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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dical foods are enteral nutrition for patients, but they cause maladaptation symptoms like diarrhea. 
Although the cause of diarrhea remains unknown, some studies have indicated that the cause of diarrhea is fermentable 
oligosaccharides, disaccharides, monosaccharides, and polyols (FODMAP). This is a consideration for medical foods 
since they are easily fermented by intestinal bacterial. In this study, we estimated the FODMAP contents of commercial 
medical foods and carbohydrate ingredients. We measured the concentrations of FODMAP in 13 types of different 
medical foods and five types of carbohydrate ingredients by using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with an 
evaporative light scattering detector (HPLC-ELSD). The limits of detection of FODMAP were fructose, 0.002; lactose, 
0.010; raffinose, 0.003; stachyose, 0.032; 1-kestose, 0.005; nystose, 0.012; and 1-fructofuranosylnystose, 0.003 mg/kg. 
Limits of quantitation of FODMAP were fructose, 0.008; lactose, 0.033; raffinose, 0.009; stachyose, 0.107; 1-kestose, 
0.015; nystose, 0.042; and 1-fructofuranosylnystose, 0.011 mg/kg, respectively. Concentration of FODMAP ranged 
from 0.428∼2.968 g/200 mL. Concentrations of carbohydrate ingredients in FODMAP were chicory fiber, 278.423; 
soy fiber, 27.467; indigestible maltodextrin, 52.384; maltodextrin (DE10∼15), 32.973; and maltodextrin (DE15∼20), 
50.043 g/kg. Contents of carbohydrates were 19.0∼41.0 g/200 mL in commercial medical foods. We expected a 
correlation between contents of carbohydrates and FODMAP, as carbohydrates included FODMAP. However, we de-
tected a low correlation (r=0.55). Since most commercial medical foods have a similar carbohydrate ingredients and 
nutritional values, the difference between products was determined by FODMAP contents of carbohydrate ingredients. 
In this study, we analyzed FODMAP contents of commercial medical foods and carbohydrate ingredients.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product development and minimizing maladaptation of medical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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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메디컬푸드란 저작 및 연하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아 음식

을 제대로 삼킬 수 없는 경우의 환자에게 이용되는 경장영양 

환자식을 말하며, 공급 방식으로는 예상 투여기간, 흡인 가능

성 여부, 위장관계 기능도 등에 따라 비위관(nasogastric), 

비장관(nasoduodenal/nasojejunal), 위조루술(gastrostomy), 

공장조루술(jejunostomy) 경관급식 방법 등이 사용된다. 이

처럼 경관급식을 공급받는 환자에게 나타나는 부적응증으로

는 설사, 흡인, 복부통증 및 복부팽만 등이 있다(1). 특히 설

사는 흔하게 나타나는 부적응증으로 이로 인해 환자의 30% 

이상에서 영양불량이 발생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2). 따라서 

경관급식에 대한 환자의 적응력을 높이는 것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영양 상태를 개선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질병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경관급식에서 설사를 유발시키는 원인은 세균감염, 약물

부작용, 질병부작용, 신경성, 삼투압, 영양소 흡수 및 대사장

애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명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

다. 과거에는 식이 중 섬유소 함량의 변화 및 섬유소의 종류

에 따른 설사와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섬유소 함량을 증가시킨 경관급식제품 투여 시 섬유소 함량

이 낮은 제품에 비해서 부적응증이 호전된다는 연구가 있었

으나 연구마다 결과가 다양하였다(3-5).

최근 연구들에서는 경관급식으로 인해 유발되는 설사의 

원인 중 하나로 FODMAP(fermentable oligosaccharides, 

disaccharides, monosaccharides, and polyols)과 상관성

이 높다고 지목되고 있다(6,7). FODMAP은 위장관에서 흡

수되지 않는 짧은 사슬의 탄수화물 그룹으로 다양한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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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FODMAP이 많이 함유된 식품

은 과일(과일주스, 과일통조림 등), 채소(아티초크, 토마토, 

브로콜리 등), 육류(염지육, 가공육 등), 유제품(요거트, 가공

유 등) 등이 있다. 특히 이당류인 lactose는 유제품류에서 발

견되며, 소르비톨, 자일리톨 같은 당알코올은 과일 및 sugar 

free 제품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FODMAP은 장내 세균에 

의해 쉽게 발효되어 장을 자극하는 가스 생성 및 관강 팽창을 

일으키고, 이차적인 소화관 운동장애와 설사를 유발한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8-11). 특히 식이 불내성 환자의 

70%가 FODMAP에 의해 설사와 같은 위장관 장애가 유발

되었고, 그중 49%는 lactose에 의해서, 36%는 galactose, 

23%는 sorbitol과 같은 당알코올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났

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12). 하지만 메디컬푸드 제조 시에 

사용하는 원재료에는 galactose 및 당알코올이 포함되지 않

으며, 기초 실험 결과 분석되지 않아 연구에서 배제하였다. 

상업용 메디컬푸드는 식품공전상 같은 유형인 특수의료

용도등식품으로 규격화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유통 중인 제

품은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을 기초로 하여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 5대 영양소를 배합하기 때문에 서

로 간의 영양설계가 유사하다. 따라서 탄수화물 급원에 따라 

유래되는 당류의 종류 및 함량이 결정되는데, 특히 최근에는 

웰빙이나 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당류 저감화 및 장내 유용 

미생물의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올리고당과 식이

섬유들이 탄수화물 급원으로 이용되고 있다(13,14).

그래서 상업용 메디컬푸드 제품과 메디컬푸드 제조 시 사

용되는 탄수화물 급원에 대한 FODMAP 정량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져 본 연구에서는 메디컬푸드 13종 및 탄수

화물 급원 5종의 FODMAP 함량을 조사하여 경관급식의 주

요 부적응증인 설사를 최소화하는 메디컬푸드 제품개발 및 

원재료 선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시약

본 연구에 사용한 상업용 메디컬푸드 13종 및 탄수화물 

급원 5종을 판매업체로부터 수집하여 4°C 냉장고에 저장하

여 사용하였다. 단당류(fructose), 이당류(lactose), 삼당류

(raffinose), 사당류(stachyose) 표준물질은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고, 프락토올리고당

(1-kestose, nystose, 1-fructofuranosylnystose) 표준물

질은 Junsei(Tokyo, Japan)에서 구입하였다. 그 밖의 시약

은 analytical 및 HPLC 등급을 사용하였다. 

FODMAP 표준물질

FODMAP 표준물질을 3차 증류수에 용해시켜 표준용액을 

제조하였다. 표준용액은 70% ethanol로 희석하여 각 농도

별 시험표준용액을 제조한 후 HPLC로 분석하여 피크면적

으로부터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FODMAP 분석

메디컬푸드 제품 및 탄수화물 급원 0.3 g을 50 mL cen-

trifuge tube에 담아 70% ethanol 10 g을 가하여 균질화시

켰다. 균질화된 시료는 4°C에서 15분간 13,000 rpm으로 

원심분리 하였다. 상등액을 0.2 μm nylon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분석하였다.

HPLC 분석

전처리 시료의 분석은 ELSD(evaporative light scatter-

ing detector, Alltech, Deerfield, IL, USA)가 장착된 Agi-

lent 1100 series HPLC system(Agilent Technologies, 

Wilmington, DE, USA)을 이용하였다. 분석용 칼럼은 

Alltech사의 PrevailTMCarbohydrate ES(4.6×250 mm)를 

이용하였고, 칼럼온도는 45°C, 검출기의 분무기(nebulizer) 

가스는 질소(N2)를 사용하여 분당 1.0~2.0 bar의 속도로 

흘렸으며, 검출기 증발온도(evaporation temperature)는 

90°C로 설정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이동상 용매는 aceto-

nitrile(A 용매)과 증류수(B 용매)를 선형적 농도구배(linear 

gradient elution)로 분석하였으며, 이동상의 조성은 0분: 

75% A 용매, 0~28분: 75% A 용매, 28~38분: 60% A 용매, 

38~45분: 55% A 용매로 조절하였고, 분당 유속 1.0 mL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의 검증

FODMAP 함량 분석을 위한 HPLC-ELSD 분석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표준검량식의 직선성(linearity), 검출한계(LOD), 

정량한계(LOQ)를 확인하였고, 회수율(recovery)에 따른 

정확도와 정밀도를 확인하였다.

통계분석

데이터는 SAS 프로그램(Statistical Analytical System, 

version 9.1,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의 t-test 

(P<0.05) 분석을 이용하였고,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분석방법의 검증

올리고당 분석을 위한 최적의 조건은 acetonitrile(A 용

매)과 증류수(B 용매)를 사용하고, 최초 0분: 75% A 용매, 

0~28분: 75% A 용매, 28~38분: 60% A 용매, 38~45분: 

55% A 용매로 분당 유속 1.0 mL로 분석 대상 피크들이 완전

하게 baseline 분리가 유도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Kim 등(15)이 제시한 검출기 증발온도인 45°C에서

는 중첩되는 피크가 존재하였으나 고온에서는 피크의 분리

능이 우수하여 90°C로 설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 단당류 및 올리고당의 용리 순서는 fructose, 

lactose, raffinose, stachyose 및 1-kestose, nystose, 1- 

fructofuranosylnystose의 순으로 용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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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LOD, LOQ, and recovery of fermentable sugars by HPLC with evaporative light scattering detection

     Carbohydrate
Certified
(mg/kg)

Measured
(mg/kg) Coefficient of 

variation (%)
Recovery

(%)
LOD

(mg/kg)
LOQ

(mg/kg)
Correlation

(R2)
Mean1) Mean±SD2)

Fructose
Lactose
Raffinose
Stachyose
1-Kestose
Nystose
1-Fructofuranosyl nystose

90
90
90
90
90
90
90

87.226±1.589
81.077±0.934
84.512±1.610
82.411±2.165
86.109±1.882
86.591±1.363
87.255±1.018

1.82
1.15
1.91
2.63
2.19
1.51
1.17

96.92
90.09
93.90
91.57
95.68
96.21
96.95

0.002
0.010
0.003
0.032
0.005
0.012
0.003

0.008
0.033
0.009
0.107
0.015
0.042
0.011

0.999
0.999
0.999
0.999
0.999
0.999
0.999

1)Values are not certified and are given for information only. 
2)Data we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n=3).

HPLC-ELSD 분석방법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각 표준물

질을 4포인트 농도로 제조하여 표준검량선을 작성한 결과 

표준물질의 검량선은 모두 0.999 이상의 정의 상관관계(R2)

를 나타내었다.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한 8종의 표준물질 회수율은 90~ 

110% 범위 안에 포함되었으며, 정밀도의 척도인 변동계수

(coefficients of variation, %)는 3% 이하로 매우 우수하였

다(Table 1).

또한 HPLC-ELSD를 이용한 각각 표준물질별 측정값을 

토대로 표준편차와 검량선 기울기에 근거하여 검출한계

(limit of detection, LOD) 및 정량한계(limit of quantita-

tion, LOQ)를 구한 결과 fructose, lactose, raffinose, sta-

chyose, 1-kestose, nystose, 1-fructofuranosylnystose

의 검출한계는 0.002, 0.010, 0.003, 0.032, 0.005, 0.012, 

0.003 mg/kg이었고, 정량한계는 0.008, 0.033, 0.009, 0.107, 

0.015, 0.042, 0.011 mg/kg이었다.

LOD=3×Standard deviation of the blank/ The slope 

of the calibration curve

LOQ=10×Standard deviation of the blank/ The slope 

of the calibration curve

메디컬푸드의 발효성 당류 함량

상업용 메디컬푸드 13종에 대해 fructose, lactose, raf-

finose, stachyose, 1-kestose, nystose, 1-fructofur-

anosylnystose 등 8종의 당류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단당류(fructose)와 이당류(lactose)의 평균 함량은 각각 

0.032±0.061, 0.111±0.089 g/200 mL로 그 범위는 ND~ 

0.158, ND~0.304 g/200 mL였다.

삼당류(raffinose)와 사당류(stachyose)의 평균 함량은 

각각 0.294±0.241, 0.283±0.201 g/200 mL로 그 범위는 

0.051~0.738, ND~0.579 g/200 mL였다.

프럭토올리고당(1-kestose, nystose, 1-fructofurano-

sylnystose)의 평균 함량은 0.678±0.502 g/200 mL로 그 

범위는 0.205~1.902 g/200 mL였으며, 프럭토올리고당(1- 

kestose, nystose, 1-fructofuranosylnystose)의 개별 평

균 함량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Kestose 0.084±0.160 

g/200 mL(ND~0.413), nystose 0.295±0.363 g/200 mL 

(ND~1.239), 1-fructofuranosylnystose 0.299±0.075 g/ 

200 mL(0.205~0.458). 

Halmos 등(6)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호주에서 판매되는 

메디컬푸드의 발효성 당류 평균 함량은 fructose 0.429 g/ 

200 mL, lactose ND, raffinose 1.563 g/200 mL, sta-

chyose ND, 프럭토올리고당 2.254 g/200 mL였다. 본 연구

에서 분석한 메디컬푸드는 Halmos 등(6)의 연구 결과와 비

교하여 발효성 당류 함량이 낮은 수준이었으나 이당류

(lactose)와 사당류(stachyose)는 검출 여부의 차이를 보였

다. 이와 같은 차이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발효성 당류의 

경우 검출한계와 정량한계 값을 설정하여 제시하였으나 

Halmos 등(6)의 연구에서는 검출한계와 정량한계 값이 제

시되지 않아 검출 여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탄수화물 급원의 발효성 당류 함량

탄수화물 급원으로 주로 사용되는 5종의 식이섬유 및 말

토덱스트린의 fructose, lactose, raffinose, stachyose, 1- 

kestose, nystose, 1-fructofuranosylnystose 등 8종의 당

류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탄수화물 급원 중 단당류(fructose)는 치커리 식이섬유

(18.877 g/kg)를 제외한 급원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모

든 탄수화물 급원에서 이당류(lactose)가 검출되지 않았다.

삼당류(raffinose)의 함량은 치커리 식이섬유 61.523 g/ 

kg, 대두 식이섬유 3.273 g/kg,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5.430 

g/kg이고, 말토덱스트린(DE10~15)과 말토덱스트린(DE15 

~20)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사당류(stachyose)의 함량

은 치커리 식이섬유 78.817 g/kg, 대두 식이섬유 5.547 g/ 

kg,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13.180 g/kg, 말토덱스트린(DE10 

~15) 16.440 g/kg, 말토덱스트린(DE15~20) 22.553 g/kg

이었다.

프럭토올리고당(1-kestose, nystose, 1-fructofurano-

sylnystose)의 함량은 치커리 식이섬유 29.369, 39.430, 

50.407 g/kg, 대두 식이섬유 ND, ND, 18.647 g/kg, 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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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lation of carbohydrate and FODMAP content for 13
types of medical food. *Significant at the 0.05 probability level.

화성 말토덱스트린 ND, 16.667, 17.107 g/kg, 말토덱스트

린(DE10~15) ND, ND, 16.533 g/kg, 말토덱스트린(DE15~ 

20) ND, ND, 27.490 g/kg이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탄수

화물 급원 중 치커리 식이섬유에서 가장 많은 발효당이 분석

된 것은 치커리 식이섬유의 50% 이상이 당의 중합도 20 

이하인 프럭토올리고당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8,9). 인

위적으로 제조된 말토덱스트린은 10~20 사이의 당의 중합

도로 인해 10 이하의 중합도를 가진 당은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당의 중합도가 10~15인 원료보다 15~20 

사이의 중합도를 가진 원료에서 상대적으로 프럭토올리고

당(1-fructofuranosylnystose) 함량이 증가하였다. 이는 

말토덱스트린 제조 시 효소반응에 의해 당의 중합도를 조절

하기 때문에 특정 중합도만을 생산하지 못하고 낮은 중합도

의 산물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16-20).

탄수화물 급원별 총 FODMAP 함량은 치커리 식이섬유 

278.423 g/kg, 대두 식이섬유 27.467 g/kg, 난소화성 말토

덱스트린 52.384 g/kg, 말토덱스트린(DE10~15) 32.973 

g/kg, 말토덱스트린(DE15~20) 50.043 g/kg이었다. 탄수

화물 급원 중 대두 식이섬유는 가장 낮은 FODMAP 함량을 

가졌으며, 치커리 식이섬유보다 대두 식이섬유를 사용한 상

업용 메디컬푸드에서 설사 개선 효과가 뛰어나다는 Yim 등

(3)과 Han 등(21)의 연구 결과는 FODMAP 함량 차이에 의

해 일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탄수화물과 FODMAP 함량의 상관성

상업용 메디컬푸드의 영양표시 기준에 따른 탄수화물의 

평균 함량은 30.308±6.348 g/200 mL로 그 범위는 19.0~ 

41.0 g/200 mL였다. 상업적 메디컬푸드의 FODMAP 평균 

함량은 1.397±0.835 g/200 mL로 그 범위는 0.428~2.968 

g/200 mL였다.

FODMAP은 탄수화물의 일종으로 메디컬푸드 제품의 탄

수화물과 FODMAP 함량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

로 예상하였으나 r=0.55로 밀접한 상관성을 나타내지는 않

았다(Fig. 1). 국내외 메디컬푸드는 모두 유사한 원재료와 

영양설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용되는 원재료의 종류에 따

라 유래되는 FODMAP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에 따라 

FODMAP 함량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이유로 메디컬

푸드의 탄수화물과 FODMAP 함량 간의 상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발효성 당류와 메디컬푸드 부적응증

일반적으로 발효성 당류는 prebiotics로 장내 유익균의 

영양원으로 사용되지만, 장내 균 총이 불안정하면 유해균에 

의해 수소가스와 메탄가스가 발생하여 설사를 유발하게 된

다. 그렇기 때문에 발효성 당류 종류에 대한 영향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메디컬푸드 부적응증은 총 FODMAP 함

량에 의존적으로 발생된다. Halmos 등(6)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FODMAP 함량이 6.2 g/200 mL인 메디컬푸드와 비

교하여 2.1 g/200 mL로 FODMAP 함량을 제한한 메디컬푸

드에서 부적응증인 설사의 발생 빈도가 약 42% 이상 감소되

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상업용 메디컬푸드

의 FODMAP의 평균 함량은 1.397±0.835 g/200 mL로 

Halmos 등(6)의 연구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었으며, 일부 

제품의 경우는 FODMAP 함유량이 1.0 g/200 mL 이하인 

제품도 존재하였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최근 연구 결과들에 기초하여 발효성 당류인 

FODMAP(fermentable oligosaccharides, disaccharides, 

monosaccharides, and polyols)이 설사와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상업용 메디컬푸드

와 탄수화물 급원으로부터 FODMAP 함량을 측정하였다. 

상업용 메디컬푸드의 단당류(fructose)와 이당류(lactose)

의 함량 범위는 각각 ND~0.158, ND~0.304 g/200 mL였

다. 삼당류(raffinose)와 사당류(stachyose)의 함량 범위는 

각각 0.051~0.738, ND~0.579 g/200 mL였다. 또한 프럭

토올리고당의 함량 범위는 1-kestose ND~0.413 g/200 

mL, nystose ND~1.239 g/200 mL, 1-fructofuranosyl-

nystose 0.205~0.458 g/200 mL였다. 탄수화물 급원 중 

단당류(fructose)는 치커리 식이섬유(18.877±4.320 g/kg)

에서만 검출되었으며, 이당류(lactose)는 모든 급원에서 검

출되지 않았다. 삼당류(raffinose)의 함량은 치커리 식이섬

유 61.523±3.014 g/kg, 대두 식이섬유 3.273±0.499 g/ 

kg,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5.430±0.671 g/kg, 말토덱스

트린(DE10~15, DE15~20)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사당

류(stachyose)의 함량은 치커리 식이섬유 78.817±5.483 

g/kg, 대두 식이섬유 5.547±0.822 g/kg, 난소화성 말토덱

스트린 13.180±1.165 g/kg, 말토덱스트린(DE10~15) 16.440 

±0.370 g/kg, 말토덱스트린(DE15~20) 22.553±1.491 g/ 

kg이었다. 프럭토올리고당(1-kestose, nystose, 1-fr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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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furanosylnystose)의 함량은 치커리 식이섬유 29.369± 

2.553, 39.430±6.740, 50.407±2.642 g/kg, 대두 식이섬

유 ND, ND, 18.647±0.397 g/kg,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ND, 16.667±1.719, 17.107±1.814 g/kg, 말토덱스트린

(DE10~15) ND, ND, 16.533±2.083 g/kg, 말토덱스트린

(DE15~20) ND, ND, 27.490±1.783 g/kg이었다. FODMAP

은 탄수화물의 일종으로 메디컬푸드 제품의 탄수화물과 

FODMAP 함량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

였으나 r=0.55로 밀접한 상관성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국내

외 메디컬푸드는 모두 유사한 원재료와 영양설계로 구성되

어 있으나 사용되는 원재료의 종류에 따라 유래되는 FODMAP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 간의 함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상업용 메디컬푸드 제품 및 

탄수화물 급원의 FODMAP 함량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FODMAP 정량 분석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생각되며, 나아

가 경관급식의 주요 부적응증인 설사를 최소화하는 메디컬

푸드의 제품개발 및 원재료 선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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