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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클로로겐산이 함유된 피부 패치를 피부에 부착하여 체지방과 체중에 미치는 변화를 규명하여,
유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시험군 8명, 대조군 8명으로 총 16명의 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연구 기간은 2020년 
08월 03일부터 2020년 08월 31일까지 4주간 실시하였다. 군-간 효과검정 결과 체지방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F=4.38, p<.055), 1주 후와 4주 후 검사에서는 의미있는 변화(p<.001)가 있었다. 또한, 체중은 유의미
한 차이로 시험군이 대조군보다 체중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F=9.43, p<.008). 이번 연구의 결과는 비만 관련 연구
에 패치를 적용한 예비연구로써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연구의 결과가 향후 연구될 피부 패치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체지방, 클로로겐산, 다이어트, TDDS

Abstract  The purpose of study was to evaluate the usefulness a skin patch containing chlorogenic acid 
to the skin to identify changes in body fat and weight. 16 volunteers, consisting of 8 experimental 
groups and 8 control groups,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the study period was conducted for 4 weeks 
from Aug 03, 2020 to Aug 31, 2020. As a result of the inter-group effect te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body fat (F=4.38, p<.055), but it can be sai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had a positive 
effect because the difference in posterior score was larg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In the change 
of body weigh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weight loss in the experimental 
group (F=9.43, p<.008). It will be meaningful as a preliminary study applying patches to studies related 
to obesity, and we hope that the results of the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research on patch 
material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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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의 비만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세계

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이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표현할 만큼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1]. 비만
은 에너지 섭취와 소비가 불균형에서 초래되고, 이렇게 
쌓인 지방세포 분비물인 유리지방산과 사이토카인 등을 
통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염증반응이 증가되어 대
사증후군, 당뇨병, 심장혈관질환 및 암 등의 만성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남녀의 비만 유병률은 2010년 
35.8%, 2015년 39.7%, 2018년 42.8%로 점진적으로 증
가하는 추세이다[3].

커피는 독특한 맛과 향기 등이 조화되어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기호 음료 중의 하나로서[4], 카페인, 타닌, 당 
그리고 방향족 화합물 등의 다양한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다[5]. 특히 카페인의 대사조절 기능을 연구한 결과, 오
랜 기간 카페인 섭취로 열 발생과 지방 분해 활성화로 체
중감소에 영향을 미치고[6] 포도당 대사와 인슐린 민감도
를 개선해 제2형 당뇨의 발병 위험을 낮춘다고 보고되었
다[7].

커피 원료인 생 커피 두(green coffee bean)는 폴리
페놀의 일종인 클로로젠산(chlorogenic acid)과 카페인
(caffeine)을 포함한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8]. 최근 생커피두 내의 생리활성 물질에 관한 관심
이 증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 인체
에서 호모시스테인(homo cysteine)의 감소와 함께 혈
관 기능이 개선되었으며[9], 동물에서 지방 흡수 억제 및 
지방 대사의 활성화를 통한 체중 및 체지방 축적 억제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비만 및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체중 감소가 필
수적인데 이를 위해 지방세포의 축적 저해 및 지방의 연
소 동반이 필요하다[11, 12]. 이에 본 연구에서 클로로겐
산이 함유된 피부 패치인 ‘Patch lab’을 피부에 부착하여 
클로로겐산이 체지방에 미치는 변화를 규명하여, 유용성
을 평가하고자 한다. 위와 같이 연구 배경 설명과 연구목
적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클로로겐산이 함유된 피부 패치는 영양분이 피부 속으
로 직접적으로 흡수되어 경구로 투여되는 보조제 대비 
빠른 흡수율로 영양분 손실 없이 비만 예방에 좋은 효과
를 볼 수 있는 기능성 제품이고 경피 약물전달시스템 작

용원리가 적용되었다.[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클로로겐산이 함유된 피부 패치를 

인체에 부착하여 부착 전후의 체질량 지수의 변화를 확
인해보고다 한다.

1.2 용어의 정리 
1.2.1 클로로겐산
커피 속에 포함된 폴리페놀 화합물로, 커피콩 특유의 

착색 원인물질이다. 생체 내에서 과산화지질의 생성 억제 
효과, 콜레스테롤 생합성 억제 효과 및 항산화 작용, 항암
작용 등을 한다.

1.2.2 체지방
섭취한 영양분 중 잉여 영양분을 몸 안에 축적해 놓은 

에너지 저장고로서, 필요할 때 분해되어 에너지를 만드는 
지방의 양을 뜻하고, 체중에 대한 체지방의 비율을 체지
방률이라고 한다.

1.2.3 경피 약물전달시스템(TDDS)
니코틴 패치나 호르몬 패치처럼 피부를 통하여 바르거

나 부착하여 약물을 전달시키는 기술이다. 이는 다른 약
물전달시스템과 비교 했을 때 환자의 복용 편이성과 일
정한 약물농도의 유지, 위장관 부작용의 감소 등의 특장
점을 보인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및 기간
S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후 서울시 송파구

에 있는 M기관을 규칙적으로 방문하는 일반인을 대상으
로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언어적 의사소통
과 의사결정에 문제가 없으며, 클로로겐산이 함유된 피부 
패치를 인체에 부착했을 때 전후의 체질량 지수 변화 연
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자로 한정하였다. 또한, 최근 
COVID-19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대동하였으며, 실험 전 발열체크와 방역을 시행
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
였다.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 선정기준은 만 19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 
② 혈관 질환의 위험인자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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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거와 현재 심혈관계, 호흡계, 신경계, 순환계 등의 
증상 및 징후가 없는 자

④ 4주간 연구 참여가 가능한 자
⑤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자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목적, 연
구 방법, 연구 자료의 익명성과 사생활 보호에 관해 설명
한 후 5분 이상의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
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연구 중 본인이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중단 할 수 있음을 알렸으며, 증례 
기록서에 연구 참여자의 개인 신상정보가 드러나지 않도
록 별도의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구분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수는 클로로겐산이 체내에 침투하여 체
지방 감소에 대한 가설 검증을 위한 예비연구 인접을 고
려하여 별도로 산출하지 않았다. 이후 유효성 평가 변수
의 통계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규모 연구를 위한 대상
자 수 산출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시험군 8명, 대조군 
8명으로 총 16명의 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이는 
중도 탈락률 10%를 고려하였으며, 연구 기간은 2020년 
08월 03일부터 2020년 08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2.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두 군 간의 비교 연구로써, 시험군

(Experimental Group, EPG) 8명과 대조군(Control 
Group, CG) 8명을 별도의 눈가림 없이 무작위 배정하
였다. 시험군에는 클로로겐산이 함유된 패치를 1일 6시
간씩 4주간 부착하였고, 대조군에는 별도의 패치 부착 없
이 4주간 참여하였다. 두 개군 모두 같은 식이요법과 성
인 1일 권장량의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오전 10시부터 인구학적 설문을 비롯한 체중, 체지방, 
근육량, 내장지방 레벨 측정을 약 1시간 실시하였으며, 
연구 도구에 명시된 방법대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유지효
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6시간 후와 1주일 / 4주일 후 오
전 10시에 기저치 시점과 같게 평가항목을 측정하였으
며, 측정값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Table 1과 같다.

2.3 연구 도구 
2.3.1 시험군
시험군에는 클로로겐산이 피부부착 면에 균일하게 도

포되어 있고, 상단에는 ‘PATCHLAB’으로 인쇄된 피부 
패치(Tango Group, Korea)를 적용하였다.

Subject(n=16)

⇩  ⇩
Experimental Group(8) Control Group(8)

⇩  ⇩  
Pre-Test (Body Fat Test)

⇩  ⇩  
Experiment (6 hours a day)

⇩  
Post-Test

(Body Fat Test for 6 hours, 1st & 4th weeks )

⇩  ⇩  
Data Analysis

⇩  
Results

Table 1. Research design and procedures

시험군에 적용한 피부 패치는 일반적인 패치와 같이 
손목 상단에 부착하고 제조사의 사용 규정에 따라 적용
하였으며 미국 럿거스 대학에서 실시한 카페인 전달 실
험을 기반으로 산출된 1일 6시간씩 총 4주간 부착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는 신체의 자연 흡수력과 PK 프로파일을 
반영하였고, 시행 방법은 Table 2와 같다.

Chlorogenic acid Patch

⇩
Experiment (6 hours a day)

⇩
Post-Test

(Body Fat Test for 6 hours, 1st & 4th week )

Table 2. Experimental Group 

시험군에 적용된 클로로겐산이 함유된 피부부착 패치
는 2018년 11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KS 
M0032, KSM 0016(준용)에 따른 시험 결과 중금속(Pb, 
Hg, Cd) 검출 안 되는 것므로 확인되었고, 국립환경과학
원 고시 제2018-12호에 따른 피부 자극성 및 부식성 시
험에서 자극성 및 부식성을 유발하지 않고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에 따른 
분류에서 위험등급 (Hazard class)으로 분류되지 않아 
안전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돼지 피부에서 추출한 세포 
내 시험에서 별도의 이상 반응이 없는 결과가 도출되었
다[13]. Fig. 1는 시험군에 적용한 클로로겐산이 함유 된 
피부 패치를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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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lorogenic acid Patch

2.3.2 대조군
대조군에는 평소와 같은 생활방식을 유지하였고 별도

의 패치는 부착하지 않았다. 대조군에 적용한 패치는 없
고, 시험군과 같은 식이요법 및 성인 1인 권장 열량 섭취
를 권장하였으며, 총 4주간 유지하였으며, 별도의 눈가림
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플라시보 효과는 반영하지 않
았고, 시행 방법은 Table 3과 같다.

No Patch (No Placebo)

⇩
Experiment (6 hours a day)

⇩
Post-Test

(Body Fat Test for 6 hours, 1st & 4th week )

Table 3. Control Group 

시험군과 대조군에 같게 적용하는 성인 1일 권장 열량
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1) 성인 1일 권장 열량 = 표준체중(kg) x 활동지수
2) 표준체중 = (대상자 키 – 100) x 0.9
3) 활동지수
  - 앉아서 주로 생활하거나 매일 가벼운 움직임만 하며 

활동량이 적은 경우, 25
  - 규칙적인 생활로 보통의 활동량을 가진 경우, 30~35
  - 육체노동 등 평소 신체 활동량이 많은 경우, 40

2.4 측정 방법
2.4.1 인구학적 특성 조사 방법
이종화[15]의 연구를 참조하여, 연구목적, 연구 방법, 

연구 자료의 익명성, 사생활 보호에 관해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으며. 연구 대상자의 키
에 대해 직접 묻고 답을 받아 증례 기록지를 작성하였다.

2.4.2 체중 및 체지방률
연구 대상자의 정확한 체중(weight)과 체지방률

(body fat percentage, BFP, %) 측정을 위해 체중 체지
방계 “다이얼W” (Inbody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성
순창과 김현수[15]의 연구에 따르면 표준 체지방률의 경
우 남자는 16.7~22.6&, 여자는 28.0~34.3%로 추정된
다.

1) 측정 사양
  - 측정원리 4극 8점 터치식 전극법
  - 산출원리 : 다섯 부위(오른팔, 왼팔, 몸통, 오른 다

리, 왼 다리)에 대해 2가지 주파수(20kHz, 
100kHz)로 총 10가지 임피던스값 측정

2) 측정 방법
  - 다이얼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켠다.
  - 다이얼을 돌려 신장을 입력한다.
  - 맨발로 발판에 올라 자세를 취한다.
  - 다이얼 버튼을 돌려 측정 결과를 확인한다.

아래의 <Fig. 2>은 측정에 사용된 제품 이미지를 보여 
주고 있다.

Fig. 2. Inbody “다이얼 W”

2.4.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Program(IBM, NY, US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인구학적 특성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정규성을 검정하였다. 검정 결과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사전 측정값에 대
한 동질성 검정 결과 두 군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각 시점별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 
분석(RM ANOVA)을 실시하였으며, 두 군의 차이점을 
도표로 나타내었다.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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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ime mean ±SD p

BFP

Pre After 6hours .181 ±.275 .521

Pre After 1week 1.188 ±.234 .000***

Pre After 4weeks 2.056 ±.308 .000***

After 6hours After 1week 1.006 ±.272 .002**

Table 6. Comparison by time point between groups of 
Body fat percentage

After 6hours After 4weeks 1.875 ±.307 .000***

After 1week After 4weeks .869 ±.205 .001**

 *p<0.05, **p<0.01, ***p<0.001

3.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및 정규성 검정
대상자들의 성별은 시험군 8명(남: 4, 여: 4), 대조군 

8명(남: 4명, 여: 4명)으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동일 했
다. 평균 키는 시험군 166.8±10.6, 대조군 165.8±9.7
이었다. 몸무게는 시험군 79.4±12.7대조군 59.1±12.4
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들의 신체적 차이를 알아보기 동질성을 검
사한 결과 키(P= 0.910)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
중(P= 0.474), 체지방률(P= 0.547)에서는 참가자들의 신
체적 조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Table 4는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정
규성 검정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Group Mean ±SD  p

Height
EPG 166.8 10.6

0.910
CG 165.8 9.7

Weight
EPG 79.4 12.7

0.474
CG 59.1 12.4

BFP
EPG 37.3 11.1

0.547
CG 26.6 7.8

±SD: standard deviation
BFP: Body fat percentage
EPG: Experimental Group.CG: Control Group

Table 4. Demographic characteristic      (n=16)

Group Pre
Post

F p
6Hr 1W 4W

BFP

EPG 37.3
±11.1

36.9
±10.9

36.1
±11.3

34.2
±11.1

4.38 .055
CG 26.6

±7.8
26.6
±8.2

25.5
±7.8

25.6
±7.9

F 8.75 5.00 3.25  

p .010* .042* .093

 *p<0.05, **p<0.01, ***p<0.001
EPG: Experimental Group. CG: Control Group

Table 5. Changes in Body Fat Percentage     (Unit: %) 

Fig. 3. Changes in BFP 

3.2 체지방률의 변화
연구 대상자들에 대한 체지방률 측정은 사전검사와 6

시간 후, 1주일 후, 4주일 후 변화를 측정하였고 이에 대
한 반복측정 분산 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군은 시점별 변
화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F=25.158, p<.001), 
군-내 대비 검정 결과 시점별로 6시간 후 검사(F=8.75, 
p<.010)와 1주일 후 검사((F=5.00, p<.042 )에서는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4주 후 검사(F=3.25, 
p<.093)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군-간 효과
검정 결과를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는 의미있는 변화가 
없었지만(F=4.38, p<.055), 1주일 후(p<.001)와 4주 후
(p<.001)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체지방률에 대한 변화는 Table 5, 6, Fig 3과 같다.

3.3 체중의 변화
연구 대상자의 체중 변화에 대한 측정은 사전검사와 6

시간 후, 1주일 후, 4주일 후 변화를 측정하였고 이에 대
한 반복측정 분산 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군은 시점별 변
화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F=9.43, p<.008), 군-
내 대비 검정 결과 시점별로 6시간 후 검사(F=8.488, 
p<.011)는 유의미하였지만, 1주일 후 검사((F=.533, 
p<.477)와 4주일 후 검사(F=.338, p<.571)에서는 유의
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군-간 효과검정 결과 4주 
후(p<.05) 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체적으
로 의미있는 변화가 있는(F=9.43, p<.008) 것으로 나타
났다. 

체중에 대한 변화는 Table 7, 8, Fig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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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Pre
Post

F p
6Hr 1W 4W

Weigh
t

EPG 79.4
±12.7

79.4
±13.1

78.3
±12.9

77.3
±12.2

9.43 .008**

CG 59.0
±12.4

59.6
±12.4

59.1
12.4

59.2
±12.4

F 8.488 .533 .338

p .011* .477 .571

 *p<0.05, **p<0.01, ***p<0.001
EPG: Experimental Group. CG: Control Group

Table 7. Changes in Body Weight      (Unit: kg) 

Between Time mean ±SD p

Weig
ht

Pre After 6hours -.300 ±.146 .060

Pre After 1week .500 ±.254 .069

Pre After 4weeks 1.000 ±.334 .010*

After 6hours After 1week .800 ±.291 .016*

After 6hours After 4weeks 1.300 ±.410 .007**

After 1week After 4weeks .500 ±.243 .059

 *p<0.05, **p<0.01, ***p<0.001

Table 8. Comparison by time point between groups of 
body weight

Fig. 4. Changes in Weight 

3.4 안전성 평가
본 연구에 참여한 16명 모두 참여 전부터 4주 후 참여 

종료 시점까지 클로로겐산이 함유된 피부 패치 부착으로 
인한 가려움증, 피부트러블 발생, 발진, 색소침착 등 이상 
사례와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4. 논의

경피 패치는 현재 화장품, 국소 및 경피 전달 시스템으
로 널리 사용된다. 피부 면적으로 보면 인체에서 가장 큰 

기관이다. 약물은 피부에 적용되어 표면 장애를 치료하
고, 전신 질환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피에 투여되었으며, 
그 기원은 화장품으로 시작되었다[16]. 경패 형태로 투여
하는 니코틴은 1984년에 흡연 감소 및 중단 보조제로 처
음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30% 수용액에 9mg의 니코틴 
베이스를 국소 적용한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타액에 
상당한 수준의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 1984년 미국식품의약
국(FDA)의 승인을 받은 클로니딘(Clonidine)은 경증에
서 중등도의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해 최대 1주일 동안 
경피 전달을 위해 얼굴 피부에 적용되었다[18]. Papyrus 
Ebers에 의하면 Hyoscyamus 분말(scopolamine의 모
식물)은 복부 불편을 위해 국소적으로 적용하거나 경구
로 복용하는 약제로 언급되었으며, 스코폴라민은 발한 억
제제로 처음에 국소적으로 적용되었다. 1944 년에 스코
폴라민을 투여하여 군대의 뱃멀미를 예방하였는데, 이는 
최초의 패치라고 알려져 있다[19]. 그 밖에 고혈압을 비
롯한 다양한 통증 감소를 위하여 패치가 적용되고 있다.

비만은 2013년 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의해 질병으로 분류되었으며 급속한 글
로벌 사회 경제적 발전과 관련된 21세기에 가장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20]. 현재 비만 
치료에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의한 열량 섭취 제한, 운
동을 통한 에너지 소비 촉진, 약리 요법, 비만 수술 및 지
방 흡입이 등이 있다[21-24]. 그러나 치료제 대부분은 위
장, 간, 신장과 같은 인체 장기에 원치 않는 부작용을 동
반하며[25], 수술은 위험이 크다[26]. 따라서 효과적인 
비만 치료법을 개발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

비만 관리 방법으로 해외연구에서 지방조직을 변형시
키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20]가 있으나 국내 연구는 미약
하다. 이에 본 연구는 비만 개선을 위하여 클로로겐산이 
함유된 패치를 경피에 적용하였다. 패치 방식을 식이요법
과 같이 적용하였을 때 식이요법만 적용한 군과 비교해
서 체중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로 감소하였다(p<0.01). 

체지방의 변화에서는 전체적으로 대조군과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하지만 1주일 후와 4주 후 검사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으며, 사후 점수 감소폭이 큰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추후 
패치의 크기나 클로로겐산의 양을 늘린다면 더 좋은 결
과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아직 비만 관련 패치에 관한 국내 연구는 미약하다. 이
번 연구는 비만 관련 연구에 패치를 적용한 초기연구로
써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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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될 패치 소재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는 바
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클로로겐산이 함유된 피부 패치의 유용성 
평가를 위한 연구이다. 클로로겐산이 함유된 피부 패치 
시험군 8명, 무처치한 대조군 8명 총 16명의 연구 대상
자가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연구 도구는 체중과 체지방률 
변화에 대해 체중-체지방계를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에 대한 체지방률 측정은 사전검사와 6
시간 후, 1주일 후, 4주일 후 변화를 측정하였고 이에 대
한 반복측정 분산 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군은 시점별 변
화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F=25.158, p<.001), 
군-내 대비 검정 결과 시점별로 6시간 후 검사(F=8.75, 
p<.010)와 1주일 후 검사((F=5.00, p<.042 )에서는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4주일 후 검사 (F=3.25, p<.093)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군-간 효과검정 결
과를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는 의미있는 변화가 없었지만
(F=4.38, p<.055), 1주일 후(p<.001)와 4주 후(p<.001)
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체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각 군은 시점별 변화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F=9.43, p<.008), 군-내 대비 
검정 결과 시점별로 6시간 후 검사(F=8.488, p<.011)는 
유의미하였지만, 1주일 후 검사((F=.533, p<.477)와 4주
일 후 검사(F=.338, p<.571)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
타났다. 또한, 군-간 효과검정 결과 4주 후(p<.05) 검사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의미있는 변
화가 있는(F=9.43, p<.008)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클로로겐산이 함유된 피부 패치를 부착한 
시험군은 식이요법만 진행한 대조군과 비교하여 체지방 
및 체중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부 패치의 부착은 체지방 및 체중 감소에 효과를 
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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