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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30세 이상 남녀 10명 중 8～9명은 복부비만이

거나,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높거나, 중성지방이 높거나,

좋은 콜레스테롤(HDL) 수치가 낮다(2007년 국민건강영

양조사). 5가지 항목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대사증후

군이라고 부르는데, 전 국민 3명 중 1명꼴로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전체 환자 중 자신이 대

사증후군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12.2%에 불과했

다. 대사증후군은 천천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평생을

괴롭히는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죽음의 5중주’라고 부

른다.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10년 뒤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9.8%, 20년 뒤에는 20.2%에 이른다고 한다.

서울시는 독자적으로 아래와 같은 대사증후군의 기준

을 설정하고 시민들의 대사증후군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을 국내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중

앙정부 차원에서도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매

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대사증후군 서울시 진단 기준>

◦허리(복부비만) : 남자 90 cm이상, 여자 85 cm이상

◦중성지방 : 150 mg/dL 이상

◦ HDL콜레스테롤 : 남자 40 mg/dL미만, 여자 50

mg/dL미만 또는 이상지질혈증약 복용자

◦혈압 : 130/85 mmHg 이상 또는 고혈압약 복용자

◦공복혈당 : 공복혈당 100 mg/dL이상 또는 당뇨약 복

용자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3가지 이상 해당되면 대사증후

군으로 판정한다.

참고 : 일본은 허리둘레를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간주하

여 필수항목으로 넣는다.

한편, ‘대사증후군은 떼지어온다’고 한다. 고혈압, 당뇨

병, 이상지질혈증 등은 각자 오는 것이 아니라 떼지어서

나타난다. 당뇨병 환자의 60% 이상이 고혈압, 이상지질혈

증 등을 갖고 있고, 반대로 고혈압 환자는 8년 뒤 당뇨병이

생길 위험이 8～12배 높다. 대사증후군은 무리지어 우리

몸을 공격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5가지 개

별 질병의 진단 기준보다 엄격하다. 미래에 생길 질병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다. 고혈압의 기준은 140/90

(mmHg)인 반면, 대사증후군 항목중 혈압 기준은 130/85

(mmHg)이다. 이름도 고혈압이라고 하지 않고 ‘높은 혈압’

이라고 붙였다. 당뇨병 단독으로는 공복 혈당 기준이 126

(mg/dL)인데 비해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은 100(mg/dL)

이다. 이름은 ‘높은 혈당’이다.

위와 같은 5가지 대사증후군 진단 항목 중 복부비만이

가장 중요하다. 대사증후군 환자는 복부비만부터 없애야

한다. 복부비만만 줄여도 고혈압, 당뇨병 등 대사증후군의

다른 요소가 같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복부비만

을 일으키는 내장지방은 대사증후군의 뿌리인 인슐린 저

항성을 유발한다. 특히 동양인은 서양인보다 복부비만에

취약한데, 같은 허리둘레라도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질병

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허리둘레 기준은 남성 90 cm, 여성 85 cm이다

(미국은 남성 102 cm, 여성 88 cm). 물론, 복부비만과 함께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등 다른 항목도 관리해야 한다. 즉

대사증후군 중 하나만 관리가 되지 않아도 나머지 질병이

나타나며, 거꾸로 한 항목만 좋아지면 나머지 위험요소까지

함께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관리 항목 은

복부비만을 일으키는 주범인 내장지방을 다스리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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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관점에서 대사증후군의 5가지 지표들에 관련

된 국내에 등록된 고시형 및 개별인정형 원료들과 일본의

대사증후군 관련 소재와 제품개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

고자 한다.

1. 국내 대사증후군 관련 고시형 원료

1) 혈중중성지질 개선

(1) 오메가-3지방산 함유 유지

-원재료 : 식용가능어류, 바닷물범, 조류

-기능성 : 혈중 중성지질 개선, 혈행개선

-일일 섭취량 : DHA와 EPA의 합으로 0.5～2 g

2) 콜레스테롤개선

(1)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원재료 : 달맞이꽃 종자, 보라지 종자, 까막까치밥

종자

-기능성 : 콜레스테롤 개선, 혈행개선

-일일 섭취량 : 감마리놀렌산으로서 240～300 mg

(2) 레시틴

-원재료 : 대두, 난황

-기능성 : 콜레스테롤 개선

-일일 섭취량 : 레시틴으로서 1.2～18 g

(3) 식물스테롤/식물스테롤에스테르

-원재료 : 베타-시토스테롤, 브라시카스테롤, 스티

그마스테롤, 캄페스테롤

-기능성 : 콜레스테롤 개선

-일일 섭취량 : 식물스테롤로서 0.8～3 g

(4) 글루코만난(곤약, 곤약만난)

-원재료 : 천남성과 곤약의 뿌리줄기

-기능성 : 콜레스테롤 개선, 배변활동 원활

-일일 섭취량 : 글루코만난으로서 4～17 g

(5) 차전자피

-원재료 : 차전자 껍질

-기능성 : 콜레스테롤 개선, 배변활동 원활

-일일 섭취량 : 차전자피로서 7 g 이상

(6) 키토산/키토올리고당

-원재료 : 갑각류(게, 새우등)의 껍질, 연체류(오징

어, 갑오징어 등)의 뼈

-기능성 : 콜레스테롤 개선

-일일 섭취량 : 키토올리고당의 합으로서 1.2～4.5 g

(7) 대두단백

-원재료 : 대두

-기능성 : 콜레스테롤 개선

-일일 섭취량 : 대두단백으로서 15 g 이상

3) 식후혈당상승억제

(1)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원재료 : 옥수수전분

-기능성 : 식후혈당상승억제, 배변활동 원할

-일일 섭취량 :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으로서

식후혈당상승억제: 14～29 g(액상원료는 20～43 g)

배변활동 원할: 3～29 g(액상원료는 4～43 g)

(2) 밀 식이섬유

-원재료 : 밀

-기능성 : 식후혈당상승억제, 배변활동 원할

-일일 섭취량 : 식후혈당상승억제: 밀 식이섬유로

서 6～12 g

배변활동 원할: 밀 식이섬유로서 36 g

(3) 호로파 종자

-원재료 : 호로파종자

-기능성 : 식후혈당상승억제

-일일 섭취량 : 호로파종자식이섬유로서 12～50 g

4) 콜레스테롤 개선 및 식후혈당상승 억제

(1)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원재료 : 콩과 구아

-기능성 : 콜레스테롤 개선, 식후혈당상승억제, 배

변활동 원활

-일일 섭취량 :

콜레스테롤조절 : 구아검 또는 이의 가수분해물

로서 15～27 g

식후혈당상승억제 : 구아검 또는 이의 가수분해물

로서 15～27 g

배변활동 원활 : 5～12 g

(2) 귀리

-원재료 : 귀리 겨

-기능성 : 콜레스테롤 개선, 식후혈당상승억제

-일일 섭취량 :

콜레스테롤 조절 : 귀리식이섬유로서 3 g 이상

식후혈당상승 억제에 도움 : 귀리식이섬유로서

0.8～8 g

(3) 대두식이섬유

-원재료 : 대두

-기능성 : 콜레스테롤 개선, 식후혈당상승억제, 배

변활동 원활

-일일 섭취량 :

콜레스테롤 조절 : 대두식이섬유로서 20～25 g

식후혈당상승 억제에 도움 : 대두식이섬유로서 10

～25 g

배변활동 원활 : 대두식이섬유로서 20～6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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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옥수수겨

-원재료 : 옥수수 겨

-기능성 : 콜레스테롤 개선, 식후혈당상승억제

-일일 섭취량 : 옥수수겨 식이섬유로서 10 g

(5) 이눌린/치커리추출물

-원재료 : 치커리 또는 기타 국화과 식물

-기능성 : 콜레스테롤 개선, 식후혈당상승억제, 배

변활동 원활

-일일 섭취량 :

콜레스테롤 조절 : 이눌린으로서 9～10 g

식후혈당상승 억제에 도움 : 이눌린으로서 9～10 g

배변활동 원할 : 이눌린으로서 8～20 g

5) 국내 대사증후군 관련 개별인정형 원료

<체지방 감소>

(1) 씨제이히비스커스등 복합추출물

-원재료 : 키토산, 키토올리고당, 히비스커스꽃 물

추출물, L-carnitine 혼합

-기능성 : 체지방감소에도움을 줄수있다. 기타기능 II

-일일섭취량 : 씨제이히비스커스등 복합추출물 2079

mg

(2) 공액리놀레산

-원재료 : 식용 홍화유

-기능성 : 과체중인 성인의 체지방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다. 기타기능 II

-일일섭취량 : CLA로서 1.4～4.2 g

(3) Green Mate Extract EFLA920

-원재료 : Green Mate Extract EFLA920

-기능성 :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타

기능 II

-일일 섭취량 : Green Mate Extract EFLA920로서

3 g/day

(4)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원재료 :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기능성 : 탄수화물에서 지방으로 합성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타기

능 I

-일일 섭취량 : 총 (-)-HCA로서 750～2,800 mg/day

(5) 대두배아 열수추출물 등 복합물

-원재료 : 대두배아를 열수로 추출한 추출물과 L-

carnitine을 혼합

-기능성 : 체지방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다. 기타기

능 II

-일일 섭취량 : 대두배아열수추출물로서 700 mg

(6) 중쇄지방산 함유유지

-원재료 : 중쇄지방산(MCFA) 함유유지

-기능성 : 다른 식용유와 비교하였을 때 체지방 증

가가 적을 수 있다. 기타기능 II

-일일 섭취량 : 일반 식용유와 섭취방법 동일

(7) 디글리세라이드 함유유지

-원재료 : 식물성유지 디글리세라이드(DG)

-기능성 : 식후 혈중 중성지방과 체지방 증가가 적

을 수 있다. 기타기능 II

-일일 섭취량 : 일반 식용유 섭취방법과 동일

(8) 콜레우스 포스콜리 추출물

-원재료 : 콜레우스 포스콜리 추출물 Forslean

-기능성 : 체지방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타기

능 II

-일일 섭취량 : 콜레우스 포스콜리 추출물 500 mg/

day

(9) 깻잎 추출물

-원재료 : 깻잎추출물(PF501)

-기능성 : 체지방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타기

능 II

-일일 섭취량 : 깻잎 추출물(PF501)로서 2.7 g/day

<혈중 중성지질 개선>

(1)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원재료 : 난소화성 말토덱스린

-기능성 :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

다. 기타기능 II

-일일 섭취량 :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로서 15～30

g/day

(2) DHA 농축유지

-원재료 : DHA 농축유지, 오메가-3 지방산 에틸에

스테르

-기능성 : 혈중 중성지질, 혈행 개선, 기타기능 II

-일일 섭취량 : DHA 농축유지로서 0.9～5.3 g/day

<콜레스테롤 개선>

(1) 스피루리나

-원재료 : 스피루리나 원말

-기능성 :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타기능 II

-일일 섭취량 : 스피루리나 원말 4～8 g/day

(2) 폴리코사놀-사탕수수 왁스알코올

-원재료 : 사탕수수의 잎과 줄기를 압착한 후 아세

톤 에탄올, 헥산 추출함

-기능성 :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의 개선에 도

움을 줄 수 있다. 기타기능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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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섭취량 : 폴리코사놀-사탕수수 왁스알코올

로서 5～20 mg

(3) 식물 스타놀에스테르

-원재료 : 대두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식물스테롤

-기능성 :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을 건강하게 유지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기타기능 I

-일일 섭취량 : 식물스타놀에스테르로서 3.4 g

(4) 아마인

-원재료 : 열처리한 아마씨를 분쇄

-기능성 :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을 건강하게 유지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기타기능 II

-일일 섭취량 : 아마인으로서 50 g

(5) 보이차 추출물

-원재료 : 보이차 추출물

-기능성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

다. 기타기능 II

-일일 섭취량 : 보이차 추출물로서 1 g/day

(6) 홍국쌀

-원재료 : 홍국쌀

-기능성 :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타기능 II

-일일 섭취량 : 총모나콜린 K로서 4～8 mg/day

(7) 보리 베타글루칸 추출물

-원재료 : 보리 베타글루칸 추출물

-기능성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

음. 기타기능 II

-일일 섭취량 : 베타글루칸으로서 3～8 g/day

<혈압관련>

(1) 정어리 펩타이드

-원재료 : 정어리 펩타이드

-기능성 : 혈압을 건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다. 기타기능 II

-일일 섭취량 : 바릴티로신 250～400 μg

(2) 가쯔오부시 올리고펩타이드

-원재료 : 가쯔오부시를 분쇄하여 물을 첨가 후, 가

열하여 thermolysin를 이용하여 효소분해

-기능성: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기타기능 II

-일일 섭취량 : 가쯔오부시 올리고펩타이드로 1.5 g

(3) 카제인 가수분해물

-원재료 : 우유단백질인 카제인을 열처리 한 후,

pancreatic trypsin으로 효소 분해

-기능성 :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기타기능 II

-일일 섭취량 : 카제인가수분해물로서 4,000 mg

(4) 올리브잎 주정추출물 EFLA943

-원재료 : 올리브 잎을 주정으로 추출

-기능성 : 건강한 혈압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타기능 II

-일일 섭취량 : 올리브잎 주정추출물 EFLA943로

서 500～1000 mg

(5) 코엔자임큐텐(기능성추가)

-원재료 : Ubiquinol을 생산하는 미생물을 발효하

여 추출하는 방법 또는 화학적으로 합성

-기능성 :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기타기능 II

-일일 섭취량 : 코엔자임 Q10으로서 90～100 mg

(6) L-글루타민산 유래 GABA 함유분말

-원재료 : L-글루타민산 유래 GABA 함유분말

-기능성 :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기타기능 II

-일일 섭취량 : GABA로서 20 mg/day

<혈당조절>

(1) 바나바 주정추출물

-원재료 : 바나바잎을 주정으로 추출

-기능성 :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당의 흡수를 억제

시켜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

다. 기타기능 II

-일일 섭취량 : 바나나주정추출물로서 50～100 mg

(2) 구아바잎

-원재료 : 구아바잎을 열수로 추출

-기능성 : 식후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타

기능 II

-일일 섭취량 : 총 폴리페놀로서 123.5 mg

(3) 탈지달맞이꽃종자 주정추출물

-원재료 : 달맟이꽃의 씨에서 지방을 제거한 후 주

정으로 추출

-기능성 : 당의 흡수를 억제하여 식후혈당상승억제

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타기능 II

-일일 섭취량 : 탈지달맞이꽃종자 주정추출물로

서 200～300 mg

(4) 솔잎 증류농축액

-원재료 : 적송의 솔잎을 수증기로 증류

-기능성 : 건강한 혈당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

다. 기타기능 II

-일일 섭취량 : 솔잎 증류농축액으로서 1350 mg

(5) 콩 발효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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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메타볼릭신드롬 관련 특정보건용 제품

◦메타볼릭신드롬의 임상적 지표들과 관련되어 특정보건용 제품화 되어, 일본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제품들로서

체지방, 혈당, 혈압 등 단일지표 효능을 갖는 특정보건용 제품들임.

-원재료 : 콩을 Aspergilus oryzae로 발효시킨 후

열수 추출

-기능성 : 당의 흡수를 억제하여 식후혈당을 건강하

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기타기

능 II

-일일 섭취량 : 콩발효추출물로서 900 mg

(6) 참밀 알부민

-원재료 : 소맥분에서 알부민을 분리

-기능성 : 급격한 식후 혈당상승을 억제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다. 기타기능 II

-일일 섭취량 : 참밀알부민으로서 1.2～1.5 g

(7) Nopal추출물

-원재료 : nopal(백년초 선인장) 추출물

-기능성 : 식후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

타기능 II

-일일 섭취량 : 수용성식이섬유 4.3 g/day

(8) 동결건조 누에분말

-원재료 : 동결건조 누에분말

-기능성 :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타기능 II

-일일 섭취량 : 동결건조누에분말 2.7 g/day



3.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일본 메타볼릭신드롬 관련 소재들

◦아직 특정보건용 제품으로 제품화 되지는 않았지만, 메타볼릭신드롬 관련 소재로서 연구와 제품화 붐이 일고

있는 것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메타볼릭신드롬의 주범을 내장지방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내장지방(허

리둘레)조절 기능을 갖는 소재들이 주로 연구․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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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발 전략 제안

◦국내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중에서도 대사증후군의 5

가지 증상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효능이 표시되는

소재들이 있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도 2개 이상의 소재를 혼합하여

2개 이상의 기능을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대사증후군은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 허리둘레로 대표되는 내장지방 축적 억제를 필수

적으로 포함하면서

→ 2가지 이상의 기능이 인정되어 표기할 수 있는 소

재가 효율적임.

→ 제품에 2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를 혼합 사용한

다효능 제품이 효율적임.

→ 개별효능별 완제품들을 직접 혼합․복용하는 팩

(Pack) 제품들이 효율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