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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 세계적으로 비만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고, 비만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국가적으로 치료와 예
방에 관심을 쏟고 있지만, 비만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만치료 방법에는 운동요법, 상담, 약물요법 등
비수술적 치료법과 수술이 있다. 이중 동반 질환이 문제를 일으키고 삶에 질에 문제가 생기는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은 현재까지는 수술이다. 효과, 합병증, 장기 관찰결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재 사용되는 대표적인 수술
법은 위밴드술, 위 우회술이다. 더욱이 이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가능하게 되어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은 더욱 줄어
들고, 효과는 개복하였을 때와 대등한 결과를 얻고 있다. 비만치료의 목적은 체중감소에 있지만, 이를 통해 많은
동반 질환이 개선되고, 이데 따라 삶의 질이 정상인에 가깝게 개선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비만수술은 술기나 기구의 발달로 점차로 안전해지고 장기 합병증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지식도 늘어나 환자관
리 방법도 적절하고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게다가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의 사망률과 수술 후 사망률을 비교해
도 수술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우리나라에서 비만수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반인과 의사들에게 부정적이다. 한국에서 비만수술은 아직까지
흔치 않은 수술이고, 따라서 수술성적을 논하기엔 이르지만, 서구의 상황과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다. 우리나라의 비만상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아직 없어서 수술의 적응증을 말할 수는 없지만 서구에 비해 낮은
BMI의 환자가 대상이 되리라는 예상은 할 수 있을 것이고, 적응증이 되는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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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를 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론

나서서 비만연구, 예방, 치료를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비
전 세계적으로 비만인구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익히

만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매우 적극적으로 다루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지난 20여년간 비만인구는 폭발적으

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비만율이 높지는 않지만, 도

로 늘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

시 청소년의 비만율은 서구에 거의 근접해가고 있어 얼마

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비만이 단지 체질이나, 외모

후에는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하지만, 서구에

의 문제가 아니라 질환이라는 것은 이제는 일반인도 인식하

비해 비율이 낮은 지금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드물지 않

게 되었고, 따라서 비만의 예방, 관리, 치료에 전 세계가 나

게 만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고 있다. 비만 치료에 있어서 많은 시도와 착오, 경험, 연

이렇게 전 세계적인 관심이 되는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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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 상부위장관이 우회되어 음식이 통과하지 않는 수술의 경

효과를 내고 있지는 않다. 비만의 치료 방법은 다양하지만,

우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0)

소위 고도비만이라고 하는 환자들에서 효과적인 방법은 수

우리나라에서도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환자와 의

술적 치료다. 현재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환자가 1억명

사가 인식하게 되면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점차 많

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을 정도이고, 비만으로 인한 사회

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시행한 수술의 건수가 적

경제적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 액수에 이르고 있다. 과거엔

고, 연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어 국내의 수술적

비만이 잘 먹어서 생기는 것이라고 했었지만 현재는 값이

결과에 대해 말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서구에서

싸고 고탄수화물 식사를 많이 하게 되는 경제적 하류층에서

연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술의 술기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수술의 결과와 합병증, 적용 대상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비

우리나라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분명 비만인구는 증가하

만 수술법과 그 결과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고 있고, 수술을 요하는 이른바 고도비만 환자의 수도 급속
히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6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비만치료의 방법

에서 '비만은 체질이 아니라 질병입니다.'라는 구호를 사용
1)
할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에 정백근 등 의 보고에 의하면

비만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은 환자 자신뿐 아니라, 의사,

우리나라에서 비만으로 인한 비용이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

사회, 정부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했을 때 1조 8천억이며, 주로 사망과 동반 질환으로 인한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을 분류해보면, 식사요법, 운동요법,

비용만을 추산한 것이라 보고하였다. 실제 조사에서 제외된

행동치료, 약물치료 등이 있고, 수술적 치료가 있다. 크게

청소년과 병원을 찾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

분류해서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누어 볼 때 비

하는 인구를 생각하면 훨씬 많은 비용을 소모하고 있다고

수술적 치료는 감량효과로 보면 약 10% 내외, 즉 BMI로는

생각한다.

2
3~5 kg/m 정도 감소하는 정도로 평가되며, 더구나 그 효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비만이 늘어나면서 수술적 치료도

의 지속성을 볼 때 장기적 효과는 거의 얻지 못하고 체중감
11,12)

반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를 곧바로 우리나라에

소 후 1~2년만에 다시 원래 체중으로 증가한다.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미국의 경우를 보면, 1998

수술적 치료는 효과의 지속성에서 평생갈 수 있으며, 효과

년에 13,386건의 비만수술이 시행되었는데, 2004년엔 121,055

의 정도는 체중감량이 30%

2)

초과체중 감량률

(Excessive Weight Loss : EWL)은 60~100%, BMI 감소는

건으로 6년만에 8배가 증가하였다.

비만수술이 증가한 것은 우선, 현재 비만률이 1980년대
3-5)

내외,

10 kg/m2 이상에 이르는 등 효과가 월등하다. 수술적 치료

비만 정도를 낮추는

와 비수술적 치료를 비교한 대규모, 전향적 무작위 연구는

것이 동반 질환을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없다. 그러한 연구는 연구를 위한 동의서를 받고, 이런 목적

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다는 것과,
6-8)

그리고 고도비만에서 수술만이 장기간 효과적이라는

의 연구를 지원하고, IRB의 인가를 받고, 실제로 환자들이

것이 요인이라 하겠으며, 비만을 질환으로 정의하고 보험지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를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

급을 한 것이 중요한 요인이다.

인다.

것,

13)

1991년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가 비만의 수

하지만, 많은 연구들이 수술적 치료의 효과와 동반

질환 개선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다.14-17)

술적 치료에 대한 consensus conference를 열었고, 여기에

대규모 전향적 코호트 연구로는 SOS trial (Swedish Obese

서 자신의 건강을 위협할 만큼 심한 비만상태의 환자에게

Subject trial)이 있는데, 4,04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비수술

9)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게 되었는데 , 수술이

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받은 두 코호트에서 체중 감소, 동

2

필요한 대상은 BMI 40 kg/m 이상, 또는 BMI 35 kg/m

2

18,19)

반 질환, 사망률 등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2년 후

이상이면서 당뇨병,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등 동반 질환을

체중은 수술군이 23.4%의 감소한 반면, 비수술군에서는

가진 환자로 과거에 비수술적 치료에 실패한 경우를 적응증

0.1% 증가하였고, 10년 후엔 수술군이 16.1% 감소, 비수술

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위 우회술과 수직밴드 위성형술을

군이 1.6% 증가하였으며,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개

적절한 수술법으로 지정하였다.

선도 수술적 치료군이 월등히 좋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비만치료의 목적은 비만으로 인한 사망률, 동반 질환 이

비만의 동반 질환 중 많은 질환이 소위 대사증후군(Metabolic

20)

이런 목적을 이루는데 얼마 정

Syndrome)에 해당하며 체중감소와 함께 동반 질환 개선이

환율의 감소라 할 것이다.

비만치료의 목적인데, 최근에는 비만도가 높지 않으면서 대

도의 감량이 필요한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으나, 수

사증후군을 가진 환자, 특히 당뇨병 환자에서 장의 해부학

술로 충분한 체중감량이 되면,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

적 구조에 변화를 주는 수술로 당뇨병을 개선시킬 수 있다

다. 사망률을 낮추고, 동반 질환을 없애는 효과의 면에서 볼

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흡수장애 술식과 같

때, 소위 고도비만이라는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법은 수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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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술적 치료가 체중감소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술의 형태로 교정술을 받았다.

은 식사량 감소이며, 흡수장애를 유도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23)

3. 위장분할술(Gastric Partitioning)

효과를 높이려 하는 것이다. 동반 질환의 개선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체중감소, 체내지방 감소, 해부학적 변화

위장의 근위부를 일부만 남기고 막아 음식섭취량을 줄이

로 인한 GLP-1, Peptide YY 등 장호르몬의 변화 등이 혈당

려는 수술법이었다. 하지만 일부만 막으려고 사용한 staple

21)

이 파열되어 작게 만들어놓은 음식통로가 넓어지거나 분할

조절, 식욕감소 등과 더불어 작용하게 된다.

되어 작게 만든 위의 근위부가 늘어나 체중감량효과가 없어
24)
지는 경우가 많아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나 , 장을 수술하

수술방법

여 음식섭취를 제한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수
수술방법은 크게 제한수술(restrictive procedure)와 흡수

술법이었다.25)

장애 수술(malabsorptive procedure)로 나눌 수 있다. 현재

4. 수직밴드 위성형술
(Vertical Banded Gastroplasty: VBG, Fig. 2)

시행되고 있는 수술 중에 제한수술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위
밴드술(Gastric Banding: GB)을 들 수 있고, 흡수장애 수술

위장분할술이 실패한 점을 개선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

로 대표적인 것은 췌담류 전환술(Bilopancreatic Diversion:
BPD)을 들 수 있다. 위우회술(Roux en Y gastric bypass:

데, Fig.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Staple이 파열되는 것을 줄이

GBP)는 위의 근위부에 작은 위낭을 만들고, 공장의 대부분

는 것과 음식통과부분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의 바

을 우회시키는 것으로 이 두 술식의 중간쯤의 형태로서 그

깥에 약 1 cm 정도의 길이를 밴드로 감아주는 방법이다.

장단점을 함께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각각의 수술법은 그

이 수술법은 1980년대에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이었는데,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수술 후 관리방법에도 차이가 있으

장기적인 체중감량 효과가 떨어지고, 밴드와 관련된 합병증

며, 장기 합병증 발생 양상도 차이가 있다.

이 문제가 되어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밴드가 너무 헐겁

현재 사용하고 있은 술식을 설명하고 비교하기 앞서, 역

게 되었을 때는 체중감량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너무 조이

사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수술법을 먼

게 되면 음식통과가 어려워지고 이를 교정할 방법도 마땅한

저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비만수술의 이해에 도움이 되리

것이 없다. 그리고 밴드를 위치시킨 곳에 이물질반응으로

라 생각한다.

협착, 위벽침식, 천공이 발생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하지만 VGB는 80년대 많이 시행하였던 만큼, 결과와 합

1. Jaw Wiring
말 그대로 입을 열지 못하게 하여 음식섭취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제
거하면 체중이 다시 늘게 된다. 실제로 이 방법은 거의 사용
된 적이 없으며, 이를 통해 영구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
을 개발해야 하며, 이는 위장이나 소장을 이용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겠다.

2. 공장 회장 우회술(Jejunoileal Bypass, Fig. 1)
1960년대 여러 가지 변형된 우회수술법이 소개되었는데
60년대 말과 70년대 초에 많이 사용되었다. 근위부 공장에
서 바로 회장말단부에 연결을 하는 수술을 하여 단장증후군
(Short Bowel Syndrome)을 만들어 줌으로써 영양흡수 장애
가 생기게 하여 체중감소가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다. 전체
소장의 90~95%를 음식이 우회하도록 만들어주었는데, 체중
감량 효과는 매우 뛰어났으나, 많은 합병증과 이런 합병증
이 관련된 사망률로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수술법이 되었
22)

다.

특히 장기 합병증으로는 탈수, 전해질이상, 간부전, 신

장결석, 자가면역 질환 등이 매우 높은 비율로 발생하였다.
현재 이 수술을 받는 환자는 없고, 과거에 이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사망하였거나, 다시 원상태로 복원하거나 다른 수

Fig. 1. Jejunoileal by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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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증에 대한 연구가 잘 되어있고, 1991년 미국 NIH에서 공
식적으로 인정한 수술법이었으며, 후일 Adjustable Gastric
Band가 개발되게 하는 초석이 되었다. 이 수술을 역사 속의
수술로 분류하였으나, 복강경 수술로 이 수술이 가능하고,
VGB를 대치하여 개발된 위밴드술도 장기 합병증이 적지
27,28)

않다는 보고가 있어 현재도 적지만 시행되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수술법은 다양하나, 다음 네 가지만을 기
술하고자 한다. 적은 집단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아직 3년
이상의 장기결과를 알 수 없는 여러 수술은 여기서 제외하
였다.

1. 위 우회술(Gastric Bypass, Fig. 3)
1970년대 처음 개발되었을 당시엔 Fig. 3A와 같이 위를
분할하고, 소장을 루프형으로 연결하였는데, 분할부가 재관
통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서, Fig. 3B와 같이 분리시키
29)

게 되었다.

하지만 담즙역류로 인한 위식도염이 발생하면서, 루와이

Fig. 2. Vertical banded gastroplaty.

A

C

B

Fig. 3. Gastric by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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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x Y)술식을 적용하게 되어 현재와 같은 형식의 수술법

32,33)

으로 유리하다.

(Fig. 3C)으로 되었다. 루와이 술식은 담췌즙이 흘러나오는

2. 복강경 위밴드술(Laparoscopic Adjustable
Gastric Banding: LAGB, Fig. 4)

길과 음식이 내려오는 길을 분리시키고, 원위부에서 만나도
록 하여, 역류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위 우회술은 30년
이상의 역사를 거치면서 이런 큰 변형과 함께 여러 가지 작

이 수술도 위 우회술과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 복강경

은 변형과 개선이 이루어졌다. 우선, 소장에 연결되는 위장

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개복술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차이

(Gastric Pouch)의 크기는 약 20~30 cc가 적당하다. 루와이

가 없고, 단지 복강경수술의 장단점만이 차이가 있다. 밴드

로 분리된 음식의 길과 췌담즙의 길이 합쳐지기까지의 길이

의 내경에 풍선부분이 있어서 내경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도 수술의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선 췌담즙이 흘러

고안된 밴드를 위식도 경계부에서 약 1~2 cm 아래 위치시

가는 쪽의 길이는 30~60 cm이 적절하고, 음식이 흘러가는
쪽의 길이는 75~150 cm 정도가 적당하다. 길이를 길게 할
수록 체중감량효과는 커지지만, 대사성 합병증의 위험도도
2
높아지게 된다. BMI 50 kg/m 이상의 비만 환자에서는 이

길이를150 cm 이상 길게 만들게 된다.

30)

위 우회술은 효과

가 뛰어나고 수술의 합병증이 비교적 낮아, 비만 환자에서
표준술식(Gold Standard)로 인정받고 있다. 1990년대 미국
에서 VGB와 함께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었는데 VGB는 복
강경 위밴드술이 나온 이후에 없어지게 되었으나 위 우회술
은 80% 이상의 환자에 사용될 정도로 미국에서 표준 수술
로 자리 잡았다.

31)

현재 이 수술은 90% 이상에서 복강경수술로 하게 되는
데(LGBP), 수술 후 해부학적 변화가 원칙적으로 같기 때문
에 효과와 장기 합병증에서는 차이가 없고, 복강경수술의
장점인 수술 후 통증 감소, 폐합병증 감소, 일상생활 조기
복귀, 감염과 탈장의 감소 등등 많은 장점을 보이며, 특히
비만 환자이기 때문에 개복술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복강경
수술을 함으로써 극복되는 점이 많아 복강경 수술이 절대적

A.

Fig. 4. Adjustable gastric banding.

B

Fig. 5. Biliopancreatic bypass.
A. Biliopancreatic Diversion; B. Biliopancreatic Diversion with Duodenal Switch.

- 145 -

－ 대한비만학회지: 제 17 권 제 4 호 2008 －

켜서 위분문부에 약 30 cc의 위낭(gastric Pouch)가 만들어

술만으로도 다른 비만수술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보

지도록 하고 밴드의 내경에 있는 풍선부분과 연결된 포트를

고들이 있다.

34)

46,47)

국내에서도 한 등48,49)이 한국인의 식습관

과 관련해서 이 수술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특히 우

피하, 복벽에 고정한다.

조절가능(Adjustable)이란 밴드의 내경쪽에 풍선이 장치

리나라와 같이 위암의 발생률이 높은 경우, 위 우회술을 한

되어 있고, 피하에 고정한 포트에 생리식염수를 주입하면

환자들에서 내시경 등 위에 대한 검진이 어렵다는 문제가

풍선이 부풀어 오르면서 내경이 점차 좁아지게 되는 것을

생기므로 고려해 보아야 할 술식이다.

말한다. 이렇게 내경을 조절하여 비만 환자의 식사량을 조
절하게 된다. 따라서 VGB을 개선한 개념의 술식이지만,

복강경 수술의 장점

VGB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고, 체중감소에 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LAGB는 시술이 쉽고, 합병증이 표준술식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술은 대부분 복강경 수술로 시행

위 우회술보다 낮으며, 유럽 국가에서는 더 선호하고, 체중

되고 있다. 복강경 수술은 개복술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는

35,36)

하

수술법이다.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 상처가 매우 작고, 수

지만 체중감소 정도가 부족하고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밴드

술 관련 합병증이 줄어들고, 입원기간이 짧아지는 등의 일

감소 효과도 위 우회술과 거의 같다는 보고도 많다.
37)

반적 복강경 수술의 장점은 비만수술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

와 관련된 장기 합병증이 많다는 평가도 많다.

된다. 특히 비만 환자를 개복술을 하였을 때와 복강경수술

3. 췌담류 전환술(Biliopancratic Diversion
with or without Duodenal Switch:
BPD/DS Fig. 5)

을 비교할 경우는 일반 환자의 경우에 비해 장점이 더욱 두
드러진다. 즉 개복을 하게 되면 비만 환자의 경우 회복기간,
입원기간, 상처관련 합병증, 수술 관련 합병증 등등 거의 모

영양흡수를 저하시키기 위해 상당한 길이의 소장을 우회

든 위험성이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다. 더욱이 복강

시키는 점에서는 공장 회장 우회술과 같지만, 정체되는 소

경 수술은 개복술에 비해 수술 시 시야 확보가 더욱 용이하

장(blind loop)이 생기지 않도록 개발된 수술이다. 처음 개

고, 개복 및 폐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감소한다는 장점이

발되었을 때는 위 아전절제술을 하고, 루와이의 형식으로

있어 다른 수술에서 복강경의 장점을 말할 때 보다 훨씬 많

소장을 연결하는데, 양쪽 림(Limb)의 길이가 같도록 한다

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개복술과 비교해서 해부학

38)

(Fig. 5A).

이후 덤핑증후군 등의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39,40)

적 변화나 신체의 기능변화가 차이가 없고 장기관찰 결과에

,

50)
서도 효과에 차이가 없으며 , 탈장 등 수술창 관련 합병증

이는 위의 유문을 보존하면서 위를 절제하고, 십이지장에서

에서 복강경 수술이 우월하다.51) 2000년대 초에 일반인과

절단하여, 루와이로 소장에 연결하는 방법이다(Fig. 5B). 아

의사들이 비만수술이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러한 장점

직까지 미국에서는 그리 선호하지 않으며, BMI 60 이상의

들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십이지장 전환 술식(Duodenal Switch)를 추가하였는데

52)

41,42)

환자에서 주로 사용된다.

수술 결과의 비교

4. 위소매 절제술(Sleeve Gastrectomy)
음식 섬취량을 줄이기 위한 수술방법의 하나로 위의 소

비만수술의 목적은 체중감소에 있으며, 부수적 효과로 동

만부, 분문, 유문을 그대로 두고, 대만부만 절제하는 술식으

반 질환의 개선이다. 이런 효과를 비교하는데 있어서 체중

로 췌담류 전환술을 설명하는 Fig. 5B의 위장 상태와 동일

감소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현재

하며, 소장의 변화는 없다.

사용하는 척도는 %EWL (% of Excess Weight Loss =

비교적 좋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장기 추

[(Operative Follow-up Weight) / Operative Excess Weight]

적결과는 없어 새로운 수술법으로 자리잡기 보다는 수술 고

× 100)이다. 감소한 체중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비만이 심하

위험군, 초고도비만 환자 등에서 결정적 수술을 하기 전에

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엔 BMI 감소에 비해 체중감소가

우선 어느 정도의 체중감량을 유도하는 수술로서 인정받고

많게 보일 것이다. 반면에 EWL은 수술 전 BMI가 높을수록

43)

특히 췌담류 전환술은 심한 비만 환자에게 적용하

더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즉 기준 체중으로 사용하는 것

는데, 이들 환자는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아

2
2
이 BMI 25 kg/m 이므로 BMI 50 kg/m 이상인 환자를 수술

대부분 고위험군에 속하게 된다. 이런 경우 두 단계로 나누

한 경우에 %EWL은 더 높게 나타난다는 단점은 있다.12)

있다.

어 수술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선 위소매 절제술을 하여

각 수술법의 결과 및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무작위 전향
53)

체중감소와 동반 질환의 개선을 유도하고 나서, 수술의 위

적 연구를 한 경우는 거의 없다.

험도가 낮아지고, 체중감소로 수술이 더 용이해진 다음 결

은 비틀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

44,45)

정적 수술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에는 위소매 절제

따라서 선택비틀림 등 많

하다. 더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많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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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낮기 때문에 이런 비틀림 현상

35,42)

환자였다.

을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더하다.
54)
Buchwald 등 은 136개의 연구보고를 모아 22,094명의

체중 유지

환자를 Metaanalysis하여 수술법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였다.
VGB는 %EWL이 68.2%, LAGB는 47.5%이고, 수술 관련

비만수술을 하고 나서, 1년간은 체중감소가 진행되고, 감

사망률은 0.1%였고, 위 우회술은 %EWL이 61.6%, 수술 사

소한 체중이 잘 유지되지만, 이후에는 점차로 체중이 증가

망률 0.5%, 췌담류 전환술은 각각 70.1%, 1.1%였다고 보고

하게 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식이습관

하였다. 당뇨병의 개선률은 VGB, LAGB, 위 우회술, 췌담

의 변화다. 즉 수술 후 채소류, 고단백질 식이를 하던 비만

류 전환술의 순서로 각각, 71.6%, 47.9%, 83.7%, 98.9%로

환자들이 점차로 원래 즐기던 스낵류를 즐기게 된다.

보고하였고, 고혈압은 각각 85.4%, 70.8%, 87.2%, 75.1%,

음으로 끼니 중간에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먹는 습관이 다시

수면무호흡증은 90.7%, 68.0%, 94.8%, 71.2%로 보고하였

생기게 되는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다. 이런 습관이 생길

14)

62)

다

다. Maggard 등 은 147개의 연구보고를 metaanalysis하여,

수 있는 시점에 영양상담, 그룹미팅, 식사 일기 등의 방법으

체중감소 kg, 사망률, 합병증을 비교하였는데, 체중감소 kg

로 예방 및 교정을 해야 한다.

12)

은 효과를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으나, 췌담류 전환술, 위 우

동반 질환 개선 효과

회술, VGB, LAGB의 순이었고, 사망률은 같은 순서로
0.9%, 0.3%, 0.3%, 0.9%로 보고하였다.

비만 환자에서 수술받은 군과 대조군에서 동반 질환 및
비만관련 비용에 대한 연구에서 수술 받은 군의 상대적 위

체중 감소

험도가 암 76%, 심혈관 질환 82%, 내분비 질환 65%, 감염
비만수술의 체중감소 효과가 비수술적 치료에 비해 탁월

77%, 근골격계 질환 59%, 신경계 질환 39%, 호흡기계 질

위 우회술을 받은

환76%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63,64) 그리고 비만관련 비용

환자의 80%에서 수술 후 첫해에 60~80%의 EWL을 보이

을 병원입원, 외래방문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대조군

고, 장기적으로 20% 정도의 체중 증가로 50~60%의 EWL

이 1.5배 정도 높았다.

14,54,55)

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55)

MacLean 등56)은 274명의

당뇨병과 비만의 관련성은 매우 높아서 고도비만인 환자

환자 중 88.6%를 5.5년간 추적 관찰하였는데, Reinhold

가 당뇨병을 가질 상대적 위험성은 8,000%까지에 이를 수

classification (good or excellent; BMI < 35, or loss of

있다. 이 정도라고 하면, 상대적 위험성이라고 하기보다는

excess weight > 50%)을 기준으로 분석할 때, BMI 50 이

하나의 질환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며, Diabesity라는 용어

하의 환자에서는 93%가 만족하였지만, 50 이상의 환자에서

를 쓰기도 한다.

는 43%에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다.

극적이다. 대부분의 연구자가 비만수술 후 90% 정도, 또는

상태가 된 후 이를 유지한다.

위밴드술의 경우 두 건의 FDA trial이 있었는데, A trial

65)

당뇨병에 대한 비만수술의 효과도 매우

그 이상에서 당뇨병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66,67)

에서는 12개월에 EWL이 34.5%였고 2~3년에 그 체중을 유

특히 최근엔 당뇨병이 개선되는 시기가 수술 후 며칠 이

지하였고, B trial에서는 6개월 때 EWL이 27.2%, 12개월

내, 즉 체중감소가 별로 없는 시기에 생긴다는 것에 주목하

때 38.3%, 24개월에 46.6%, 36개월에 53.6%로 보고하였

였고,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음식이 십이지장을 우

57)

다.

유럽이나 호주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58-60)

LAGB후 EWL이 70%정도라고 하였다.

이런 차이는

회하는 것이 인슐린에 대한 체내 민감도를 증가시킨다고 하
68-70)

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Metabolic Surgery 또는

식사습관의 차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고열량 유동식을

Diabetic Surgery라는 용어를 만들어 낼 만큼 주목을 받고

즐기는 환자에서는 밴드가 음식섭취를 줄여주는 효과가 적

있는데, Rubino의 연구로 그 기전이 일부 밝혀지고, 새로운

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기 추적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가설이 나오면서 더욱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NIH에

도 한다. 즉 정기적인 추적검진을 잘 따르는 환자에서 효과

2
서 제시한 비만수술의 기준인 BMI 35 kg/m 가 안 되는 환

57)

가 뛰어나다.

LAGB와 LYGB를 비교한 Randomized

Controlled trial에서 5년 후에 LAGB군이 체중감소 효과가

자에서 당뇨병을 가지고 있을 경우 십이지장을 우회하는 수
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71-73)

비만수술은 현재 가지고 있는 당뇨병을 개선시킬 뿐 아

더 좋고, 수술 합병증과 장기 합병증 모두 낮다는 보고도 있

74)

61)

니라 당뇨병의 고위험군에서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췌담류 전환술은 체중감소가 위우회술보다 조금 더 많았

능이 떨어진 환자에서 2%만을 제외한 모든 환자가 비만수

다.

다. 1년 후 EWL이 75% 정도, 25년 후 70%로 유지되었는

내당

술을 받았을 경우 당뇨병이 발생하지 않았다.75)

데, 이들은 많은 비율의 환자가 BMI 50 이상의 초고도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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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75~90%가 개선이 되는데 당뇨병과는 달리 체중이 감
76)

소하면서 개선된다.

높아지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2,85)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60세 이상의 고령, 남자, 외과의의 경험 등이 중요

수면무호흡증은 수술을 받는 비만 환자에서 약 70%가
가지고 있다.77) 비만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아서 수면무호흡

한 요인이었고, 높은 BMI, 고혈압, 폐와 심혈관 질환 동반
86-88)

등이 또한 위험 요인이었다.

수술과 관련된 기타 합병증은 일반 복강경수술에서 보이

증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비만의 심한 정도를 나누기도 한다.

89)

장기 합병증은 섭취

수면무호흡증은 수술 직후 회복기에 중요한 수술 위험인자

는 빈도와 정도와 크게 차이가 없다.

의 하나이며, CPAP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량의 감소로 인한 영양결핍과 장의 연결상태가 변화하여 발

이나 BiPAP (Bilevel Positive Airway Pressure) 마스크를

생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술 후에 사용해야 하는 환자들이 있으므로 수술 전 이에

영양상태 관리, 체중유지, 합병증의 진단과 치료에 중요하

12)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수면무호흡증은 수술 후

다.

77)

거의100%에서 개선되며 , 수술 후 체중이 증가하면, 다시
78)

발생하게 된다.

위밴드술 등 제한수술을 받은 환자에서는 섭취량이 적어
서 영양결핍이 발생하지만 흡수장애 술식의 경우엔 섭취량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거의 모든 비만 환자가 가지고 있

감소와 흡수장애가 동반하여 영양결핍을 일으킨다. 제한수

다. 수술 중에 얻은 간조직을 보면 91%가 steatosis를 가지

술에서는 특수한 영양결핍이 나타나기 전에 구토가 선행하

고 있고, 25%가 steatohepatitis, 2%가 간경화를 보이지만,

므로 잦은 구토에 대한 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흡수장

수술 전 혈액검사에서 나타나는 소견과 연관성을 보이지는
79)

않는다.

위 우회술 후 2년째에 84%에서 steatosis가 개선
80)

되고, 75%에서 섬유화가 개선된다는 보고는 있으나

그

81)

기전은 아직 알지 못한다.

애 술식을 한 경우에는 비타민 B12, 철분, 칼슘 등이 결핍
되기 쉬운 영양소다. 아직까지 칼슘 결핍에 의해 병적 골절
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는 없으나, 이는 비만수술을 받
은 환자들이 대체로 젊고, 비만으로 체중이 많이 나갔었기

그 외에 역류성 위식도염, 관절염, 우울증 등등 거의 모든
동반 질환이 개선된다. 따라서 삶의 질도 극적으로 개선되

때문에 골밀도가 높고, 많은 환자들이 칼슘과 비타민 D를
90)

복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게 된다. 국내에서 아직 많은 경험은 없고, 필자도 많은 환

단백질은 보조적으로 섭취하는 영양소가 아니라 반드시

자의 경험은 없지만, 수술 후 거의 모든 환자들에게서 감사

섭취를 해야 하고, 보조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필수 영양소

의 말을 듣게 되는데, 다른 어떤 질환을 치료한 경우보다도

이므로 결핍이 생길 경우 관리가 더 어렵다. 실제로 단백질

더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외래 진료실에 들어오는 환자들의

결핍으로 탈모증을 겪는 환자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수술

변화한 태도를 볼 때마다 이들이 새로운 삶을 찾았구나 하

후 식단관리에 주의를 하여서 단백질 결핍이 발생하지 않도

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록 식단구성을 해야 한다.

삶의 질 개선 평가를 위한 SF-36 (short form-36; Health

철분 결핍은 위 우회술 후에 가장 흔한 영양결핍증이므

Survey, Medical Outcomes Trust, Inc., Waltham, MA) 검

로 반드시 보충을 해주고, 빈혈이 발생하였는지 자주 확인

사에서 비만 환자들은 연령 및 성별을 보정하여도 정상인에

하여야 한다.

비해 낮았는데, 수술 후 6개월과 1년의 조사에서 모두 개선
82)

수술 후 장의 상태가 변화하여 발생하는 합병증은 술식

특히, role-physical, general health, vitality에서

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위 밴드술의 경우엔 밴드 이탈(Band

개선 정도가 높았으며, 비만이 아닌 정상인에 가까이 개선

Slippage), 즉 위저부가 밴드 내로 탈장(Prolapse of Stomach

되었다. 이렇듯 수술은 환자의 거의 모든 면을 개선하는 효

through Band)되어 폐색이 일어나는 합병증이 있다.

과적인 치료법이다.

고 이물질반응으로 위벽이 침식되어 복통, 발열 등이 발생

되었다.

68)

그리

하고, 심하면 천공이 발생하여 복막염이 생길 수 있다.

70)

위 우회술과 같은 흡수장애 수술의 경우에 수술로 분리

비만수술의 합병증

시킨 위가 다시 누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비만수술 후 사망률은 수술 후 30일 이내의 사망을 수술

체중이 다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수술 후 감소했던 체중

사망률로 보았을 때, 미국에서 1987년부터 2001년 까지 조

이 다시 늘어나는 경우엔 위장관 촬영으로 누공 발생 여부

사한 바로는 1.9%로 보고하였다.83) 이 조사는 미국에서 병

를 확인해야 한다.

원 퇴원 자료를 조사한 것으로 같은 기간을 대상으로 한 연

모든 장문합부는 협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개복술

구자들의 논문에서 0.5% 정도로 보고하는 것에 비해 약 4

의 경우보다 복강경 수술을 한 경우에 더 발생률이 높

배가 높았다.

54)

84)

그러나 이후의 병원퇴원 자료에서 0.33%로

91,92)

다.

내시경으로 협착 정도를 보는 것이 좋은데, 10 mm

이러한 개선은 수술기법이 발전하고, 많은 환

이하로 좁아진 경우엔 풍선 확장술을 하여 15~18 mm로 넓

자들이 특화된 센터에서 수술을 받고, 외과의의 숙련도가

혀주는 것이 좋으며, 대개 1회의 확장으로 해소되는 경우가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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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93)

하는 수술 적응증에 해당하는 환자는 시급히 수술적 치료를

변연부 궤양(Marginal Ulcer)은 1~16% 정도 발생하는
63,94)

것으로 보고하는데,

해야 할 것이다.

대개 위산분비 억제제로 해결할 수

있으며, 반응이 없을 경우엔 절제하고 재문합을 해야 한
95,96)

다.

ABSTRACT

담석증도 수술 후 발생률이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A Review of Bariatric Surgery Procedures
and Outcomes

주의도 필요하다.
심한 저혈당도 발생할 수 있는데 덤핑증후군으로 발생하
는 경우보다 매우 심한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다. 과거에 췌
장 islet의 증식으로 GLP-1의 분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

The epidemic of obesity has grown over the decade

97)
98)
했으나 , 실제로 췌장 islet의 증식이 없다는 보고도 있다.

and is now a worldwide public health problem. The

수술 후에 발생하는 다양한 합병증에 대한 이해를 하고

prevalence of obese patients has been increasing despite

있어야 합병증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할 수 있고, 이것이 환

many studies on obesity. There are many different

자가 수술 후 겪을 수도 있는 고통을 덜어주는 길이라 생각

methods to manage obesity; diet, exercise, behavior

한다. 그리고 환자에게 합병증에 대한 교육을 하고, 정기검

modification, weight loss program, pharmacotherapy and

진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surgery. However, there is an accumulating agreement on

수술을 하지 않은 환자들의 합병증 또는 삶의 질과 수술

bariatric surgery as being currently the most effective and

63)
환자를 비교한 연구는 흔치 않으나 Christou 등 은 수술받

enduring treatment for severe obesity which usually cause

지 않은 비만 환자의 5년 사망률을 6.17%, 수술 후 5년 사

comorbidities such as diabetes, hypertension, sleep apnea

망률을 0.68%로 보고하면서 상대적 위험성을 0.11로 보고

syndrome, non 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depression etc.

하면서, 적응증이 되는 환자들에서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는

Currently laparoscopic adjustable gastric band and
laparoscopic

것이 옳다고 하였다.

Roux

en

Y

gastric

bypass

are

the

predominant procedures for treatment of severe obesity.

결

The outcomes of surgical treatment for weight loss and

론

comorbidities along with complications of some surgical
현재 가장 효과적인 비만치료법은 수술적 치료다. 최소한

procedures will be reviewed. The bariatric surgery patients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고도비만 환자에서는 수술적 치료

undergo many dramatic lifestyle changes and they feel

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 등 서구에서 약 20년 전부터 본

much better after the surgery in terms of activities and

격적으로 비만 환자에서 수술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동안

recovery from comorbidities. Comparison of mortality rate

많은 개선이 있었으며, 효과 및 합병증에 대한 장기 연구결

between surgery group and non-surgery group shows that

과도 내놓고 있다. 비만 치료에 있어서 수술보다 좋은 방법

patients who have received surgery will have a ninefold

은 아직 없으며, 수술 후 체중감소뿐 아니라 동반 질환의 개

reduction in the risk of mortality.

선, 삶의 질 향상 등 수많은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Bariatric surgery has been evolving in terms of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수술적 치료에 대해 미국이나 서구

instruments and techniques. The studies have contributed

만큼 긍정적이지는 않다. 그 이유는 일단 일반인뿐 아니라

to the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 and physiology of

의사들까지도 비만이 질환이라는 것에 아직까지 피상적으로

its effectiveness and complications.

동의하는 면이 있고, 비만치료를 외모를 좋게 하려는 시도

In Korea, obese population is increasing but many

정도로 보는 인식이 있으며, 비만수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

patients and some doctors are negative towards bariatric

를 가지고 있고, 수술이 필요한 비만 환자가 거의 없을 것이

surgery. There are only few data on bariatric surgery for

라는 근거 없는 예상 등등이 있다.

obesity among Koreans but so many studies indicate the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비만의 정확한 유병률, 사망률, 사

need for surgical treatment in severe obesity. Therefore,

회비용, 병발증의 발생 정도 및 이로 인한 비용, 비만 환자

we have to consider surgical treatment as an option for

의 식사 방식 및 습관, 정신적 측면, 사회적 환경 및 일반인

severely obese patients.

의 시각 등등 수많은 기초 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 이를 통해, 동양인의 특성, 한국인의 특성을 밝혀

Key word: Bariatric surgery, Obesity, Morbid Obesity,

서 비만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를 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해

Gastric Band, Gastric Bypass

야 할 것이지만, 이미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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