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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연구 배경: 비만은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체중감량을 함으로써 대사 개선 효과를 이룰 수 있다. 오르
리스타트는 지방흡수 억제작용을 가진 비만치료제로 2001년도부터 국내에 시판되고 있지만 한국인 비만 환자에서
오르리스타트의 효과를 살펴 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인 비만 환자에서 오르리스타트 사용 시
비만 환자에서 동반하고 있는 대사증후군 및 대사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2
방법: 체질량 지수가 25 kg/m 이상인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과 함께 오르리스타트 120

mg을 1일 3회 복용하고 12주 후 추적이 가능했던 61명의 환자 (남: 33명, 여: 28명, 평균연령: 39.8세)를 대상으로
하였다. 신체계측으로 체중, 체질량지수, 체지방률, 허리둘레 및 엉덩이둘레를 측정하였고, 복부지방 단면촬영을 통
해 총복부지방, 내장지방, 피하지방을 평가하였으며, 대사 지표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간효소 수치를 측정하여 치료 전후 수치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12주 후 체중은 평균 4.0 kg (P = 0.000), 체지방률은 3.4% (P = 0.001) 허리둘레도 4.0 cm (P = 0.000)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복부지방 단면촬영에서 내장지방 (P = 0.005) 및 피하지방 (P = 0.028)이 유의하
게 감소하였다. 수축기 혈압 및 이완기 혈압이 각각 8.5 mmHg (P = 0.000), 6.0 mmHg (P = 0.000), 총콜레스테
롤이 16.9 mg/dL (P = 0.000) 및 LDL 콜레스테롤이 12.3 mg/dL (P = 0.015)으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간효소 수치인 AST는 10.5 IU/L (P = 0.002), ALT는 19.3 IU/L (P = 0.001)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치료 전 대사증후군의 빈도는 62.3%에서 치료 후 34.4%로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대부분의 대사 장애의 빈도
가 감소하였다. 각각의 대사 장애가 있는 군만을 별도로 분석하였을 때 이들에게서 개선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
타났다.
결론: 오르리스타트는 한국인 비만 환자에서 생활습관 교정과 함께 용법을 준수하여 복용했을 때 체중감량 및
내장지방의 감소뿐 아니라 대사 이상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효과는 기존에 대사 장애를 보이
는 비만 환자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혈압, 혈당, 혈청지질, 간기능 장애 등 대사 이상을 가지는 한국인 비만
환자에게 효과적인 비만치료제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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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근본 병인이 인슐린 저

론

항성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비만, 특히 내장 비만은 이러한
최근 대사 위험요인의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대사증후군

1-3)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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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혹은 혈관 확장술,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수축기 혈압 ≥

Treatment Panel III (NCEP ATP III)에서는 임상적으로 쉽

160 mmHg 또는 이완기 혈압 ≥ 100 mmHg), 중증의 심장,

게 적용할 수 있는 대사증후군 기준을 제시하면서 복부비만

호흡기, 신장 (크레아티닌 > 2.0 mg/dL이거나 부종이 있는

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고4), 2005년 International

경우), 신경계, 위장관, 내분비계 질환, 췌장 질환 (췌장 효

Diabetes Federation (IDF)에서는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을

소 결핍, 췌장염을 현재 앓고 있거나 그 기왕력이 있는 환

5)

만족하기 위해서 복부비만을 필수 항목으로 정하였다.

자), 제1형 당뇨병, 인슐린 치료, 악성종양 또는 기왕력, 장

American Association of Clinical Endocrinology (AACE)

기 약물투여가 요구되는 정신신경질환, 대사증후군 지표에

에서는 대사증후군에 대한 정의에 대해 좀 더 광범위한 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 (예, 항고혈압제, 경구혈당강하제,

6)

상적 소견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인슐린, 고지혈증 치료제, 식욕억제제 등)을 복용하고 있는

이렇듯 대사증후군 진단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총 85명에서 24명이 제외되고 12주 후

복부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심혈관계 관련

신체계측, 복부지방 단면촬영, 대사지표의 추적이 가능했던

7)

질환의 이환율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이 요인들의 교정을

환자를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61명 (남:33명, 여:28명)에 대

어렵게 한다. 또한 대사 장애를 가진 환자에서 체중감량을

해 분석하였다.

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호전시켜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

2. 신체계측

인자인 제2형 당뇨병을 호전시킨다고 보고되고 있고, 생활

신장과 체중은 0.1 cm, 0.1 kg 단위까지 측정 가능한 자

습관 교정을 통한 체중감량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라고 제시
8,9)

그러나 이러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비만을

동 신장-체중계를 이용하였으며, 계측 시에는 가벼운 옷차

교정하기 위해 저열량 식사요법과 운동요법만을 시행하는

림에 신발을 벗고 측정하였다. 체질량지수 (Body mass

경우 장기간 유지가 어려우며, 이로 인한 체중감량의 정도

2
index; BMI)는 체중 (kg)을 신장의 제곱 (m )으로 나누어

가 충분하지 않아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계산하였고, 체지방률은 생체전기저항분석법 (Inbody 3.0,

오르리스타트는 비만 및 이와 관련된 동반질환들을 장기

Biospace, Seoul, Korea)에 의해 측정되었다. 허리둘레는 늑

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비만치

골 하단부와 장골릉 사이의 중간 부위에서, 엉덩이둘레는

료제로, 췌장 리파제를 가역적으로 차단하는 기전을 통해

엉덩이 가장 튀어 나온 부위에서 바닥과 평행하게 측정하였

중성지방의 분해와 흡수를 막아 결과적으로 소장으로 흡수

고 측정자간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한 명의 숙련된 측정자

되는 열량을 감소시킨다. 오르리스타트를 사용하여 생활습

에 의해 시행되었다.

되고 있다.

관 개선에 약물을 추가하여 적극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것
10,11)

이 비만 치료

3. 복부지방 단면촬영

및 제2형 당뇨병12,13), 고지혈증을14,15) 호

복부지방

전시킴에 있어 부가적인 이득을 보인다고 증명된 바 있다.

단면촬영은

Siemens

Somaton

Scanner

2001년부터 오르리스타트가 한국에서 시판되어 비만치

(Erlangen, Germany)를 이용하여 L4-L5 척추의 추간판 사

료제로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인 비만 환자에서 체중감량의

이를 중심으로 10 mm의 두께로 CT 영상을 얻은 뒤, 확립

정도 및 비만 환자에서 흔하게 동반되는 대사증후군에 미치

된 프로토콜에 따라

는 효과에 대해서는 자료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

을 컴퓨터로 산출하였다. 수동으로 조작되는 커서 (cursor)

은 한국인 비만 환자에서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과 함께 오

를 이용하여 피하지방조직과 내장지방조직의 경계선을 그

르리스타트 병용치료 시 체중감량 및 대사증후군에 미치는

린 뒤, 이렇게 얻어진 단면적에서 Hounsfield unit가 -190에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서 -30 사이, 즉 지방과 같은 감쇠 (attenuation)를 보이는

16)

복부 내장지방 및 피하지방의 단면적

부분의 넓이를 정한 뒤 이 단면적의 넓이를 컴퓨터로 계산

방

하였다. 내장지방면적 (Visceral Adipose Tissue; VAT)은

법

복강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층 안으로 선을 그려 측정하였고,
피하지방면적 (Subcutaneous Adipose Tissue; SAT)은 전체

1. 연구대상

지방면적 (Total Adipose Tissue; TAT)에서 내장지방면적

일개 종합병원에 2005년 5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비만

(VAT)을 빼서 계산하였다.

2

치료를 위해 내원한 체질량 지수 25 kg/m 이상인 경우로

4. 대사 위험인자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과 함께 오르리스타트 120 mg을 1일
3회 복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약물치료를 하기 이전

대사증후군의 항목인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HDL-콜

6개월 동안 4 kg을 초과하는 체중감소, 이차성 비만, 바이

레스테롤과 함께 총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간효소

러스성 간염, 6개월 이내에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우회로술,

수치인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와 ALT (ala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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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notransferase) 및 공복인슐린을 측정하였다. 혈압은 앉
은 자세로 10분 이상 휴식한 후에 수은혈압계를 이용하여

대사 장애를 정의함에 있어 허리둘레는 한국인 복부비만
17)

기준인 남자 90 cm 이상, 여자 85 cm 이상을 적용하였고

측정하였다. 측정하기 전 최소한 30분 이내에는 카페인이나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은 IDF 기준을

흡연을 피하도록 하였고, 혈압측정띠의 크기는 대상자의 팔

적용하였으며5), LDL-콜레스테롤은 NCEP ATP III 기준을4),

둘레 굵기에 따라 선택하여 2회 측정한 평균치를 사용하였

6)
AACE에서 제시하는 대사증후군 항목인 AST 및 ALT는

으며 5 mmHg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한 번 더 측정하도록

40 IU/L 이상으로 정하였다. 대사증후군은 NCEP ATP III

하였다.

의 방법을 적용하되4) 각각의 기준치의 경우 허리둘레는 남

혈액은 12시간 동안 금식한 이후에 주전정맥 (antecubital
vein)에서 EDTA로 처리된 튜브를 이용하여 채혈하였다. 혈

17)
자 90 cm 이상, 여자 85 cm 이상을 , 혈압, 공복혈당, 중
5)

성지방, HDL-콜레스테롤은 IDF 기준을 적용하였다.

당은 glucose oxidase method를 이용해 측정하였고, 총콜레

5. 체중감량 프로그램

스테롤과 중성지방은 자동분석기를 이용한 효소처리과정을
사용하였다. HDL-콜레스테롤은 apo-B를 함유한 lipoprotein

체중감량 프로그램은 생활습관 개선을 시행함과 동시에

을 침전시키는 효소분석법을 사용하였으며 LDL-콜레스테

오르리스타트를 복용하였다. 식사요법은 최소한 1,200

롤은 중성지방이 400 mg/dL 이하인 경우에는 Friedewald

kcal/day 이상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서 전체에너지에서 탄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AST 및 ALT는 자동분석기를

수화물을 60~65%, 지방은 20~25%, 단백질 15% 정도의 저

이용한 효소처리 과정을 거쳤으며, 공복 인슐린은 방사면역

열량, 저지방 식사를 하도록 하였다.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검정법 (radioimmunoassay, Dianabott, Tokyo, Japan)을 통

식습관을 줄이도록 교육하였으며 알코올은 섭취 횟수 혹은

해 측정하였다.

1회 음주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운동은

Table 1.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Variables

Men (33)
Mean ± S.D.

Women (28)
Mean ± S.D.

Age (yr)
39.1 ± 14.5
40.5 ± 12.5
Anthropometric measurements
169.0 ± 6.8
158.6 ± 7.2
Height (cm)
88.7 ± 13.8
72.5 ± 10.7
Weight (kg)
2
28.7 ± 3.0
30.9 ± 3.6
BMI (kg/m )
36.3 ± 4.1
Body fat (%)
29.9 ± 5.1
102.7 ± 8.6
92.8 ± 7.8
Waist (cm)
Hip (cm)
106.0 ± 8.0
102.8 ± 6.2
WHR
0.97 ± 0.47
0.90 ± 0.67
Abdominal fat distribution
2
257.6 ± 121.8
258.3 ± 93.8
SAT (cm )
2
166.5 ± 69.6
113.5 ± 44.4
VAT (cm )
TAT (cm2)
448.3 ± 123.4
378.8 ± 86.8
VSR
0.91 ± 0.72
0.50 ± 0.27
Metabolic risk factors
SBP (mmHg)
132.2 ± 15.1
125.7 ± 12.0
DBP (mmHg)
80.2 ± 11.8
74.2 ± 10.5
FPG (mg/dL)
111.4 ± 33.5
99.9 ± 18.1
Insulin (μU/mL)
13.7 ± 5.9
9.1 ± 4.1
TC (mg/dL)
196.2 ± 32.5
203.6 ± 44.4
LDL (mg/dL))
109.9 ± 33.5
128.6 ± 35.5
TG (mg/dL)
205.9 ± 143.4
134.5 ± 65.5
HDL (mg/dL))
45.2 ± 12.3
51.6 ± 12.5
AST (IU/L)
47.5 ± 27.9
31.4 ± 23.3
ALT (IU/L)
70.9 ± 47.9
35.0 ± 38.9
BMI, Body mass index; WHR, Waist-hip ratio; SAT, Subcutaneous adipose tissue; VAT, Visceral
adipose tissue; TAT, Total adipose tissue; VSR, Visceral-subcutaneous adipose tissue ratio;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FPG; Fasting plasma glucose, TC; Total
cholesterol; LDL, LDL-cholesterol; TG, Triglyceride; HDL, HDL-cholesterol;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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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운동시간을 30분으로 시작하여 개인의 운동능력에

다. 비만 환자에서 대사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각각

따라 최대 60분까지 하면서 1주일에 3~5회 하도록 교육하

의 대사증후군 항목에 따라 이상을 보이는 경우 별도로 분

였다. 운동 강도는 최대심박수의 50%로 시작하여 85%로

석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SPSS (ver. 11.0)를 사용하였고

늘리도록 하였으며, 운동의 종류는 충격이 적은 운동으로

모든 변수는 양측성으로 분석하였고 P < 0.05인 경우를 통

걷기, 러닝머신, 고정식 자전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선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소비를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활동량을 늘리도록 지도하였다. 생활습관

결

과

의 수정과 함께 오르리스타트 120 mg 캅셀을 1일 3회 식사
와 함께 복용하도록 하였다.

1. 연구 대상의 기초적 특성 (Table 1)

체중조절 일지를 사용하여 섭취한 음식 및 운동에 대해
기록하고 자가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교육하

12주간의 오르리스타트 복용을 포함한 체중감량을 하면

였으며 기록한 내용에 대해 되먹이기를 통한 재교육을 시행

서 치료 전후 2회의 검사를 완료한 환자는 남자 33명 (평균

하였다. 12주 후 신체계측, 복부지방 단면촬영 및 혈액검사

연령: 39.1 ± 14.5세), 여자 28명 (평균연령: 40.5 ± 12.5세)

를 재측정 하였다.

으로 61명이었다. 평균체중은 각각 88.7 ± 13.8 kg, 72.5 ±
2
10.7 kg, 평균 BMI는 각각 30.9 ± 3.6 kg/m , 28.7 ± 3.0

6. 통계분석

2
kg/m , 평균 체지방률은 각각 29.9 ± 5.1%, 36.3 ± 4.1%였

측정 변수에 대해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유효

다. 허리둘레는 남자에서 평균 102.7 ± 8.6 cm, 여자에서

성 분석을 위해 환자의 치료 전후의 신체계측, 복부지방 분

92.8 ± 7.8 cm이었으며, 내장지방면적은 남자에서 166.5 ±

포, 대사증후군 지표들은 paired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

2
2
69.6 cm , 여자에서 113.5 ± 44.4 cm 이었다.

Table 2. Changes of anthropometric measurements, abdominal fat distribution, and metabolic risk factors
of the subjects after obesity treatment including orlistat
Variables

Pre
Mean ± S.D.

Post
Mean ± S.D.

Difference
Mean ± S.D.

Anthropometric measurements
*
Weight (kg)
81.3 ± 14.8
77.3 ± 14.6
4.0 ± 3.1
2
*
1.5 ± 1.2
BMI (kg/m )
29.9 ± 3.5
28.4 ± 3.4
Body fat (%)
3.4 ± 2.8*
35.6 ± 4.2
32.2 ± 4.1
*
Waist (cm)
4.0 ± 3.5
98.3 ± 9.8
94.3 ± 9.8
3.0 ± 3.6*
Hip (cm)
104.7 ± 7.2
101.7 ± 7.4
Abdominal fat distribution
2
*
259.4 ± 115.8
215.2 ± 94.2
44.2 ± 57.2
SAT (cm )
2
*
VAT (cm )
39.5 ± 36.4
144.5 ± 83.3
105.0 ± 58.0
2
TAT (cm )
426.5 ± 98.7
338.3 ± 104.0
88.2 ± 54.6*
0.17 ± 0.36
VSR
0.85 ± 0.85
0.68 ± 0.69
Metabolic risk factors
SBP (mmHg)
129.8 ± 14.7
121.3 ± 14.3
8.5 ± 16.5*
6.0 ± 11.0*
DBP (mmHg)
77.5 ± 12.0
71.4 ± 11.1
3.9 ± 20.8
FPG (mg/dL)
106.1 ± 27.9
102.3 ± 18.7
2.1 ± 5.1
Insulin (μU/mL)
13.0 ± 5.9
10.8 ± 6.7
*
TC (mg/dL)
16.9 ± 27.1
200.2 ± 38.2
183.3 ± 35.1
12.3 ± 34.1*
LDL (mg/dL)
120.9 ± 36.0
108.6 ± 32.2
23.1 ± 101.9
TG (mg/dL)
175.6 ± 124.9
152.5 ± 99.4
1.7 ± 12.5
HDL (mg/dL)
48.4 ± 13.2
46.7 ± 11.6
*
10.5 ± 24.5
AST (IU/L)
40.8 ± 27.2
30.3 ± 13.6
19.3 ± 42.6*
ALT (IU/L)
55.5 ± 47.9
36.1 ± 27.2
BMI, Body mass index; WHR, Waist-hip ratio; SAT, Subcutaneous adipose tissue; VAT, Visceral adipose tissue; TAT,
Total adipose tissue; VSR, Visceral-subcutaneous adipose tissue ratio;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FPG, Fasting plasma glucose; TC, Total cholesterol; LDL, LDL-cholesterol; TG, Triglyceride; HDL,
HDL-cholesterol;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 P-value by 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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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주 후 신체계측, 지방분포, 대사 지표에 대
한 변화 (Table 2)
체중은 평균 -4.0 ± 3.1 kg, BMI는 평균 -1.5 ± 1.2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간효소인 AST의 경우
40.8 ± 27.2 IU/L에서 30.3 ± 13.6 IU/L로 (P = 0.002),
ALT의 경우 55.5 ± 47.9 IU/L에서 36.1 ± 27.2 IU/L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 = 0.001).

2

kg/m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 = 0.000). 허
리둘레는 평균 4.0 ± 3.5 cm 감소하여 유의한 감소를 보였
고 (P = 0.000), 내장지방면적도 39.5 ± 36.4 cm2 감소하여

3. 12주 후 대사증후군 및 각각의 대사 장애에 대한
빈도 변화 (Table 3)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 = 0.005). 수축기 혈압

12주 후 대사증후군은 62.3%에서 34.4%로, 복부비만은

과 이완기 혈압은 각각 8.5 ± 16.5 mmHg, 6.0 ± 11.0

88.5%에서 63.9%로, 높은 혈압은 50.8%에서 27.9%로, 높

mmHg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0). 공복

은 공복혈당은 49.2%에서 41.0%로 감소하는 소견을 보였

혈당과 공복인슐린은 치료 전후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지는

다. 높은 중성지방은 54.1%에서 32.8%로, 높은 LDL-콜레

않았다. 총콜레스테롤은 치료 전에 200.2 ± 38.2 mg/dL이

스테롤은 37.7%에서 23.0%로, 높은 간효소 수치는 49.2%

었으나 치료 후에는 183.3 ± 35.1 mg/dL로 16.9 ± 27.1

에서 29.5%로 감소하는 소견을 보였다.

mg/dL 감소하였고 (P = 0.000), LDL-총콜레스테롤은 치료
전 120.9 ± 36.0 mg/dL이었으나 치료 후에는 108.6 ± 32.2
mg/dL로 12.3 ± 34.1 mg/dL 감소하여 유의한 감소를 보였

4. 각각의 대사 장애가 있는 환자에서의 대사 지표
변화 (Table 4)

다 (P = 0.015). 중성지방과 HDL-콜레스테롤은 치료 전후

허리둘레가 남자 90 cm 이상, 여자 85 cm 이상의 복부

Table 3. Changes of frequency of metabolic abnormality after obesity treatment including orlistat in the
subjects
Metabolic risk factors

Pre
Post
No (%)
No (%)
38 (62.3)
21 (34.4)
Metabolic syndrome
54 (88.5)
39 (63.9)
WC ≥ 90(M)/85(F) cm
31 (50.8)
17 (27.9)
SBP ≥ 130 or DBP ≥ 85 mmHg
30 (49.2)
25 (41.0)
FPG ≥ 100 mg/dL
33 (54.1)
20 (32.8)
TG ≥ 150 mg/dL
19 (31.1)
22 (36.1)
HDL< 40(M)/50(F) mg/dL
23 (37.7)
14 (23.0)
LDL ≥ 130 mg/dL
30 (49.2)
18 (29.5)
AST ≥ 40 or ALT ≥ 40 IU/L
WC, Waist circumferenc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FPG, Fasting plasma glucose;
LDL, LDL-cholesterol; TG, Triglyceride; HDL, HDL-cholesterol;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Table 4. Changes of metabolic risk factors after obesity treatment including orlistat in the subjects with
each metabolic abnormality
Metabolic risk factors
N
Pre
Post
difference
WC ≥ 90(M)/85(F) cm
49
99.4 ± 9.0
95.3 ± 9.1
4.0 ± 3.5*
15.7 ± 12.1*
SBP ≥ 130 mmHg
27
140.6 ± 10.3
124.9 ± 10.2
13.2 ± 8.2*
DBP ≥ 85 mmHg
17
91.1 ± 5.5
77.9 ± 8.2
9.5 ± 27.3
FPG ≥ 100 mg/dL
30
121.7 ± 32.9
112.2 ± 21.7
44.7 ± 127.0
TG ≥ 150 mg/dL
29
239.6 ± 135.0
194.9 ± 108.2
-3.0 ± 8.3
HDL < 40(M)/50(F) mg/dL
16
36.7 ± 7.8
39.7 ± 11.7
*
25.3 ± 25.3
LDL ≥ 130 mg/dL
23
150.5 ± 16.1
125.2 ± 23.8
25.0 ± 32.1*
AST ≥ 40 IU/L
24
63.9 ± 28.9
38.9 ± 14.1
35.9 ± 53.7*
ALT ≥ 40 IU/L
30
87.8 ± 46.9
51.9 ± 29.2
WC, Waist circumferenc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FPG, Fasting plasma glucose;
LDL, LDL-cholesterol; TG, Triglyceride; HDL, HDL-cholesterol;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 P-value by 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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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인 경우 99.4 ± 9.0 cm에서 치료 후에는 95.3 ± 9.1

이는 오르리스타트를 사용해 치료했던 외국의 연구 결과와

cm으로 평균 4.0 ± 3.5 cm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P =

유사한 소견이었으며

0.000). 수축기 혈압이 130 mmHg 이상인 경우 140.6

대상으로 오르리스타트를 복용했을 때 나타난 결과와 비슷

±10.3 mmHg에서 124.9 ± 10.2 mmHg로 평균 15.7 ±

하였다.24) 이는 연구 대상들의 치료 전 특성, BMI 정도, 동

12.1 mmHg가 감소하고, 이완기 혈압이 85 mmHg 이상인

반 질환, 연구 기간 및 치료에 대한 순응도에 따라 다른 결

경우 91.1 ± 5.5 mmHg에서 77.9 ± 8.2 mmHg로 평균

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10-13)

, 국내에서 제2형 당뇨병 환자를

13.2 ± 8.2 mmHg이 감소하여 전체 대상에서의 변화보다

대사증후군의 주요 항목인 허리둘레가 평균 4 cm 감소하

감소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0). 공복혈당이

여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고, 이러한 복부비만의 개선 양

100 mg/dL이상인 경우 121.7 ± 32.9 mg/dL에서 112.2 ±

상은 복부 내장지방 면적 27.3% 감소, 피하지방 면적

21.7 mg/dL로 평균 9.5 ± 27.3 mg/dL 감소하여 전체 대상

17.0% 감소를 동반하였다. 본 연구에서 복부지방 중 피하지

에서의 3.9 ± 20.8 mg/dL보다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

방에 비해 내장지방이 더욱 현저히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소

다 (P = 0.066). 중성지방이 150 mg/dL 이상인 경우 239.6

견은 외국의 다른 연구의 결과들과 유사하였다.

25,26)

± 135.0 mg/dL에서 194.9 ± 108.2 mg/dL로 평균 44.7 ±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이 각각 8.5 mmHg, 6.0 mmHg

127.0 mg/dL이 감소하여 전체 대상에서의 23.1 ± 101.9

감소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소견은 이전의 연

mg/dL 보다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P = 0.068). 낮

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은 HDL-콜레스테롤인 남자 < 40 mg/dL, 여자 < 50 mg/dL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어 혈압 및 맥박 상승의 소

의 경우 치료 전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LDL-

견을 보임에29,30) 반해 오르리스타트 복용은 혈압을 유의하

콜레스테롤이 130 mg/dL 이상인 경우 150.5 ± 16.1 mg/dL

게 낮추는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혈압이

에서 125.2 ± 23.8 mg/dL로 평균 25.3 ± 25.3 mg/dL 감소

130/85 mmHg 이상인 높은 혈압 소견을 보이는 경우, 수축

27,28)

비만치료제 중 식욕억제제들은

하여 전체 대상에서의 12.3 ± 34.1 mg/dL보다 감소폭이 큰

기 혈압은 140.6 mmHg에서 124.9 mmHg로, 이완기 혈압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0). AST가 40 IU/L 이상인 경우

은 91.1 mmHg에서 77.9 mmHg로 고혈압 범주에 속하던

63.9 ± 28.9 IU/L에서 38.9 ± 14.1 IU/L로, ALT가 40

환자들이 정상 혈압의 소견을 보여 더욱 현저한 효과가 있

IU/L 이상인 경우 87.8 ± 46.9 IU/L에서 51.9 ± 29.2 IU/L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혈압이 높

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0).

은 비만 환자는 오르리스타트의 복용을 통해 체중감량뿐만
아니라 더불어 혈압감소의 효과를 이룰 수 있다.

고

최근의 연구들은 당불내성이 있는 과체중 환자에서의 체

찰

중의 감소는 당뇨병의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들을 제시
비만 환자는 대사증후군의 여러 가지 위험인자를 동시에

8,9)

하고 있어

제2형 당뇨병환자에서 혈당 개선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고 대사증후군의 있는 경우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체중감량이 중요한 치료적 수단이 되고 있다. 비만한 환자

18,19)

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는 그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된다.

에서의 체중감량은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기전을 통

또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비만이 대사증후군의 중추적인

해 혈당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외국의 연구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비만 환자에서 대사증후군의

및 국내의 연구는

여러 지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대사 지표의 호

복용 후 체중감소와 함께 혈당이 호전됨을 보고하였다. 본

20,21)

연구에서는 전체 연구 대상의 분석에서는 공복혈당 및 공복

비만은 일종의 만성질환의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어 이를

인슐린에 유의한 변화를 관찰할 수는 없었는데 이는 외국의

전을 위해서 적절한 체중감량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12,13,31,32)

24)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오르리스타트

10,15)

치료하기 위한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실제로 생활습관

연구 결과와 다른 점으로

교정만으로 체중감량을 이루고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약물

치료 전 공복혈당 장애 및 고인슐린혈증이 심하지 않은 환

22)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본 연구에서 생활습관 교정과 함

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께 지방흡수억제제인 오르리스타트를 복용했을때 체중감소

맥락에서 공복혈당이 100 mg/dL 이상을 보이는 군에서는

뿐만 아니라 비만 환자에 흔하게 동반되어 있는 대사증후군

평균 9.5 mg/dL의 혈당 감소 효과를 보여 고위험군에서는

항목들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여 오르리스타트는 한국인 비

좀 더 개선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만 환자에게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르리스타트가
대사증후군 환자에서 위험인자를 개선시켰다는 외국의 최
23)

근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소견이다.

오르리스타트는 체중 감소와는 독립적으로 LDL-콜레스
10,11)

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전체 대상에서는 평

균 12.3 mg/dL 감소, LDL-콜레스테롤이 130 mg/dL 이상

2
본 연구 대상들은 모두 BMI 25 kg/m 이상인 비만 환자

인 고위험군에서는 평균 25.3 mg/dL 감소하는 소견을 보여

로 치료 전후에 평균 4 kg, 약 5%의 체중감량을 보였는데,

개선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성지방도 감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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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못한 이유는 중성지방의 변

지에 대한 자료로서 충분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

이가 크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HDL-콜레스테롤은 유의한

한 한국인에서 식생활의 서구화로 지방 섭취가 점점 증가하

10,11)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이전의 연구들과

유사하

였다. 그러나 LDL-콜레스테롤 혹은 중성지방이 높았던 경

는 것을 감안하면 추후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의 빈도가 치료 후 현저히 감소되고 전체적으로 대사증후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인 비만 환자에서 오르리스타트의

군의 빈도가 62.3%에서 34.4%로 거의 반 정도로 감소하여

복용을 포함한 12주 체중감량을 시행했을 때 체중이 유의하

대사 장애를 호전시키는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게 감소하고, 복부비만 특히 내장지방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본 연구에서 AST, ALT의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여러

었는데 특히 AST 및 ALT 40 IU/L 이상의 간기능 장애를

가지 대사 지표들이 유의하게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보이는 경우 각각 복용 전 63.9 IU/L, 87.8 IU/L에서 복용

특히 고위험군에서 개선 효과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나 혈압,

후 38.9 IU/L, 51.9 IU/L로 감소 효과를 나타내어 현저한

혈당, 혈청지질, 간기능 장애 등 대사 이상을 가지는 한국인

개선 효과를 보였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nonalcoholic

비만 환자에게 효과적인 비만치료제로 여겨진다.

fatty liver disease)은 최근 대사증후군과 매우 관련이 높은
33,34)

미국내분비학회에서는 대

건강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감사의 글

사증후군의 임상 소견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을 하나
의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6) 본 연구 대상에서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비정상 간기능 수치를 보이

본 연구는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이
루어진 것임(10526).

는 원인이 지방간일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지방간의

ABSTRACT

원인으로 비만, 알코올, 혈당장애, 고지혈증 등이 복합적으
35)

로 작용하고 , 체중감량, 알코올 제한, 혈당 및 고지혈증
개선이 치료의 수단이 될 터이므로 오르리스타트의 복용은

Background: The importance of moderate weight

여러 가지 대사 장애의 호전을 가져오면서 간기능 수치도

reduction in obese patients, associated with a marked risk

개선하는 효과를 보인다고 생각된다. 지방간을 진단함에 있

reduction of cardiovascular disease, has been emphasized.

35)

본 연구 결

Orlistat is an anti-obesity drug which has a function of

과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nonalcoholic steatohepatitis) 환

inhibition of dietary fat absorption. This study was

자를 대상으로 오르리스타트를 복용시켰을 때 간효소 수치

conducted to assess the effect of orlistat on weight,

어 생화학적 소견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36)

의 개선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와

abdominal obesity and other metabolic parameters in

유사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조군 없이 오르리스타트를 복

Korean obese patients.
Methods:

용한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복용한 환자들 중에

A

12week

weight

reduction

program

서도 3개월 후 추적이 가능했던 비교적 순응도가 좋은 환자

including life style modification and 120mg orlistat

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식사요법과 운

administration three times a day was performed in obese

동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였지만 변화된 영양섭취 및 운동

2
patients (BMI ≥ 25 kg/m ). Anthropometry and metabolic

상태 등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오르리스타트

risk factors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this program.

를 1일 3회 처방하였지만 약물 복용 순응도 및 부작용에 대

Abdominal visceral adipose tissue (VAT), subcutaneous

한 정확한 모니터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adipose tissue (SAT), and total adipose tissue (TAT) were

대개의 경우 오르리스타트를 복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지

also determined by CT scan. We analyzed pre and post

방변 때문에 복용을 중지하거나 임의대로 복용 횟수를 줄여

intervention data in 61 patients who finished 12week

서 복용하거나 고지방식사를 할 때만 복용하는 등 처방 방

weight reduction program.

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오르리스타트 처방 시 처

Result: The mean weight decrease from baseline was

방 방법과 예측할 수 있는 부작용, 부작용을 줄이면서 효율

4.0 kg and mean body fat decrease was 3.4%. A

적으로 체중을 감소할 수 있는 저지방식을 강조하게 되면

significant reduction of waist circumference accompanying

비교적 잘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prominent

오르리스타트가 지방흡수 억제제로서 지방 섭취가 서구

decrease

of

visceral

adipose

tissue

was

observed.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total and

인에 비해 많지 않은 한국인에게 오르리스타트의 효과에 대

LDL-cholesterol,

한 자료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인 비만 환자

alanine aminotransferase were significantly improved.

에서 오르리스타트를 복용했을 때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

High risk group having abnormal metabolic risk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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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spartate

aminotransferas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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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ed remarkable improvement of metabolic parameters

Hamalainen

after the treatment.

-Kikaanniemi S. Laakso M. Louheranta A, Rastas M,

H,

Hanne-Parikka

P,

Keinanen

Conclusion: Orlistat usage induced not only reduction

Salminen V, Uusitua M. Finnish Diabetes Prevention

of weight and abdominal obesity but also improvement of

Study Group. Prevention of type 2 diabetes mellitus

metabolic parameters including blood pressures, lipid

by changes in lifestyle among subjects with impaired

profiles, and elevated liver enzymes in Korean obese
patients.

glucose tolerance. N Engl J Med 2001;344:1343-50.
10. Davidson MH, Hauptman J, DiGirolamo M, Foreyt
JP, Halsted CH, Heber D, Heimburger DC, Lucas CP,

Key Words: Obesity, Metabolic syndrome, Anti-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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