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섭취와 체중 감량
팩트 체크

Q: 체중 감량 시 감자 섭취를 피해야 합니까?
A: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감자를 섭취해도 체중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CTS
건강한 방식으로 감자를 섭취하는 경우 체중 증가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
•

•
•

The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Nutrition 연구는 감자를 섭취했을 경우에도 체중이 감소되는 것을 밝
혀냈습니다. 1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와 일리노이공과대학교는 공동 연구를 통해 감자가 식단에 포함될 때 체중감량
에 있어 칼로리 감소와 혈당 지수(GI)의 역할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90 명의 과체중인 남성과 여성을 무작위로 세
개의 그룹 중 하나에 배정했습니다.: (1) 칼로리 감소/높은 혈당 지수 (2) 칼로리 감소/낮은 혈당 지수 (3) 칼로리가
없거나 혈당 지수가 제한되어 있는 통제된 그룹. 모든 그룹은 매주 5-7 인분의 감자를 섭취했으며 90 명의 대상자는
적당한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12 주의 연구가 끝날 때 세 개의 그룹 모두가 체중 감량을 했고 그 결과 그룹간의 체중
감소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비록 이 연구는 단일 연구이고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지만 최근의 체계적 검토와 메타 분석은 기존 연구에서 감자 섭
취와 비만 위험성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 뚜렷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
The 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 는 칼로리 섭취를 관리하는 것이 칼로리 균형 및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주
장합니다. 칼로리의 균형이란 음식에서 얻는 칼로리와 신진 대사와 신체 활동을 통해 소모되는 칼로리 간의 균형입
니다. 그리고 특정한 음식으로 칼로리 균형을 맞추지 않는 것이 체중 관리의 핵심입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음
식과 음료에서 얻는 칼로리의 양을 줄여야 하며 신체활동을 늘려야 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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