 일반

적으로 일주일에 0.5 Kg 이하가 적절하며 이러한 체중 

감소 프로그램 종료 후에 식사 습관이나 생활 습관에 

구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1내지 

5년 안에 체중의 재증가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체

중 감소를 시도하려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목표를 잡

고 이러한 목표를 적절한 기간 안에 이루고 오랜 기간에 

걸려 유지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을 예방

하게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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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방송이나 광고에서 

이야기하는 체중이나 체형에 도달하는 것이 적절하거나 

합리적이며 도달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이런 인식은 목표 체중에 도달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의지가 없다거나 성격상의 결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체중 조절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또 다른 고려 요소

들로는 각개인의 체중에 대한 과거력, 친족들의 체중, 이

전의 체중 감소 노력의 결과 및 각 개인의 심리적인 상

태들이 있고 이러한 요인들이 체중 조절의 목표 설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3. 어떤 체중 조절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체중 조절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우선 고려할 점은 각 

개인이 가지는 음식에 대한 선호도, 체중 감소 프로그램

에 참여에 대한 욕구, 가정이나 직장 혹은 주위에서의 

지지 정도 등이 있다. 이외에도 시간, 비용, 교통, 특히 

체중 감소를 시도하는 사람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일 경

우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식사 습관을 조화시킬 수 있

는 능력 등이 포함이 된다. 이 보고서는 체중 감소 방법

이나 프로그램을 평가하는데 있어 몇몇의 성공 예나 광

고에 미혹되지 말고 그 프로그램의 성공율에 다음과 같

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꼭 확인할 것을 권고하

고 있다. 즉, 1) 시작한 사람 중 그 프로그램을 끝낸 사람

의 비율; 2) 그 프로그램을 끝낸 사람 중 다양한 정도의 

체중 감소를 이룬 사람들의 비율. 예를 들어 체중 감소가 

5 Kg 이하인 경우가 프로그램을 끝낸 사람의 몇 %, 체중 

감소가 5∼7.5 Kg인 경우가 몇 % 등과 같은 정보; 3) 체

중 감소가 1년, 2년 및 5년까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가 

하는 정보; 4) 다양한 종류나 정도의 신체적, 심리적 부

작용이 참여자의 어느 정도에서 일어났는가 하는 정보 

등이 그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보들이 일반 다이

어트 프로그램이나 방법에 제공이 되고 있지 않음을 지

적하면서 이러한 정보는 병원이나 개인 의원에서 시행

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서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하

고 있다. 이외에 그 프로그램의 특징을 알기 위해 얻어야 

할 정보로는 1) 다이어트와 운동 및 행동 요법의 비율; 

2) 상담의 양이나 종류(개인 면담 및 집단의 경우 구성원

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더 성공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3) 의학적, 양학적, 심리적, 생리적 및 운동 등과 같이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

하는 점; 4) 재발이 위험성이 높은 감정적인 상황이나 사

회적 상황에 대한 재발 방지 훈련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

는 점; 5) 유지기 동안의 프로그램과 그 기간; 6) 음식 선

택에 대한 허용 정도, 제공되고 먹을 수 있는 음식 종류

가 자신이 맞는가의 여부 및 체중 목표가 일정하게 정해

지는지 아니면 프로그램 운 자와 협조 하에 정해지는 

지와 같은 정보들이 포함된다. 이 보고서는 성공적인 체

중 감소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감소된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

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전문가와 정기적인 만남을 가

지는 것이 필요하다. 성공을 위해서는 각 개인들이 체중

을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 즉, 식사 습관이

나 생활 방식의 변화에 대해 배우고 적응을 해야 한다. 

따라서 각 개인의 체중 감소 방법의 선택은 단순히 체중 

감소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고 좀더 나은 건강을 성취

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일반적인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

야 한다. 즉, 건강한 식사(전체 칼로리 섭취가 줄더라도 

각 양소에 대해서는 균형을 맞춘)와 규칙적인 운동이 

건강 유지와 체중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보고

서는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히 단기간의 체중 

감소에만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은 장기적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으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사람들에게 실

패감만 가져다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아무런 제재도 없이 각종 다이어트 식품과 체중 감소 방

법들이 범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대해 많은 고

려점을 시사해 준다. 

결      론

  상기의 문제들 이외에도 체중 감소와 직접적으로 연

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론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

이 다이어트로 인한 식사 제한이 각종 식사 장애의 직접

적인 선행 요인이나 질병 유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

실13)은 다이어트가 실제로는 정상적인 체중을 가진 젊은 

여성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무분별한 

체중감소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체중 감소가 장기적인 

추적의 결과 많은 경우에서 체중의 재증가를 가져오고 

이들 중 많은 율에서 체중의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

실과 이러한 체중 변동이 또 다른 신체적, 심리 사회적, 

정신과적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체중 감소에 대

한 더욱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특히 정상 체중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중등도 과체중 범위에 있는 사람에서

는 체중 감소는 득보다는 오히려 많은 실을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이들에서는 건강한 식생활과 적절하고 규

칙적인 운동, 적절한 스트레스 조절 등으로 비만을 방지

하고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고 심한 비만인의 경우라도 체중 감소를 위한 노력은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전문가의 

평가와 도움을 받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체중 감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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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건강에 대한 이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적절하고

도 성취 가능한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체중조절에 대한 문제는 체중

증가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사

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체중감소를 시도하고 있는 현

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체중 감소로 인한 문

제가 공중 보건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체중 감소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역학 조사와 함께 이들의 효과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들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함께 

신체상에 대한 적절한 교육, 비만에 대한 잘못된 인

식의 교정 및 범람하는 각종 다이어트 식품과 다이어

트 방법에 대한 적절한 제한 등도 강구되어야 할 것

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국민 건강에 관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체중조절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우선적으

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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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esity is an independent risk factor for cardiovas-

cular disease, hypertension, and diabetes and is assoc-

iated with several other medical and psychological 

disorders. Weight loss is known to reduce these risks 

and to improve or resolve these cormorbid disorders 

and it is generally assumed that weight loss will 

improve the health of large people. But there is little 

research to support this. And no randomized con-

trolled trials have been published to demonstrate that 

intentional weight loss in the obese actually reduces 

morbidity or increases longevity. In fact, the large 

majority of published epidemiological studies show 

that persons who experience a net loss of weight over 

time have shorter life spans than those whose body 

weights remain relatively stable. In addition, many 

persons who have intentionally lost weight report that 

they ultimately gain back some or all of the weight 

they originally lost. For some persons, this pattern of 

weight loss followed by regain will be repeated over 

many years of dieting and be exposed to the risk for 

eating disorder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our cur-

rent attitude or assume about weight loss should be 

challenged or reevaluated. With a culturally deter-

mined esthetical ideal and well-documented salutary 

effects of intentional weight loss on physiological risk 

factors, dichotomous thinking pattern about weight 

loss that weight loss is good one but weight gain 

even weight maintenance above normal is bad one 

has been prevailing. Therefore, intentional weight loss 

has been prevalent and intentional weight loss and it's 

related physical and psychosocial problems may be-

come one of the most common health related issue in 

Korea. However, the efforts for weight control have 

been mainly focused on the weight loss rather than 

weight maintenance without serious consideration 

about long-term consequences of weight loss. To pro-

vide more balanced informations for weight loss and 

weight control, the authors reviewed the literatures 

concerning physical and psychosocial effects of weight 

loss, and effects of weight loss on morbidity and mor-

tality. And we also reviewed the literatures about 

possible problems that may be resulted by various 

methods of weight control and discussed what is 

more appropriate approaches to the weight control.  

(J Korean Acad Fam Med 2004;25:72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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