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무적인 연구, 체중조절 및 만성질병에 대한 요구르트의 효과 보여줘 

 

_ 전세계 영양학 전문가들, 발효유제품의 특정 효과에 대한 더 많은 연구 촉구 

 

메릴랜드 주 베데스타, 2013 년 6월 18일/PRNewswire/ -- 요구르트 섭취와 그로 인한 건강개선의 연관성에 대

한 증거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과학자들은 요구르트 섭취와 점재적인 건강의 이점에 관한 과학적 연관성

을 찾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 중 이라고 말한다. 2013년 4월 24일 보스턴에서 요구르트의 건강효과에 

관한 제 1차 세계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요구르트의 건강적 효과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학

계 내 극복해야 할 연구격차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한 멀티미디어 자료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http://www.multivu.com/mnr/61206-american-society-nutrition-health-effects-yogurt-weight-chronic-disease  
 

요구르트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면서,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필수 영양소의 보고이자 활생균 같은, 인체

에 유익한 박테리아를 함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르트의 독특한 영양적 측면 때문에 뼈, 장 건강, 당뇨, 체

중조절, 암,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다양한 부분에 대한 요구르트의 영향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요구르트의 잠재적인 건강증진 효과에 대해 알려진 상당부분이 우유, 치즈를 포함한 유제품의 전반적인 섭취

에 대한 연구로 얻어진 결과이다. 특별히 요구르트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드물다. 

 

유제품 섭취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당뇨, 고혈압, 암[1],[2],[3]과 같은 일부 질병

발병의 위험감소와 연관이 있다. 특히, 발효유나 요구르트의 섭취는 방광암[3], 심장마비, 심장병의 발병위험 

감소 및 혈압감소[4],[5]와 연관이 있다. 

 

몇몇 연구에서는 요구르트 섭취로 체중조절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이 밝혀졌다. 12만여 미국 성인 3개 그룹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연구에서 요구르트, 과일, 채소, 통곡물을 섭취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체중증가를 늦추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중 요구르트가 체중증가를 늦추는데 단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6] 또 다른 연구

에서도 요구르트를 섭취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체중 및 허리둘레 증가를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7] 

 

셰론 M. 도노반 박사 겸 영양학자 겸 전 미국영양과학회(ASN)소장 이자 현 일리노이대학 영양학교수는 “요구

르트가 잠재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현재의 연구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개인 및 대중의 건강에 대한 

요구르트의 유익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이 이니셔티브에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 과 모르는 것을 문서화하여 미래 연구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

다.”라고 덧붙였다. 

 

레난 샤미르 의학박사 겸 교수 겸 다논국제연구소 소장은 “이번 회의로 우리는 힘을 얻었습니다. 논의가 더 풍

성해지기를 고대하며, 앞으로 과학행사에서 새로운 연구를 함께 공유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

다. 

 

이번 요구르트의 건강효과에 관한 제 1차 세계회의는 다년간에 이어 실행되고 있는 요구르트 영양 이니셔티브

(Yogurt in Nutrition Initiative, YINI)의 일환이다.  요구르트 영양 이니셔티브(Yogurt in Nutrition Initiative, YINI)

는 미국영양과학회, 다논국제연구소, 영국 영양과학회의 글로벌 협업이며, 요구르트의 영양학적 영향을 근거

로 한 현재의 증거들을 더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례과학회의와 그밖에 지원행사를 통해 새로운 연구

를 촉진하고 의료종사자들과 대중에게 새로운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 이니셔티브의 목표다. 

 

http://www.multivu.com/mnr/61206-american-society-nutrition-health-effects-yogurt-weight-chronic-disease


전문가들은 금번 회의에서 요구르트의, 특정한 건강상 이점을 연구할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건강한 식단에

서 유제품의 최적의 역할 및 어린이 노년층 등 특정집단에서 요구르트의 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의 낙농연

구소도 이번 초대회의에 함께 했다. 

 

www.nutrition.org/yogurt에 방문하면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미국영양과학회 

1928년 설립된 미국영양과학회(ASN)는 공공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영양연구를 촉진시키는데 앞장선 여러 학

문분야 종합적인 비영리, 과학, 교육단체다. 미국영양과학회는 영양학, 의학 및 관련 학문분야 연구원들의 협

업을 증진시키고, 영양학 관련 지식의 생성, 번역, 보급을 촉진한다. 65여 개국에 4,900여 회원을 둔 미국영양

과학회는 출판, 교육, 홍보, 회원대상 프로그램을 통해 영양학 연구와 실행의 탁월함을 더욱 발전시킨다. 

 

다논국제연구소 

다논국제연구소는 비영리조직으로 식단과 영양에 대한 지식을 개발하고 보급시킴으로 공공건강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 연구소는 연구 이니셔티브와 의료 및 교육종사자들을 위한 

식단, 영양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식단과 영양에 대한 정보를 일반대중에게 보급시키는 일에도 힘쓴

다. 

 

영양학회 

영양학회(NS)는 1941년 „영양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촉진하고 인간 및 동물의 건강유지를 위한 연구결과의 적

용‟을 위해 설립되었다. 전 세계에 영양과학의 개발, 보급, 증진을 주도하는 것에 당 학회의 비전을 두고 있으

며, 이를 위해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잡지 편찬, 과학회의 개최, 영양학에 관한 교과서 출판, 교육 및 훈련 서

비스 제공 등의 주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영국에서 설립된 당 학회는 전 세계적으로 2,800명을 두고 있으며, 

유럽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영양에 관한 학회이다. www.nutritionsociety.org에 방문하거나 

press@nutsoc.org.uk에 이메일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낙농연구소® 

낙농연구소는 미 낙농업 종사자들의 주도하에 영양, 낙농제품 및 지속가능성 연구에 대한 노력으로 창설되었

다. 낙농연구소는 501(c)(3) 비영리조직으로 전세계적으로 유제품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및 관련된 혁신을 일

으키기 위해 낙농산업의 기술적 연구에 및 투자강화를 위해 창설되었다.  당 연구소는 미 낙농 혁신센터®, 미

국 낙농 협회® 및 다른 파트너를 대행해 영양, 제품, 지속가능성의 사전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해 낙농업계, 학

계, 정부, 기업과 협력한다. 당 연구소는 주로 낙농경영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미국낙농조합비공제 프로그램

으로 재정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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