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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만은 음식의 과잉 섭취와 불충분한 신체 활동에서 비

롯된 신체 내 에너지의 불균형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발

생하며1),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관상동맥질환 등을 포함한 

심혈관계 질환 뿐만 아니라 제 2형 당뇨, 비알콜성 지방간, 

통풍, 대사증후군 등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만성 질환의 하나이다2), 보건복지부에서 보고한 건강통계

연보에 따르면 1998년에서 2017년까지의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2017년 기준 

34.8%에 이르게 되었다3). 비만의 원인은 유전적 요인, 인

종, 연령, 식습관은 물론 수면과 같은 생활 습관까지 다양

하며, 여러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가 많다
4). 이 중 수면은 일상 생활에 있어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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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수면 부족은 비만을 포함한 제2형 

당뇨,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유병률 증가와 연관

이 있고5), 특히 비만과 수면 시간 및 수면의 질에 대한 논

의는 지속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수면 시간과 체

중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동에서 더욱 일관적이기는 하나 

성인과 아동 모두에서 짧은 수면 시간이 체중 증가 및 비

만 유병률 증가와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6)와, 수면의 지속 

시간과 질이 검사 대상에서 과체중과 비만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관찰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7). 국내 연구

에서도 사상 체질 중 태음인에서 성별과 무관하게 수면의 

질이 낮은 경우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와 허

리둘레가 큰 것으로 나타나, 수면의 질과 비만과의 연관성

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8).

비만 치료 시의 체중감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서는 남 등9)이 문헌 조사를 통해 분석하여 보고한 바 있으

나 한방 치료를 통한 체중감량 연구에서 체중감량의 영향 

요인이 보고된 수가 적었고, 특히 수면에 대해서는 강 등10)

이 보고한 것이 유일하였다. 강 등10)의 연구에서는 수면이 

체중감량의 유의한 영향 요인은 아니었으나 수면시간이나 

수면의 질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중감량을 목적으로 내원한 성인 비

만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차트 분석을 진행하여 평

소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에 대한 보다 정량적인 평가 결

과와 가미태음조위탕 투여 전후의 체중 변화 경과를 이용

해 수면시간, 수면의 질과 체중감량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9년 4월 비만 치료를 위하여 경기 소재의 

한의원에 내원하여 체중감량 프로그램을 진행한 환자 중 

다음과 같은 선정·배제 기준(Table 1)을 만족하고 태음인으

로 진단되어 3개월 간 가미태음조위탕을 복용한 성인 비만 

여성 137명에 대하여 후향적 차트 리뷰(retrospective chart 

review)로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를 여성으로 한정한 것

은, 일반적으로 여성에서 남성에 비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

고 수면 주기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11) 성별에 

따른 수면 시간, 수면의 질의 차이 자체가 커질 수 있는 가

능성이 있고, 체중감량에 있어서도 성별 간의 차이를 보이

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9). 가미태음조위탕을 처

방 받은 모든 환자는 치료 경과 확인을 위해 복약 시점으

로부터 2-4주차 및 10-12주차에 내원하도록 권장 받았으

며, 두 차례의 내원 권장 시기 중 한 번만 내원하더라도 해

당 시기의 경과 분석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 기관 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e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승

인 번호: P01-202002-21-010)되었다.

2. 연구 방법

체중감량을 위해 내원한 환자들은 체중감량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첫 내원 시에 신장, 체중 측정 및 체성분 검사

를 받았으며, 과거 체중감량 목적의 약물 복용력, 음주 습

관, 커피 섭취 습관에 대해 묻는 설문지와 피츠버그 수면 

질 지수(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에 자가 응

답하였다. 현병력과 약물 복용력에 대해서는 담당 한의사

가 문진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담당 한의사는 환자 외

형에 대한 망진, 식욕·소화·발한·구갈·대변·소변 등과 같은 

소증에 대한 문진 및 맥진을 통하여 환자의 체질을 진단하

였고, 태음인으로 진단된 환자들은 가미태음조위탕을 처방 

받았다. 이후 방문 시에는 체성분 검사를 반복 시행하여 체

중감량 경과를 평가하였다. 

1) 약물 및 투약

약물은 가미태음조위탕의 정제(tablet) 또는 연조엑스를 

이용하였으며, 1일 복용량 기준 마황 16-20g, 숙지황 8g, 

산조인 3.3g, 석창포 3.3g, 택사 2.6g, 용안육 1.3g, 황금 

1.3g, 갈근 1.3g, 고본 1.3g, 생강 4g, 의이인 8g, 건율 

1.3g, 오미자 1.3g, 맥문동 1.3g, 천문동 1.3g으로 구성되었

다. 마황의 용량은 각 환자의 체중 및 병증 변화에 따라 가

감하였으며, 모든 환자들은 처방 약물을 1일 3회로 나누어 

복용하였다.

(299)



Journal of Korean Medicine 2020;41(3)

http://dx.doi.org/10.13048/jkm.2002324

2) 체중, 체지방량 측정과 비만의 정의 

체중, 체지방량은 체성분 분석기(Inbody 370; Inbody, 

Seoul, Kore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체지방률은 체성분 

분석기에서 측정된 체중과 체지방량을 이용하여 체지방량

(kg)/체중(kg)으로 계산되어 비율(%)로 계산되었고, BMI는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몸무게(kg)/신장제곱(m2)로 계산

되었다. 비만은 아시아인을 위한 비만 기준에 따라 BMI 

25 kg/m2 이상으로 정의하였다.

3) PSQI

PSQI는 수면의 질과 장애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주관적 수면의 질, 수면 잠복

기, 수면 시간, 평소의 수면 효율, 수면 방해, 수면제 약물

의 사용, 주간 기능 장애의 7가지 항목으로 평가한다12). 각 

항목은 0-3점의 점수로 평가되어 총점은 수면에 문제가 전

혀 없는 0점에서 심각한 수면 장애를 나타내는 21점까지로 

계산된다. 

수면 시간은 PSQI에 기재한 취침 시각과 기상 시각을 

이용하여 (기상 시각 – 취침 시각)으로 계산하고,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주중 하루 평균 수면시간인 7.0시간13)을 

기준으로 7시간 이상과 7시간 미만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수면의 질은 PSQI 총점에 따라 5점 이하이면 

숙면인(good sleeper), 5점 초과이면 비숙면인(poor sleeper)

으로 구분14)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4) 음주 습관 및 커피 섭취 습관

음주 습관 및 커피 섭취 습관은 진료를 위한 자가보고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음주 습관은 4단계로 구분

하여 ‘안 마신다’, ‘주 1회 이하’, ‘주 2∼3회’, ‘주 4회 이

상’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커피 섭취 습

관은 4단계로 구분하여 ‘안 마신다’, ‘하루 1잔 이하’, ‘하

루 2-3잔’, ‘하루 4잔 이상’ 중 해당하는 것으로 선택하도

록 하였다.

3. 통계 분석

본 연구의 수집 자료 중 연속형 자료는 mean ± standard 

deviation으로 표기하였으며, 범주형 자료는 number (%)로 

표기하였다. 모든 자료는 표본 수에 따라 Kolmogorov 

-Smirnov 또는 Shapiro-wilk 검정을 통해 정규성을 확인하

였다.

Table 1.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Inclusion criteria

1. Age range of 19–59 years
2. Obesity (Body Mass Index equal to or greater than 25)
3. Administered “Gamitaeeumjowee-tang” for weight loss
4. Revisited for follow up at 2~4 weeks and/or 10~14 weeks from the first visit

Exclusion criteria

1. Heart disease (Heart failure, arrhythmia, myocardial infarction, angina pectoris, etc.), uncontrolled hypertension, past history of stroke 
or ischemic heart attack

2. Glaucoma
3. Serious neurological or psychological diseases (schizophrenia, epilepsy, alcoholics, drug addiction, anorexia, bulimia nervosa, etc.)
4. Malignant tumor, liver failure, renal failure
5. Pregnant women, breast feeding women, women with a pregnancy plan or disapproval of contraception
6. Patients taking tuberculosis drugs, asthma drugs, Monoamine Oxidase Inhibitors(MAOIs)
7. A present state of metabolic diseases that might affect body weight 

(ex. hypothyroidism, Cushing's disease, etc.)
8. Other chronic neurological or systemic disease
9. Past use of medication for weight loss in last 3 months
10. Weight loss of more than 10% of body weight in recent 6 months
11. Have surgical treatment for weight loss during the program
12. Have not taken minimal recommended amount(less than ¾) of Gamitaeeumjoweetang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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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상자의 연령·체중과 같은 신체 계측치, 음주 습

관 및 커피 섭취 습관과 수면시간 및 PSQI 총점에 대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수면시간(7시간 이상, 7시간 

미만)과 수면의 질(숙면인, 비숙면인)에 따라 전체 대상자

를 각각 두 그룹으로 나누어, 연속변수는 독립표본 t-검정

을 이용하고 비연속변수는 카이제곱검정 또는 Fisher의 정

확한 검정을 이용하여 그룹 간의 비교를 진행하였다. 전체 

대상자, 2-4주차 내원자 및 10-12주차 내원자의 일반적 특

성의 차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alysis of variance, oneway ANOVA)을 시행

하였으며, 사후분석 다중비교는 Scheffe 검증을 사용하였

다. 체중감량 프로그램 시작 전과 2-4주, 10-12주 시점의 

체중 변화는 대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고,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에 따른 그룹별 감량 체중, 감량 비율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이 

각 내원 시기의 체중감량에 미치는 영향은 단계적 다중회

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종속변수는 감량 체중이었으며, 

독립변수로는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 이외에도 체중감량과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진 변수인 연령, 초기 BMI, 초기 체

지방률, 내원 횟수를 투입하였고, 10-12주차의 분석에는 감

량 초기인 2-4주차의 감량 체중도 독립변수에 포함되었다. 

회귀분석 시 잔차(residual)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

하여 Durbin-Watson 값을 확인하여 2에 근접할수록 자기

상관이 없다고 보았고,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tolerancee),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하여 

공차한계가 0.1 이상, VIF가 10 미만일 때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모든 분석 및 통계 처리는 PASW 

Statistics 18(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value < 0.05

로 검증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Table 

2). 평균 연령은 36.03±8.53세였고, 평균 BMI는 29.47± 

3.89kg/m2이었다. 음주의 경우 주 1회 이하 음주하는 경우

가 44.5%로 가장 많았고, 커피는 하루 2-3잔을 마시는 경

Table 2. Baseline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
Mean±SD

or Number(%)
(n=137)

Sleep duration Sleep quality
≥ 7 hours

(n=86)
< 7 hours

(n=51)
p-value

Good sleeper
(n=49)

Poor sleeper
(n=88)

p-value

Age (year) 36.03±8.53 34.28±8.83 38.12±7.53 0.011 35.65±8.70 35.74±8.52 0.955
Anthropometry
   Height (cm)
  Body weight (kg)
  Body Mass Index (BMI)
  Body Fat Mass (kg)
  Percentage of Body Fat (%)

160.97±5.38
76.44±11.26
29.47±3.89
32.04±7.84
41.47±4.61

161.21±5.30
76.12±10.73
29.27±3.76
31.85±7.65
41.41±4.78

160.57±5.54
76.98±12.19
29.81±4.12
32.35±8.21
41.53±4.34

0.503
0.668
0.436
0.718
0.855

160.31±5.99
73.99±8.73
28.81±3.34
30.67±6.66
41.10±4.85

161.34±5.00
77.80±12.28
29.84±4.14
32.80±8.56
41.67±4.48

0.283
0.057
0.137
0.128
0.489

Alcohol
  No
  ≤1 time/week
  2-3 times/week
  ≥4 times/week

37 (27.0)
61 (44.5)
33 (24.1)

6 (4.4)

21 (24.4)
38 (44.2)
22 (25.6)

5 (5.8)

16 (31.4)
23 (45.1)
11 (21.6)

1 (2.0)

0.643 14 (28.6)
20 (40.8)
11 (22.4)

4 (8.2)

23 (26.1)
41 (46.6)
22 (25.0)

2 (2.3)

0.423

Coffee
  No
  ≤1 cup/day
  2-3 cups/day
  ≥4 cups/day

16 (11.7)
37 (27.0)
75 (54.7)

9 (6.6)

12 (14.0)
23 (26.7)
46 (53.5)

5 (5.8)

4 (7.8)
14 (27.5)
29 (56.9)

4 (7.8)

0.754 6 (12.2)
15 (30.6)
25 (51.0)

3 (6.1)

10 (11.4)
22 (25.0)
50 (56.8)

6 (6.8)

0.898

Notes: *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Abbreviations: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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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5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대상자들을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에 따라 각각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일

반적 특성을 비교하였을 때, 수면시간이 7시간 미만인 경

우 7시간 이상인 경우에 비해 연령이 유의하게 높은 결과

를 보였으나(p=0.011), 수면의 질의 경우에는 숙면인과 비

숙면인의 연령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955). 이 외의 신

체 계측치, 음주 빈도 및 커피 

분석에 포함된 총 대상자 137명 중 2-4주차에 내원한 

환자는 120명, 10-12주차에 내원한 환자는 58명으로, 2-4

주와 10-12주 두 차례 모두 내원한 환자는 41명이었으며, 

2-4주 또는 10-12주에 한 차례만 내원한 환자는 96명이었

다. 2회의 권장 내원 횟수 중 대상자들이 평균적으로 내원

한 횟수는 1.3±0.5회였다. 전체 대상자와 2-4주차 내원자, 

10-12주차 내원자 간에 연령(p=0.801)과 키(p=0.949), 체

중(0.637), 체지방(0.874), 체지방률(0.988) 및 BMI(p=0.712)

와 같은 신체 계측치, 수면시간(p=0.123) 및 PSQI 총점

(p=0.830)의 분포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내원 시기별 체중감량 경과

2-4주차 및 10-12주차의 내원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내

원 시기별 체중감량 경과를 분석하였다. 2-4주차 내원자 

120명의 감량 전 초기 체중은 76.60±11.25kg이었으며, 2-4

주차의 체중은 73.65±11.13kg으로 1차 감량 체중은 2.95± 

1.41kg, 감량 비율은 3.88±1.85%로 나타나 유의한 감량 결

과를 보였다(p=0.000). 10-12주차 내원자 58명의 감량 전 

초기 체중은 75.01±9.66kg이었으며, 10-12주차의 체중은 

67.41±9.27kg으로 2차 감량 체중은 7.60±2.93kg, 감량 비

율은 10.16±3.78%로 나타나 유의한 감량 결과를 보였다

(p=0.000).

3. 수면 상태에 따른 체중감량 경과 비교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에 따라서 각각 두 그룹으로 나누

어 2-4주차와 10-12주차의 체중감량 경과를 비교하였다

(Table 3). 2-4주차의 감량 결과는 수면시간이 7시간 미만

인 경우가 7시간 이상인 경우에 비해 감량 비율이 높았으

나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수면의 질에서는 숙면인이 비숙

면인에 비해 감량 비율이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수

면시간, 수면의 질에 다른 10-12주차의 감량 결과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즉, 2-4주차, 10-12주차의 감량 체중 및 감

량 비율은 모두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에 따른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4. 체중감량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체중감량에 미치는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2-4주차의 체중감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초기 BMI(t=2.121, p=0.029), 내원 횟

수(t=3.018, p=0.003)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수정된 결정계

수, Adjusted R2, Adj.R2)은 8.5%였다(F=6.505, p=0.002) 

Table 3. Comparison of Weight Loss and Weight Loss Rate at 2-4 Weeks and 10-14 Weeks According to Sleep 
Duration and Sleep Quality 

Sleep duration Sleep quality

≥ 7 hours < 7 hours p-value
Good 

sleeper
Poor

sleeper
p-value

2-4 weeks (n=120)

    Number 76 44 43 77

    Weight loss (kg) 2.80±1.46 3.21±1.28 0.127 2.97±1.20 2.94±1.52 0.911

   Weight loss rate (%) 3.70±1.97 4.19±1.60 0.170 4.02±1.52 3.80±2.01 0.526

10-12 weeks (n=58)

   Number 30 28 22 36  

   Weight loss (kg) 7.24±2.84 7.99±3.02 0.332 7.65±2.98 7.57±2.93 0.924

  Weight loss rate (%) 9.86±3.99 10.49±3.59 0.531 10.48±4.14 9.97±3.6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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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10-12주차의 체중감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초기 체중감량(t=5.324, p=0.000)이었으며, 모형의 설명력

은 40.6%였다(F=28.342, p=0.000)(Table 5).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은 2-4주차, 10-12주차 모두에서 체중감량에 영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기본 가정과 다중 공선성 진단을 한 결과, Durbin- Watson

이 각각 2.133, 2.051로 2에 가까우므로 자기상관이 없다

고 할 수 있으며, 다중 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는 

각각 0.994, 1.000으로 0.1 이상으로 나타났고, VIF는 

1.007, 1.000으로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문제

가 없다고 볼 수 있어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고 찰

한방 비만 치료에서 한약을 투여한 치료는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중 방풍통성산, 태음조위탕에 대해서

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15). 특히 태음조위

탕은 태음인의 비만 치료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

되고 있는 처방으로16) 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효과에 대해서는 서 등17)이 12주간

의 가미 태음조위탕 투여로 체중, 체지방량이 감소하는 효

과를 보여주었고, 한 등15)이 체계적 고찰을 통해 태음조위

탕의 투여가 체중감소와 비만 관련 지표의 개선에 유의한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안전성은 주로 이상 

반응과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되었는데, 가미태음조위탕 

투여와 관련된 후향적 차트 리뷰에서 울렁거림, 변비 등의 

위장관계 증상, 어지럼증, 두통과 같은 신경계 증상 및 불

면 등이 이상 반응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이상 반응의 빈

도가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고 복약을 중단할 만한 심각

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18)과, 태음조위탕의 무

작위배정, 이중맹검, 위약-대조군 임상시험에서 태음조위탕 

복용 후 심각한 이상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안전성과 관련

된 혈액검사 상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19)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중감량을 목적으로 내원하여 가미태음

조위탕을 처방 받아 복용한 성인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PSQI를 통하여 평가한 평소 수면 시간, 수면의 질과 가미

태음조위탕 복용 시의 체중감량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인 여성의 경우 체중 조절의 목

표를 처음 3-6개월 동안 처음 체중의 5-10% 감량을 목표

Table 4.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s for Weight Loss at 2-4 Weeks

B SE β t p-value
Collinerarity

Tolerance VIF

(Constant) -0.191 1.040 -0.184 0.854

Initial BMI 0.071 0.032 0.195 2.212 0.029 0.994 1.007

Number of visits 0.786 0.260 0.266 3.018 0.003 0.994 1.007

Note: R2=.100, adjusted R2=.085, F=6.505, p=.002, Durbin-Watson=2.133
Abbreviations: B, unstandardized coefficient; SE, Standard Error; β, standardized coefficient; t, t-statistic; VIF, Variation Inflation Factor; BMI, 
Body Mass Index.

Table 5.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s for Weight Loss at 10-12 Weeks

B SE β t p-value
Collinerarity

Tolerance VIF

(Constant) 2.861 0.922 3.104 0.004

Initial weight loss 1.352 0.254 0.649 5.324 0.000 1.000 1.000

Note: R2=.421, adjusted R2=.406, F=28.342, p=.000, Durbin-Watson=2.051
Abbreviations: B, unstandardized coefficient; SE, Standard Error; β, standardized coefficient; t, t-statistic; VIF, Variation Inflation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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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4)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연구 대상자들의 2-4주차의 평균 감량 비율은 3.88%, 

10-12주차의 평균 감량 비율은 10.16%로 비교적 성공적인 

체중감량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체중감량

에 대한 평가 시점과 무관하게 연구 대상자들의 평소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은 가미태음조위탕 복용 시의 체중감량과

는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수면과 체중감량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분석한 선행 연구

를 검토해보면, 주로 식이 요법 중재 또는 식이 및 행동수

정 요법을 병행한 중재의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식이 요법 

중재와 관련한 연구 중 Filiatrault 등20)은 식이 요법과 식이 

대용품의 위약 섭취를 병행한 그룹에서 식습관과 수면의 

상호 작용으로 체중감량 프로그램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

음을 확인하였고, Wang 등21)은 8주 간의 식이 요법 시행 

시 주 5일 동안 1시간의 수면 박탈을 한 경우에 체지방률

의 감량이 줄어든다고 보고하였다. 식이 및 행동수정 요법 

중재를 병행한 경우에는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 

Thomson 등22)은 식이 및 행동수정 요법으로 이루어진 6개

월 간의 다면적 체중감량 프로그램에서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거나 PSQI로 평가한 수면의 질이 높은 환자에서 체중

감량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고, Elder 등23)은 

집중적인 식이 및 행동수정 요법 시행 시 프로그램 시작 

시점에서의 수면 시간이 체중감량의 성공을 예측하였다고 

밝혔다.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O’Brien 등24)은 식이 및 

행동수정 요법을 시행한 환자들에서 PSQI를 이용하여 평

가한 수면과는 무관하게 성공적인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하였으며, Reed 등25)은 불면증 심각도 지수(Insomnia 

Severity Index, ISI)의 점수가 체중감량을 예측하지는 못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한방 치료 중재를 통한 체중감량 연

구 중 체중감량과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수면과 

관련된 지표를 변수로 포함시킨 연구는 거의 없었고, 강 등
10)이 가미태음조위탕의 체중감량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대하여 분석하여 수면 상태가 체중감량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것이 유일하였으나, 이 연구

에서는 수면 상태에 대해 양호 또는 불량의 두 가지 응답

으로만 대상자들이 자가 평가하도록 하여 수면 시간과 수

면의 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

계가 있었다. 위와 같이 연구에 따른 차이가 발생한 것은 

중재 방법이나 평가 및 분석 방법의 차이 등이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수면 이외에도 체중감량에 영향을 준 요인 유무를 확인

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

은 체중감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였지만, 2-4

주차의 체중감량에는 초기 BMI와 내원 횟수, 10-12주차의 

체중감량에는 초기 체중감량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

났다. 남 등9)이 체중감량의 영향 요인에 대해 문헌 고찰을 

통해 보고한 내용 중, 한약 중재를 통한 체중감량 연구에서 

보고된 체중감량의 영향 요인에는 초기 체중10), BMI 및 체

지방률26)과 초기 감량 체중, 성별10)이 있었으며, 한방 치료 

중재에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한방 치료 이외의 다양한 

중재의 체중감량 연구에서 치료 참석률이 높을수록 감량이 

높았던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도 초기 BMI와 내원 

횟수, 초기 체중감량이 각각 2-4주차 및 10-12주차의 유의

한 체중감량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초기 체지방률을 체중감량

으로 영향 요인으로 보고한 연구26)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비만 환자에 국한되지 않고 표준 체중 또는 과체중의 환자

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결과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체

중 감량과 수면의 차이를 고려하여 연구 대상자를 여성으

로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서도 수면이 체중감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를 수 있

다는 점이다. 특히 소아의 경우에는 수면과 비만의 상관성

에 대한 연구 결과가 성인에 비해 더욱 일관성 있게 나타

나므로27), 체중감량 경과에 있어서도 수면이 성인보다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남성이나 

타 연령대의 비만 환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설문지 응답 결과에 기반한 수면

에 대한 데이터가 자가 보고 과정에서 왜곡될 수 있으며, 

여러 환경에 따라 수면 상태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

다는 것이다. 최근 수면의 양과 질을 측정·분석해주는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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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데28), 향

후에는 이와 같이 보다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수

면시간과 수면의 질을 평가하여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후향적인 데이터 분석으로 이루어진 연구 방식

이다. 특히 PSQI를 통하여 평가된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은 

한약 복용 이전에만 평가된 것으로 가미태음조위탕 투여 

전후의 수면 상태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마

황 내 주 성분인 에페드린은 반응급감현상이 두드러진 성

분으로 마황 투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면과 같은 교

감신경계 자극 증상은 시간 경과에 따라 줄어들지만29), 처

방 내 마황의 용량에 따라 한약 복용 중의 수면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후에는 전향적 연구를 

통해 한약 복용 기간 중 또는 복용 후의 수면 상태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까지도 진행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각 내원시기별로 연구 대상자

의 수가 회귀분석을 활용하기에 비교적 적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방 치료를 통

한 체중감량 프로그램에서 설문지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보다 정량적으로 수면에 대해 평가하여 수면이 체중감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가미태음

조위탕의 주요 약재인 마황은 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체내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수면 문

제를 포함한 임상적으로 경미한 이상 반응을 유발할 수 있

다고 알려져 있으나29,30), 수면시간 및 수면의 질이 체중감

량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체중

감량을 목표로 마황이 포함된 한약을 투여하였을 때 수면

과는 무관하게 충분한 체중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약 투여를 중심으로 한 

체중감량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수면시간이 적거나 수

면의 질이 저하된 것을 체중감량의 저해 요인으로 보고 이

를 토대로 감량 예측을 부정적으로 하기보다는, 체중감량

에 있어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중심

으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더 나은 감량 효과를 위해 환

자를 격려하고 이끌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는 한약 복용 중재 하에서의 결과로, 비만과 수

면 간의 연관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한다면 

한약 복용이 끝난 이후에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이 개선되

는지 여부와 감량한 체중의 유지에 있어서는 수면이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가미태음조위탕을 투여한 성인 비만 여성

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수면과 체중감량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에 따라 그룹

을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 수면시간이 7시간 이상인 경우

와 7시간 미만인 경우의 감량 체중은 차이가 없었으며, 숙

면인과 비숙면인의 감량 체중 또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체중감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을 때 2-4주차

의 체중감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초기 BMI와 내원 횟

수, 10-12주차의 체중감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초기 

체중감량으로 나타났으나,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은 2-4주

차와 10-12주차의 체중감량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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