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전 세계적인 비만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비만 

유병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국가검진결과 

자료를 기반으로 20세 이상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2009년부

터 2018년까지 10년간, 32.6%에서 38.5%로 18% 증가했다 

[1]. 더 큰 문제는 고도비만에 해당하는 3단계 비만(체질량지

수[body mass index, BMI] ≥35 kg/m2)의 증가폭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비만을 BMI에 따라 1단계(BMI 25.0-29.9 

kg/m2), 2단계(BMI 30-34.9 kg/m2), 3단계(BMI ≥35 kg/

m2)로 나눴을 때[2], 각 단계의 비만 유병률은 10년간 29.1%

에서 32.5%로, 3.2%에서 5.2%로, 0.3%에서 0.8%로 각각 

증가했는데, 특히 20-39세의 젊은 연령에서 증가폭이 크다 

[1].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염증반응 촉진 등을 통

해 관상동맥질환, 뇌혈관질환 등 죽상동맥경화성 질환 위험

을 높이며, 수면중무호흡증후군, 비알코올지방간질환, 담

석, 췌장염, 만성신장질환뿐만 아니라, 각종 악성 종양, 퇴

행성질환, 자가면역질환 위험을 유의하게 높인다(Figure 1) 

[3,4]. 사망위험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일반적으로 성인

에서 BMI와 사망률은 정상체중보다 과체중에서 가장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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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가 낮은 J 형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지만[5], 

젊은 연령에서는 과체중 혹은 비만에서 정상체중에 비해 사

망률이 유의하게 증가한다[4,6]. 젊은 연령의 비만이 고령의 

비만에 비해 동반 질환 및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큼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젊은 연령의 인구에서 크게 증가하

는 비만은 보건사회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으로도 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체중 감량은, 

비만치료 약제나 수술에 의한 체중 감

량 효과에 비해 그 절대적인 크기는 작

지만, 당뇨병 발병 위험을 낮추고[7,8], 

고혈압을 호전시킬 수 있다[9,10]. 대한

비만학회[2]를 비롯해 미국임상내분비

학회(American Association of Clinical 

Endocrinologists) [11], 미국심장학회

(American Heart Association) [12]에

서는 비만치료의 기본 치료로 생활습관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Figure 2) [2]. 그러나 국내에서 비만치

료를 시행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생활습관 개선을 교육하는 비율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13]. 이 논문에서는 

임상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비만치료를 

위해 추천되는 비약물적인 치료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생활습관 개선의 효과

당뇨병전단계의 비만한 사람을 대상

으로 진행되었던, Diabetes Prevention 

Program (DPP) 연구에서, 체중 감량

과 운동은 평균 2.8년의 추적관찰 기

간 동안 당뇨병 발생 위험을 대조군 대

비 58% 감소시켰는데, 이는 메트포민

(metformin) 투약군의 31%에 비해 놀

라운 효과라 할 수 있다[7]. 또한 Trials of Hypertension 

Prevention 연구[9]와 PREMIER 연구[10]는 생활습관 개

선에 의한 고혈압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과체중의 2형 당

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Look Action for Health in 

Diabetes (AHEAD) 연구에서는 생활습관 개선군이 대조군 

대비 약 7.9%의 체중 감소를 보였는데, 혈당, 고지혈증, 혈

압뿐만 아니라 단백뇨 배출이 유의하게 호전되었다[14,15].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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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reatment algorithm for the primary care of patients with obesity from 2020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Guidelines. Adapted from Kim BY, et al. J Obes Metab Syndr 2021;30:81-92, according to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2]. BMI, body mass index.

Asthma
Obstructive sleep apnea

Gastroesophageal reflux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Gall bladder disease
Pancreatitis

Chronic kidney disease

Polycystic ovarian syndrome
Infertility

Malignancy: colon, breast, 
endometrium, esophagus, 
kidney, pancreas, prostate

Stroke
Dementia 
Depression

Diabetes mellitus
Hypertension
Dyslipidemia 
Coronary heart 
disease
Heart failure

Rheumatoid arthritis
Degenerative arthritis
Gout
Deep vein thrombosis
Multiple Sclerosis
Psoriasis

Figure 1. Complications of obesity. Illustrated by th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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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대사적인 이득은 체중을 많이 뺄수록 효과가 

더 컸다[15].

약 1년간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체중 감량은 비알코올

지방간질환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 간조직검사로 진단된 비

알코올지방간염 환자 293명을 대상으로 52주간 진행한 연

구에서, 체중 감량에 비례하여 지방간염의 조직학적 개선이 

있었고, 이러한 현상은 특히 10% 이상의 체중 감량과 가장 

연관성이 높았다[16]. 그러나 이 연구에서 50% 정도의 환

자만이 체중 감량 목표치에 도달하였는데, 이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체중 감량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

다[16].

무작위배정 임상연구를 통해, 약 5% 이상의 체중 감소는,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수면중무호흡증후군, 다낭성난소

증후군, 간 내 지방축적을 호전시키며, 약 10% 이상의 체

중 감소는, 지방간염, 퇴행성 관절염, 위식도역류를 호전시

킬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11]. 따라서 현재 대한비만학회에

서는 생활습관 개선으로 5% 이상의 체중 감소 목표를 도달

하지 못했을 경우, 약물치료나 수술적인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Figure 2) [2]. 현재까지는 비

만수술을 통한 체중 감량[17] 외,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체

중 감량으로 심혈관질환 예방효과 및 사망률 개선은 입증된 

바가 없다[18].

영양요법

대한비만학회[2], 미국임상내분비학회[11], 미국심장학회

[12] 모두 비만치료를 위한 영양요법으로, 섭취 열량 감소

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있다(Table 1). 대한비만학회

의 비만진료지침에서는 하루 500-1,000 kcal의 섭취 열량 

감소가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 체중 감량

을 달성하기에 적절하다고 제시하고 있으며[2], 이는 주당 

약 0.5-1.0 kg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저

열량식 외에도 저탄수화물식, 저지방식, 고단백식 등 다양한 

식사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필수적인 영양분 섭취가 적절

해야 한다[2].

1. 저탄수화물식

저탄수화물식(low-carbohydrate diet)은 일반적으로 하

루 탄수화물 섭취를 일반적으로 60-130 g (하루 섭취 열량

의 20-45% 이하)으로 제한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초저탄

수화물식(very low-carbohydrate diet)은 탄수화물을 하루 

60 g 미만으로 제한한다[19]. 그러나 우리나라는 곡물을 주

식으로 하기 때문에[20], 탄수화물 섭취를 130 g/day로 제

한하는 경우를 초저탄수화물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2].

초저탄수화물식은 단기간의 체중 감량 효과가 커서, 저지

Table 1. Recommendations for the lifestyle intervention in the obesity management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2020 [2] American Association of Clinical 
Endocrinologists/American College of 

Endocrinology [11]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American Heart 
Association, 2013 [12]

Dietary 
intervention

•  A low-calorie diet with 500-1,000 kcal daily 
deficit.

•  Various dietary methods (low-calorie diet, low 
carb diet, low fat diet, high protein diet) can be 
selected, and nutritionally appropriate methods 
are recommended.

•  Very-low calorie diet should be implemented 
only in limited circumstances.

• Reducing total energy intake should be the main 
component of any weight-loss intervention: 
500-700 kcal daily deficit.

• Modifying macronutrient composition may be 
considered.

Any one of the following methods can be used:
• 1,200-1,500 kcal/day for women and 1,500-

1,800 kcal/d for men
• 500-750 kcal/day energy deficit; or
• Prescribe one of the evidence-based diets that 

restricts certain food types in order to create an 
energy deficit by reduced food intake.

Physical activity •  Aerobic exercise ≥150 min/wk during 3-5 
separate days a week.

•  Resistance training 2-4 times a week using large 
muscle groups.

•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high-intensity exercise and moderate-intensity 
exercise in terms of weight loss effect.

• Aerobic exercise: ≥150 min/wk of moderate 
exercise during 3-5 separate days per week.

• Resistance training: 2-3 times per week 
consisting of single-set exercises that use the 
major muscle groups.

• An increase in non-exercise and active leisure 
activity should be encouraged.

• Aerobic exercise: ≥150 min/wk (equal to ≥30 
min/day most days of the week).

• Higher levels of physical activity, (200-300 min/
wk) are recommended to maintain lost weight 
or minimize weight regain in the long term (>1 
year).

Behavior therapy •  For effective weight loss, behavior therapy for 
more than 6 months is recommended.

•  For effective weight maintenance, behavioral 
therapy for at least 1 year is recommended. 

• Behavioral therapy enhances adherence to diet 
intervention and increased physical activity.

• Behavioral therapy should be intensified if 
patients do not achieve a 2.5% weight loss in 
the first month of treatment.

• A structured behavior therapy ≥6 months (≥14 
sessions in 6 months) is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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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비해 첫 6개월 간 약 3.3-4.0 kg의 추가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19,21]. 그러나 60-130 g/day 정도의 저탄수

화물식은 체중 감량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어, 최근의 메타분

석에서 저지방식에 비해 약 1.0 kg의 추가 감량 효과가 보고

되었다[21]. 저탄수화물식의 우월한 체중 감량 효과는 장기

간 지속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2개월 이상 

장기간 유지 시 저지방식이와 비슷한 정도의 체중 감량 효

과가 있다[19].

저탄수화물식이는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혈압, 중성지방, 

혈당을 개선시키고, 고밀도지단백질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

는 대사적인 이득이 있다[21]. 그러나 초저탄수화물식이는 

저밀도지단백질 콜레스테롤 혈중 농도를 올릴 수 있어 주의

를 요한다[21].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하루 섭취 열량의 70% 이상을 탄

수화물로 섭취하는 고탄수화물식이 섭취자 비율이 2010년 

41.4%에서 2019년 25.1%로 감소했다[20]. 고탄수화물식이 

섭취자는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음을 고려할 

때[20], 체중 감량과 별도로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것은 

대사질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중요하다.

2. 저지방식

저지방식은 지방 섭취를 하루 섭취 열량의 30%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 함량이 적은 음식을 선택해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앞서 언급한 DPP 연구[7] 및 Look AHEAD 

연구에서[14,15], 저지방식은 체중 감량 효과뿐만 아니라 혈

당개선 및 고지혈증 개선 효과가 입증되었다. DPP 연구는 

약 7%의 체중 감량을 목표로 저지방식이를 시행했는데, 첫 

1년은 대조군 대비 4.3 kg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다. 열량 

제한 없이, 단순히 지방 섭취만 줄이는 저지방식의 경우, 체

중 감량 효과는 분명치 않다[19].

3. 고단백식

고단백식은 단백질의 하루 섭취량을 전체 열량의 25% 이

상, 혹은 체중 1 kg당 1.6 g 이상 섭취하는 식이 형태로, 저

지방식, 저탄수화물식에 흔히 병행된다. 단백질 섭취는 소장

에서 glucagon-like peptide 1 (GLP-1), cholecystokinin 

(CCK), peptide YY (PYY)와 같은 식욕억제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그 자극 효과는 탄수화물 섭취 시 보다 크다

[22]. 그러나 고단백 섭취 자체에 의한 체중 감량 효과에 대

해서는 논란이 있다. 같은 열량의 저지방/고단백식과 저지

방/일반 식이를 비교한 메타분석에서 평균 12주간의 체중 

감량 정도는 고단백식을 병행한 경우가 0.8 kg 정도 체중 감

량 효과가 더 컸지만[23], 1년 이상의 장기간을 비교했을 때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24]. 저지방/고단백식은 고밀도지

단백질 콜레스테롤 증가 및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가 있다

[24]. 그러나 고단백식 자체는 동물성 지방섭취를 늘릴 가능

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4. 간헐적 식이 제한

간헐적 식이 제한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1) 격일

로 자유일과 금식일을 반복하는 것(0 calorie alternate-day 

fasting), (2) 격일로 자유일과 0-40% (혹은 0-600 kcal/

day) 섭취 제한일을 반복하는 것(modified alternate-day 

fasting), (3) 1주에 1-2일 섭취 제한(0-40%, 혹은 0-600 

kcal/day)을 두는 경우, (4) 매일 12시간 이상의 섭취 제한 

기간을 두는 방법이다. 간헐적 식이 제한은 형태와 관계 없

이 일반 식이에 비해 체중 감소 효과와 저밀도지단백질 콜레

스테롤, 중성지방 감소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25]. 그러

나 지속적인 저열량식에 비해 간헐적인 식이 제한이 더 효과

적인가에 대해서는 근거가 충분치 않고[21], 장기간의 비만

치료법으로서의 효과는 분명치 않다.

운동

체중 감량에 있어서, 영양요법에 운동요법을 병행하면 체

중 감량 및 동반된 대사질환의 개선에 추가적인 이득이 있다

[26]. 여러 무작위배정 연구에서, 주당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은 약 1-3 kg 정도의 체중 감소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운동시간이나 강도가 증가하면 그 효과가 더 크다[27-33]. 

주당 150분 이내의 운동은 체중 감소 효과는 매우 적다[31]. 

그러나 운동은 체중이 빠지지 않더라도 혈압, 고지혈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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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심폐기능을 향상시키며[30,34], 미

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35]. 운동은 심혈관질

환 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데, 우리나라 공단 검진 데이

터베이스를 분석했을 때, 새로 진단 받은 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2.3년 추적관찰 기간 동안 34% 감

소시켰다[36].

또한 체중 감량 후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것을 예방한다

[37]. 5% 이상의 체중 감량을 한 폐경 전 여성, 4,558명을 

추적관찰 했을 때, 매일 30분 이상의 운동을 유지한 경우, 

체중 재증가 위험이 유의하게 낮았다[37]. DPP 연구[38] 및 

Look AHEAD 연구[39]에서도 운동량이 많을수록 체중 감소 

유지 효과가 컸다. 운동은 생활습관 개선으로 인한 체중 감

소의 유지뿐 아니라, 비만수술 후의 체중 감소 유지 효과에

도 필요하다[40].

대한비만학회에서는 현재 주당 150분 이상, 혹은 주 3-5

회 유산소운동을 영양요법과 병행해 시행할 것을 추천하고 

있으며, 주 2-4회 근력운동을 권고한다[2]. 체중 감량 시에 

흔히 동반되는 근 소실은 기초대사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체중 감량 후의 체중 재증가의 위험인자이다. 저항운동은 체

중 감량 시의 근 소실을 예방할 수 있어[41], 장기적인 체중 

유지에 중요하다[11]. 저항운동은 일반적으로 각각의 대근육

을 사용하는 운동 10-15회를 1세트로 하여, 주 2-3회 하는 

것이 추천된다[11,31]. 익숙해지면 점차 강도와 횟수를 증가

시킨다[31].

기저 질환이 있거나 심혈관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운동을 계획하기 전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운동 시작 

강도를 정해야 한다[2]. 또한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

는지 여부에 따라 운동 계획이 달라져야 한다(Table 2). 일

반적으로 유산소운동의 경우 중강도(최대산소섭취량 혹은 

예비심박수의 40-59%), 1일 30분 운동에서 시작해 고강도 

(최대산소섭취량 혹은 예비심박수의 60%), 1일 60분으로 점

진적으로 운동량을 증가시킨다. 저항운동은 최대근력(1–

repetition maximum) 60-70%에서 시작해 점차적으로 운

동 강도를 늘리는 것이 추천된다.

행동치료

행동치료는 식이 조절 및 운동요법의 순응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11]. 행동치료는 자가 모니터(체중, 식이섭취량, 

운동량), 명확하고 합리적인 체중조절 목표 설정, 교육(비

만, 영양, 운동), 대면/그룹 면담, 자극 조절, 문제 해결 전

략, 스트레스 조절, 인지행동치료, 동기 면담(motivational 

interviewing), 행동 계약(behavior contracting), 심리면담, 

사회지지기반 활용 등을 포함한다[11]. 체중조절을 위한 프

로그램으로서 적용될 수도 있지만, 비만과 관련된 식이 및 

신체활동과 관련된 습관적 행동을 변화시킬 목적으로도 활

용될 수 있어서 성공적인 비만치료를 위해 필수적이다.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위해, 첫 6개월간 주 1회 이상의 대

면 행동치료가 추천되며,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1년

Table 2. Recommendations for medical permission and initial PA intensity before starting exercise

 Absence of any cardiovascular, metabolic, 
or kidney disease, and no symptom or sign 

suggestive of these diseases

Asymptomatic individuals with cardiovascular, 
metabolic, or kidney disease

Presence of symptom or sign suggestive of 
cardiovascular, metabolic, or kidney disease

Individuals already on 
regular exercise

No need for medical permission for exercise. No need for medical permission for moderate-
intensity exercise.

Stop exercise; medical permission is required for 
exercise.

PA intensity follows the general PA guideline. PA intensity can follow the general PA guideline 
only if no change in symptom or sign within 
recent 12 months.

After medical permission, low or moderate 
intensity PA is recommended. Intensity of PA 
can be increased following the general PA 
guideline.

Individuals without 
regular exercise

No need for medical permission for exercise. Medical permission is required for exercise. Medical permission is required for exercise.

Low or moderate intensity PA is recommended. 
Can progress to high intensity PA according to 
the general PA guideline.

After medical permission, low or moderate 
intensity PA is recommended. Intensity of PA 
can be increased following the general PA 
guideline.

After medical permission, low or moderate 
intensity PA is recommended. Intensity of PA 
can be increased following the general PA 
guideline.

PA, phys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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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월 2-4회의 행동치료가 필요하다[2]. 지역사회 2년간의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행동

치료에 참여회수를 16, 32, 48회로 달리했을 때, 2년간 체

중 감소 효과는 각각 3.5%, 6.7%, 6.8% (대조군, 2.9%)였다

[42].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앱도 행동치료에 활용할 

수 있으나[43-45], 대면치료에 비해 효과는 적을 수 있다.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프로그램의 참여도와 체중 감량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참

여 당시의 체중과 초기의 체중 감량 정도이다. 참여 당시 체

중이 많을수록, 초기 체중 감량 효과가 적을수록, 장기적인 

체중 감량 효과가 적고 더 쉽게 포기한다[46]. 따라서 초기 

체중 감량 효과가 적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보다 강화된 행동치료가 필요하다[11]. 미국임상내분비학회

는 체중 감량 시도 처음 한 달 동안 체중 감량이 기저 체중 

2.5% 미만인 경우, 강화된 행동치료를 추천하고 있다[11].

결론

과거에 비해 생활습관 개선 외, 비만치료를 위한 무기는 

보다 강력해졌다. 약물의 효과는 더 커졌고[47,48], 비만수

술 방법도 점차 발전하고 있다[49,50]. Tirzepatide 15 mg

은 평균 BMI 38.0 kg/m2의 비만 환자에서 72주간 위약대비 

17.8%라는 놀라운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다[4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치료에 의한 체중 감량 효과 유지에도 영양요

법, 운동, 행동치료는 매우 중요하다[40]. 또한 영양요법 및 

운동은 체중 감량과 독립적으로 대사질환 및 심혈관질환의 

예방에 중요하다[14,15,30,34,36]. 비만한 환자의 주된 사망 

원인이 심혈관질환임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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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비만의 비약물적 치료에 관한 최신 문헌들을 일목요연

하게 정리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비

만 유병률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인구의 고

도비만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비만은 다양한 만성 대

사질환, 심뇌혈관질환, 악성종양, 사망 등과 깊은 관련이 있어 적

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나 비만의 치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

우가 많다. 이 논문은 비만치료의 근본인 생활 습관 개선의 중요

성과 효과에 대해 잘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최근 약물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좋은 결과들을 입증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생활 

습관 개선이 바탕이 되어야 유지될 수 있다. 이 논문은 다양한 영

양요법, 운동, 행동치료의 비만치료에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잘 정리해 주고 있어 임상 현장에서 비만 환자들의 교육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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