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질병의 위험성 낮추려면 오메가-3 섭취량 늘려야”

- 오메가-3섭취의 중요성 알려주는 웹사이트 오픈

최근 서구식 패스트푸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영양불균형으로 인한 비만이나 콜레스테롤 수
치 증가와 함께 신진대사와 관련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아시아 최초로 식습관에
서의 오메가-3의 중요성을 조명하기 위한 연구기관인 ‘오메가-3 아카데미 아시아(The Omega-3
Academy Asia, www.omega3academy.com/kr)’가 설립됐다.
오메가-3 아카데미 아시아는 오메가-3에 대한 아시아 지역 소비자들의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
한 전문기구로, 최근 동양인들의 식습관에서 오메가-3 섭취가 감소함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
영향을 조사하고, 오메가-3 섭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점을 알리고자 설립됐다. 한국을
포함해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의 임상영양학, 심장내과, 가정의학, 당뇨, 식품영양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문가 패널로 구성되었으며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사노피에서 후원한다.
오메가-3 아카데미 아시아는 첫 프로젝트로 온라인 웹사이트에 (www.omega3academy.com/kr) 자료
센터를 오픈 했다. 이 사이트는 헬스케어 전문가들을 통해 오메가-3의 긍정적인 효능을 알리는 동시
에 태국과 필리핀 등 주요 아시아 지역의 국가별 개인별 오메가-3 섭취량에 대한 측정방법 등의 정
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아시아 지역 소비자들과 헬스케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피쉬오일
과 오메가-3 효능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메가-3 아카데미 아시아 이사장이자 호주 디킨대 약학대학 영양과학과 학과장인 앤드류 싱클레어
(Andrew Sinclair) 교수는 “현대 동양인의 식습관은 ‘편리성’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육류 등을 통한
포화지방 섭취량은 증가하고 생선 섭취량은 줄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식사를 통한 오메가-3 섭취량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관상동맥성 심장질환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들을 동시
에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동양인의 식생활 변화를 지적하며 “최근 오메가-3가 심장건
강, 관절질환, 두뇌발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여러 임상자료들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다
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장
한다”고 말한다.
앞으로 아시아에서 더 많은 임상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처럼 오메가-3 섭취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지역의 오메가-3 섭취량은 하루 권장량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한국
인들은 오메가-3가 관절 및 심장건강 등 인체의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체에 유용한 형태의 오메가-3 성분인 EPA와 DHA로의 전환율이 낮
은 식물성 오메가-3인 들깨유 등의 섭취량이 높다.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박용순 교수는 “식품을 조리할 때 지나친 열은 오메가-3 지방산을 불안정
하게 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는 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오메가-3지방산을 섭취해야 하는지 잘 모
르고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정보 교육이 시급하다.”며 오메가-3 아카데미 아시아를 설립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현재 아시아에는 오메가-3 지방산 섭취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특히 생선과 어
유의 섭취량은 거주지역과 주식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메가-3 아카데미 아시아는
해당 지역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현재의 데이터를 보강할 것 ” 이라며, “ 소비자들은 온라인 자료센터
(www.omega3academy.com/kr)를 통해 오메가-3 지방산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