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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법을 한 뒤 3∼6개월 후에도 기존 체중의 10%도 감

시작하는 말

소되지 않으면 약물 치료를 시작한다.
비만을 정복하기 위해 1930년대부터 약물치료를 시

2) 비만 치료의 목표는 표준 체중까지로의 감량이

도해 왔으나 심각한 부작용들로 인해 약물이 사용되었

아니라 기존 체중의 5∼10% 정도만을 감소하여도 대

다가 사라지곤 했다. 그 비근한 예는 1980∼90년대 식

사적인 이득이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욕억제제로 서구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비만 시장을 석

3) 약물 치료는 비약물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으며

권하리라고 예상했던 fenfluramine, dexfenfluramine,

생활 습관 교정을 시행하면서 보조적으로 시행하여야

fenfluramine-phentermine의 경우, 복용했던 환자에서

한다.

심장판막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치명적
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자 1997년 미국 FDA에서 제
품을 수거하면서 운명을 다하게 되었다.

4) 비만 약물 치료는 반드시 의학적 감시 하에 이루
어져야 한다.
5) 약물 치료는 비만의 장기적 관리의 한 부분으로

그 뒤를 밟고 등장하여 1990년대 연구 결과들이 발표

이해되어야 하며 약물 치료의 이득과 비만의 위험성을

되면서 현재 비만 치료제의 양대 축을 이루는 약물들이

잘 저울질하여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신중하게

R
R
이른바, sibutramine (Reductil )와 orlistat (Xenical )

사용되어야 한다.

이다. 이 두 가지 약제는 FDA 승인을 받았으며 이미

6) 약물 치료는 모든 환자에서 효과가 동등하게 나

서구에서는 비만 치료를 위해 이들 처방이 보편화되었

타나는 것이 아니며 약물 치료를 하고 4주 후에도 2 kg

고 국내에서도 2001년도부터 처방이 가능하게 되었다.

도 감소되지 않으면 약에 대한 무반응자이므로 장기

비만의 약물치료에 대해 sibutramine과 orlistat를 중심

투여할 필요가 없다.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7) 약물 요법 시작 후 부작용에 대한 관찰은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약물 치료의 원칙

8) 여러 약제에 대한 병합 요법은 아직 연구가 충분
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단일 요법과 비교시 체중 감

비만 약물 치료가 현재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고 있지
만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1].

량 효과는 비슷하지만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 비만 치료를 위해 식사 조절, 운동 등의 비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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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armacology of Appetite Suppressant Agents[3]
Releasing
Agent

Agents
5-HT

Reuptake
Inhibitor

NA

DA

Phentermine

✔

✔

Dexamphetamine

✔

✔

Fenfluramine

✔

Dexfenfluramine

✔

5-HT

Fluoxetine

✔

Sertraline

✔

Sibutramine

✔

NA

DA

✔

9) 다른 만성 질환의 약물 치료에서와 마찬가지로

치료는 비약물 치료와 병행해야 하며 약물 치료를 한

비만 치료제의 경우에도 약을 중단하면 다시 체중이

다고 해도 행동 수정, 식사요법, 운동요법에 대해서는

증가할 수 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10) 비만 치료제는 비만을 완전히 없애는 약이 아니
며 체중에 대한 조절 및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

Sibutramine

다.

1. 약리 작용
Sibutramine은 β-phenylethylamine으로 1980년대에

약물 치료의 적응증

합성되어 처음에는 우울증 치료를 위한 항우울제로 개
비만이 에너지의 과다 섭취, 운동 부족 등 환경적인

발되었다. 연구 대상자들에게서 항우울 효과는 뚜렷하

요인에 의해서도 유발되지만 유전이나 생화학적 요인

지 않고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나자 1989년 방향을 전

에 의해서도 비만이 초래된다. 비만이 개인의 탐욕이

환하여 비만 치료제로 개발하였다.

나 게으름의 탓만은 아니며 생화학적 요인에 의해서

Sibutramine은 중추적으로 작용하여 신경 말단에서

비만해진 경우에는 식사요법, 운동만으로는 충분한 체

주로 serotonin (5-HT)과 noradrenaline (NA)의 재흡수

중 감량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게

를 억제함으로써(SNRI:serotonergic and noradrenergic

된다는 타당성이 성립된다.

reuptake inhibitor) 식욕을 저하시킨다 (Fig. 1). Dopa-

비만에서 약물 치료의 적응증은 서양인의 경우 체질

mine (DA)의 재흡수도 억제하지만 정도가 미미하다.

2
2
량지수가 30 kg/m 이상인 경우, 혹은 27 kg/m 이상

신경 말단에서 fenfluramine이나 dexfenfluramine과는

이면서 심혈관계 합병증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

달리 neurotransmitter들을 유리시키지 않으며 monoa-

증)이나 수면중 무호흡증이 동반된 경우에 시도한다.

mine oxidase 활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Table 1).

2
아시아인에서는 체질량지수가 25 kg/m 이상인 경우,

Sibutramine은 5-HT와 NA의 활성을 촉진시킬 뿐

2

혹은 23 kg/m 이상이면서 위와 같은 합병증이 동반된

만 아니라 β-adrenoreceptor, α-adrenoreceptor, 5HT2A/

경우에 시도한다[2]. 소아, 임신부, 수유부, 뇌졸중, 심

2C-receptor의 활성도 증가시켜 체중 감소 효과를 나

근경색증, 중증 간장애, 신장애,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타낸다. 식욕 억제 효과는 noradrenergic agent에서 나

있는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약물

타나는 정도와 serotonergic agent에서 나타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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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amine

Reuptake
Inhibition

Monoamines:
Noradrenaline
Serotonin
Dopamine

Synaptic cleft

Fig. 1. Mechanism of action of sibutramine

Table 2. Pharmacokinetic Parameters of Sibutramine[5]
Parameter

Value

Bioavailability (%)

77

Time to achieve maximum concentration (h)

1.2

Clearance (L/h)

1750
a

c

97a, 94b,c

Plasma protein binding (%)
Hepatic metabolism
a

b

1.1 , 14 , 16

Half-life (h)

CYP3A4

b

c

Parent compound, Metabolite 1 (M1), Metabolite 2 (M2)

를 합친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4]. Sibutramine은 dexam-

2. 약동학[5]

phetamine이 비정상정인 식욕 억제를 유도하는 것에
비해 자연스런 생리적 포만 기전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식욕을 억제한다. Sibutramine은 에너지 섭취 감소의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 촉진 효과도 있
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갈색 지방세포의 교감신경 중
β3-adrenergic 수용체를 항진시킴으로써 열생산을 증
가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체온 상승, 산소 섭취 증가,

1) 흡수 및 분포
Sibutramine의 생체이용률은 77% 정도 되며, 음식
섭취는 sibutramine 흡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Sibutramine과 활성 대사 물질인 M1, M2는 혈장
단백질과 각각 97%, 94% 결합하며, 최대 농도는 1.2시
간 후에 이루어지고 청소율은 1750 L/h이다 (Table 2).

포도당 이용 및 근육 활성의 증가 등을 통해서 나타나
고 있다. Sibutramine은 에너지 균형에 있어 섭취 억제
와 소비 증가라는 기전 모두에 작용하여 체중 감량의
효과를 나타낸다.

2) 대사 및 제거
Sibutramine은 주로 CYP3A4 isoenzyme에 의해 간
에서 대사된다. Sibutramine은 demethylation되어 두
가지 활성 형태인 M1과 M2로 전환되며 hydroxy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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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conjugation을 거쳐 M5, M6로 변한다. Sibutramine,

가 10% 이상의 체중 감소를 유지하였다[9]. 2년 동안

M1, M2의 반감기는 각각 1.1, 14, 16시간이며 활성

복용했을 때 허리둘레가 치료군에서 8.5 cm, 위약군에

물질이 혈장 농도에 일정 수준으로 도달하기 까지는 4일

서 4.8 cm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정도 걸린다. Sibutramine과 M1, M2는 간에서 제거되

났다[9]. 국내 연구로는 12주의 다기관 이중 맹검 위약

며 비활성 대사물질은 소변과 대변을 통해 85% 배설

-대조군 임상 시험을 통해 위약군에서 1.54 kg 감소한

된다 (Table 2).

반면, 치료군에서 5.92 kg 감소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후 기존 체중의 5% 이상 체

3) 특수 집단에서의 대사

중이 감소한 경우가 위약군에서는 13%인 반면, 치료

신장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비활성 대사물질의

군에서는 68%로 나타났다[10].

농도가 2.8∼11.0 배까지 증가할 수 있어 신질환이 심
한 경우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간기능에 문제가

2) 심혈관 위험인자에 미치는 영향

있는 경우 활성 물질인 M1과 M2의 AUC (area under

Sibutramine을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혈압을 제외

the curve)가 24%까지 증가할 수 있어 심한 간질환이

한 심혈관 위험 인자에 대해서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

있는 경우에도 복용을 제한해야 한다. 연령에 따른 대

다. 2년 동안 복용했을 때 중성지방, VLDL-C, 인슐린,

사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 노인에서도 통

C-pepetide 및 요산이 위약군에서는 치료 전과 유의한

상 복용량을 권장할 수 있다.

차이가 없었던 것에 비해 치료군에서는 현저하게 감소
되는 효과를 보였다[9]. LDL-C는 치료 전과 복용 후

3. 임상 시험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HDL-C는 2년 동안 복용했을

1) 체중 감량 효과

때 위약군에 비해 치료군에서 유의하게 더 많이 증가

Sibutramine 복용 1년 후 위약군에서는 치료 전 체

하는 소견을 보였다[9].

중의 1.3%, 10 mg군에서는 5.5%, 15 mg군에서는 7.2%

Sibutramine은 noradrenergic 효과가 있어 혈압과

의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6]. 용량-의존적인 효과

맥박을 상승시킬 수 있다.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평

를 나타내 24주 복용 후 체중 감소가 위약군에서는

균 1∼3 mmHg, 맥박을 4∼5회/분 상승시킨다[7,11,12].

1.2%, 1 mg군에서는 2.7%, 5 mg군에서는 3.9%, 10 mg

치료 전보다 수축기 혈압이 15 mmHg 이상 증가한 경

군에서는 6.1%, 15 mg군에서는 7.4%, 20 mg군에서는

우가 치료군에서 6∼13%, 위약군에서 9%, 이완기 혈

8.8%, 30 mg군에서는 9.4% 감소를 보인다[7]. 기존

압이 10 mmHg 이상 증가한 경우가 치료군에서 10∼

체중의 5% 이상 감소한 경우가 10 mg군에서는 59.6%,

15%, 위약군에서 7%였고, 맥박이 1분당 10회 이상

15 mg군에서는 67.3%, 20 mg군에서는 71.9%, 30 mg

증가한 경우가 16∼28%, 위약군에서 12%로 나타났

군에서는 77.2%이며, 10% 이상 감소한 경우가 10 mg

다. 혈압 상승 (≥160 mmHg or ≥95 mmHg)으로 인

군에서는 17.2%, 15 mg군에서는 34.7%, 20 mg군에서

해 약물을 중단한 경우는 치료군 0.4%, 위약군 0.4%,

는 38.5%, 30 mg군에서는 45.5%로 나타났다[7].

빈맥 (≥100/분)으로 중단한 경우는 0.4%, 0.1%로 나

체중 감량 감량 효과는 6개월에 최대에 달하며 2년

타나[13] 임상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약물치료

까지의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무반응군을 치료 전 체

에 의한 체중 감량으로 혈압이 조절될 수 있다. 혈압이

중의 1%도 감소되지 않은 경우로 정의했을 때 위약군

높은 환자에게는 세심한 관찰을 해야 하고 혈압이 지

에서는 39%, 치료군에서는 11%로 나타났으며, 무반

속적으로 높거나 빈맥으로 환자가 불편해 하면 용량을

응군에서는 약물 투여를 지속하여도 체중 감소는 나타

줄이던지 중단해야 한다.

나지 않았다[8]. 2년 치료 후 감량 유지 효과를 보면

4. 부작용

위약군에서 47%, 치료군에서 71%가 5% 이상의 체중
감소를 유지하였고, 위약군에서 22%, 치료군에서 51%

부작용으로 두통(30.3%), 입마름(17.2%), 식욕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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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dverse Effects Treated with Sibutramine Compared with
Placebo[5]
Adverse effects

Siburtamine (%)

Placebo (%)

Headache

30.3

18.6

Dry mouth

17.2

4.2

Anorexia

13.0

3.5

Constipation

11.5

6.0

Insomnia

10.7

4.5

Increased appetite

8.7

2.7

Dizziness

7.0

3.4

Asthenia

5.9

5.3

Nausea

5.9

2.8

Nervousness

5.2

2.9

Dyspepsia

5.0

2.6

(13.0%), 변비(11.5%), 불면 (10.7%), 어지러움(7.0%)

직하다[13]. 항고혈압제, 혈당저하제, 지질저하제와 같

을 나타내며 (Table 3) 치료 중단율은 치료군 8.9%, 위

이 복용해도 무방하며, 알코올, 경구용 피임약과 함께

약군 6.3%로 알려지고 있다[13]. 5∼15 mg 복용시 15

복용했을 때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mmHg 이상 수축기 혈압이 상승된 경우가 6∼13%, 10

6. 용법

mmHg 이상 이완기 혈압이 상승된 경우가 15∼20%,
1분에 10회 이상 맥박이 증가된 경우가 16∼28%로

Sibutramine은 활성화 대사물질의 반감기가 14∼16
시간으로 비교적 길기 때문에 10∼15 mg을 1일 1회

나타났다.
Fenfluramine-phentermine에서 문제가 되었던 심장

식사와 무관하게 하루 중 언제나 복용할 수 있다. 처음

판막질환의 발생이 sibutramine의 경우 치료군에서

에 10 mg으로 시작하여 4주 후에 체중 감소가 잘 나

1.4%, 위약군에서 2.6%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타나지 않으면 15 mg으로 증량할 수 있고 10 mg으로

밝혀졌고[14], 폐성 고혈압에 대한 부작용은 아직까지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5mg으로 줄일 수 있

보고되지 않았다. 남용의 위험은 적어 schedule IV에

다[13] (국내에서는 10 mg, 15 mg만 시판될 예정). 15 mg

속하며 내성 및 의존 여부는 미약하다[13].

으로 증량, 4주 후에도 체중 감소가 2 kg 미만으로 나
타나는 경우에는 순응도 및 2차성 비만에 대한 재평가

5. 약물 상호 작용

를 해야 하며, sibutramine에 대한 무반응자일 수 있으

MAO 억제제나 SSRI 제제와도 병용하지 말아야 하

므로 더 이상의 지속 투여를 권고하지 않는다. 다른 비

며, 다른 serotonergic agent인 sumatriptan succinate,

만치료제와 병용하는 것은 유효성 및 안정성에 대해

dihydroergotamine,

아직은 충분한 근거가 없어 권장되고 있지 않은 실정

dextromethorphan,

meperidine,

pentazocine, fentanyl, lithium, tryptophan 등과 같이

이다.

사용했을 경우 드물지만 심각한 serotonin syndrome을
유발할 수 있어 2주 간격을 두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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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osal cell

Intestinal lumen

Lymphatics

TG
GI lipase +
Xenical

FA
FFA

MG
MG
Bile acids

Micelle
TG : Triglyceride
MG : Monoglyceride
FFA : Free fatty acid
FA : Fatty acid

30% not absorbed

Fig. 2. Mechanism of Action of Orlistat

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섭취한 지방의 약 30% 정

7. 금기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심부전, 부정맥, 조절되지 않
는 고혈압, 신장애, 간장애, 경련성 질환, 파킨슨, 녹내

도는 흡수하지 않고 배설시킴으로써 체중 감량을 유도
하게 된다[15] (Fig. 2).
16)

장, 신경성 식욕부진증, 과민 반응을 보이는 환자에게

2. 약동학

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임산부, 수유부, 소아에게도
권장되지 않는다.

1) 흡수 및 분포
Orlistat의 전신적인 흡수는 미약하다. 360 mg 1회
복용시 혈장 최대 농도에 이르는 시간은 2∼4시간이며

Orlistat

혈장에 머무르는 농도는 2 μg/L 이하이다 (Table 4).

1. 약리작용
Orlistat는 streptomyces toxytricini에 의해 생성된
lipstatin의 화학적 유도체로서 tetrahydrolipstatin으로 개
발되었다. Orlistat는 gastro-pancreatico-intestinal lipase
를 억제하여 섭취한 지방의 소화와 흡수를 억제한다.
장내로 들어 온 중성지방은 원래 lipase에 의해 유리지
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시 담즙산과 결합하여 미셀을 형성하여 장 점막으로
흡수되게 된다. Orlistat는 구조적으로 중성지방과 유
사하므로 orlistat가 장내로 들어오게 되면 lipase의 활
성 부위에 부착하여 중성지방의 가수분해를 방해하게
되며 소화되지 않은 중성지방이 대변으로 배설되게 된
다. 위장관계에서 다른 효소에는 작용하지 않고 lipase

2) 대사 및 제거
Orlistat는 β-lactone ring의 hydrolysis를 거쳐 M1을
형성하고 M1이 연속적으로 ester hydrolysis를 거치게
되어 M3를 형성한다. M1과 M3는 혈장에서 대사되지
않은 orlistat의 모체보다 각각 20∼25배, 30∼40배 높
은 농도를 보인다. 다른 대사 물질인 M9, M13, M13glucuronic acid conjugate는 복용 후 24시간 후 소변
으로 배설된다. M1은 2시간 정도의 짧은 반감기를 나
타내며 M3는 M1보다 좀 더 오래 혈장 내에 머무른다.
소변으로의 제거는 1.13∼1.53%이고 대변으로의 제
거는 약 97%에 이르며 이 중 약 83%가 intact orlistat
의 형태다. 전신적인 흡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신기능
혹은 간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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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harmacokinetic Parameters of Orlistat 120 mg 3 Times Daily
Parameter

Value

Bioavailability (%)

<1

Maximum plasma concentration (μg/L)

0.2∼8.3

Time to achieve maximum concentration (h)

2∼4

Half-life (h)

1∼2

Major metabolic pathway

β-lactone ring hydrolysis (M1)
Ester hydrolysis (M3)
β-oxidation (M9, M13, M13-GA*)

Excretion (%)

Faces 97% (83% intact orlistat)
Urine <2 (including metabolites)

*GA: Glucuronic acid

않는다 (Table 4).

료군에서 7.4 cm, 위약군에서 4.2 cm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

3) 특수 집단에서의 대사
Orlistat는 전신적인 흡수가 미약하기 때문에 신기

2) 심혈관 위험인자에 미치는 영향

능, 간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에서의 대사도 정상 기능

여러 연구에서 orlistat 복용 후 심혈관 위험 인자 개

을 보이는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 효과를 보였다[17∼24]. 2년 동안의 복용 후 수축

환자들에서도 orlistat의 용량을 줄이거나 조절할 필요

기 및 이완기 혈압이 위약군보다 치료 후 유의하게 감

없이 복용할 수 있다.

소되는 것을 보였다[18]. 혈청 지질을 개선시키는 효
과가 있어 혈중 총콜레스테롤은 치료군에서 10.1%,

1. 임상 시험

위약군에서 4.6% 감소, LDL-콜레스테롤은 치료군에

1) 체중 감량 효과

서 12.6%, 위약군에서 5.2% 감소되어 유의한 차이가

용량-의존적인 효과가 있으며 120 mg을 3회 사용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이러한 LDL-콜레스테롤의

을 때 최대 효과가 나타나 일일 50 g까지 지방을 배설

감소 효과는 체중 감소와는 독립적으로 일어나 비록

하게 된다. Orlistat 복용 1년 후 치료군에서는 치료 전

체중 감소 정도가 유사하다고 할지라도 위약군에 비해

체중의 10.2%, 위약군에서는 6.1%의 체중 감소 효과

서 치료군에서의 LDL-콜레스테롤의 감소 효과가 현저

가 나타났고, 기존 체중에서 5% 이상 감소한 경우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25].

치료군 68.5%, 위약군 49.2%, 10% 이상 감소한 경우

공복시 혈당도 위약군에서 증가한 반면 치료군에서

가 치료군 38.8%, 위약군 17.6%으로 나타났다[17]. 2년

감소하였으며 혈청 인슐린 농도도 위약군에서 증가한

복용 결과를 보면 치료군에서는 치료 전 체중의 7.6%,

반면 치료군에서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17].

위약군에서는 4.5%의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났고, 기

당뇨병 혹은 당불내인성을 보이는 환자가 정상 혈당으

존 체중에서 10% 이상 감소한 경우가 치료군 34.1%,

로 돌아간 경우가 위약군에 비해 치료군에서 더 많아

위약군 17.5%였다. 복용이 끝난 후 치료군에서는 감

혈당 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정상 혈당 혹은 당불내인

소된 체중의 26%가 증가한데 비해, 위약군에서는 52%

성 경우에서 당뇨병으로의 발현이 위약군에서보다 치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7]. 허리둘레를 감소시키

료군에서 더 적어 당뇨병으로의 진전을 예방하는 효과

는 효과도 있어 1년 동안 복용했을 때 허리둘레가 치

를 보였다[26]. 또한 sulfonylurea를 복용하던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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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dverse Effects Treated with Orlistat Compared with Placebo[24]
Adverse effects

Orlistat (%)

Placebo (%)

Fecal urgency

25.2

6.6

Oily spotting

24.3

1.4

Fatty stool

23.8

3.3

Flatus with discharge

18.1

2.4

Oily evacuation

11.0

0.0

Increase defecation

11.0

1.9

Fecal incontinence

6.7

0.9

환자에서 치료 후 용량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었다

있다. 병용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

[27].

어 β-carotene의 흡수를 약 30%, 비타민 E의 흡수를
약 60% 감소시킨다[25].

3) 부작용

3. 용법

전신적인 부작용은 적으며 부작용은 주로 소화기계
에 국한된다. 2년 간의 복용 중에 fecal urgency

Orlistat는 120 mg을 3회 식사 직후 혹은 1시간 이

(25.2%), oily spotting (24.3%), fatty stool (23.8%),

내에 복용하도록 한다. 임상시험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flatus with discharge (18.1%), oily evacuation (11.0%),

는 않았지만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 감소를 염려하여

increase defecation (11.0%) fecal incontinence (6.7%),

복합 비타민제를 취침 전 혹은 orlistat 복용과 2시간의

rectal discomfort (5.2%)를 나타내며 치료 중단율은

간격을 두고 복용할 것을 권장한다[25].

치료군 8.8%, 위약군 5.0%로 알려지고 있다[24]. 이러

4. 금기

한 부작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며 지방 섭취가
많을수록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만성흡수불량, 담즙울혈, 과민 반응을 나타내는 환
자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임산부, 수유부, 소아에게

서는 지방 섭취를 줄여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일부 지용성 비타민과 β-carotene의 혈중 농도를 저

도 권장되지 않는다.

하시키지만 복용한 대부분의 경우 정상 혈중 농도를

맺는 말

유지하였고[17∼24] 이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비만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인류를 위협하는 수준에

2. 약물 상호 작용

이르게 되면서 비만 치료에 대한 파라다임이 변하고

다른 약제들과의 상호 작용은 미미하여 digoxin,

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과 같이 그 정도가

wafarin, phenytoin, amitriptyline 등과 같이 복용하여도

경한 경우에는 식사요법, 운동을 근간으로 하는 비약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대부분의 항고혈압제, 혈

물요법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비약물요법으로도 호

당저하제, 지질저하제, 경구용 피임약, 알코올과 같이

전되지 않거나 비만의 정도가 심한 고도 비만에서는

복용해도 무방하다[25]. Pravastatin과 병용시 pravas-

약물치료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만 치료의

tatin의 혈중 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임상적으로 크게

목표는 정상 체중으로의 감량이 아니며 기존 체중의

문제되지는 않으며 cyclosporin의 흡수를 억제시킬 수

5∼10% 정도만을 감소하여도 대사적인 이득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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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trategies for Molecules Targeted Against Obesity
Target system
Food intake-Central

Potential therapeutic strategies
Monoamines

Noradrenergic
Serotonergic
Dopaminergic
Histaminergic
Leptin
NPY (Neuropeptide-Y)
AGRP (Agouti-related protein)
POMC (Pro-opiomelanocortin)
α-MSH (α-Melanocyte-stimulating hormone)
MCH (Melanin-concentrating hormone)
CART (Cocaine&amphetamine-regulated transcript)

Neuropeptides

Food intake-Peripheral

Fat absorption
Fat metabolism
Thermogenesis

GI peptides

CCK (Cholecystokinin)

Pancreatic peptides

GLP-1 (Glucagon-like peptide-1)
Enterostatin

Lipase inhibitors
Fatty acid transporters
DGAT (Diacylglycerol acyl CoA transferase)
Adipocyte differentiation
β3-adrenergic agonists
UCPs (Uncoupling proteins)

를 볼 수 있음을 환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Med 119:707-713, 1993

최근 비만과 관련된 유전자 구조들과 이들이 작용하

4. Stock MJ: Sibutramine: a review of the phar-

는 경로들이 밝혀지면서 이들을 타겟으로 한 약제의

macology of a novel anti-obesity agent. Int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비만 관련 유전자별 약

Obes 21(Suppl 1):25-29, 1997

물 치료의 전략에 대해 Table 6에 소개되어 있다[28].

5. Luque CA, Rey JA: Sibutramine: a serotonin-

비만 치료도 머지 않아 장기적으로 복용해도 안전하고

norepinephrine

효과 좋은 약제들이 대거 등장해 비만 환자 개개인에

treatment

게 적절한 약제를 선택해서 치료할 수 있게 되기를 기

33:968-978, 1999

대해 본다.

of

reuptake-inhibitor
obesity.

Ann

for

the

pharmacother

6. Jones SP, Smith IG, Kelly, F, Gray JA: Longterm weight loss with sibutramine. Int J Obes
19(Suppl 2):41,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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