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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만 환자와 비만 환자에서 루와이 위우회술 후 체중과 혈청
지질 농도의 변화 비교
박정환, 홍상모, 이창범, 안유헌, 김동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Comparison of Changes in Body Weight and Serum Lipid Profile after
Roux-en-Y Gastric Bypass between Non-obese Patients and Obese Patients
Jung Hwan Park, Sang Mo Hong, Chang Bum Lee, You Hern Ahn, Dong Sun Ki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This study was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bariatric surgery in non-obese patients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changes
in body weight (BW) and serum lipid profile between non-obese and obese patients after Roux-en-Y gastric bypass. Methods: In this study, 116
patients who received laparoscopic Roux-en-Y gastric bypass due to early gastric cancer were included.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non-obese group (N = 76), defined as body mass index < 25 kg/m2, and obese group (N = 40), body mass index ≥ 25 kg/m2. BW and serum
lipid profile before surgery and at 3, 6, 9, and 12 months after surgery were examined. Results: In all groups, BW and triglyceride (TG) showed
significant (P< 0.05) decrease after surgery, while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during the first 3
months after surgery, in obese group. Total cholesterol and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decreased. However, the effect was significant for only a limited time period after surgery. Mean percentages of BW loss and TG decrease were greater in the obese group after surgery, however, the change was significant for only a limited time period after surgery. Mean percentage of HDL-C increase in non-obese group
was greater bu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mean percentages of total cholesterol and LDL-C decrease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 At 12 months after surgery, all groups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BW and serum lipid profile. However,
mean percentages in BW loss, TG decrease, and HDL-C increase between the two groups were different.
Key words: Bariatric surgery, Roux-en-Y gastric bypass, Lipids

이러한 비만수술의 효과는 주로 수술에 의한 체중 감소로 나타나

서 론

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비만수술 방법 중 하나인 루와이 위우회술
여러 관찰연구들을 통해 비만수술(bariatric surgery)은 제2형 당뇨

(Roux-en-Y gastric bypass)의 경우 수술에 의한 체중 감소와는 독립

병을 가진 중증의 비만 환자에서 혈당 조절과 심혈관 위험인자들을

적인 항당뇨병 기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

빠르게 호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외국의 비만에 대한

다.7,8 또 제2형 당뇨병을 가진 신체질량지수 30-35 kg/m2의 경증 비만

진단 및 치료 진료지침에서는 비만수술은 신체질량지수 40 kg/m2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루와이 위우회술을 시행한 최근 연구에서 비만

상의 매우 중증 비만 환자나 제2형 당뇨병과 같은 심각한 동반질환을

수술의 안전성과 효과를 보여주었으며9, 신체질량지수 35 kg/m2 미만

가진 신체질량지수 35 kg/m2 이상의 중증 비만 환자에서 적응증을

의 과체중 혹은 경증 비만 환자가 포함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

가지고 있다.

으로 비만수술과 집중적 약물 치료 효과를 비교한 최근 연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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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 약물 치료와 비만수술을 병행한 환자 군에서 혈당 조절이 더

3. 통계분석

잘 되었으며 심혈관 위험인자들이 더 호전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

자료의 통계처리 및 분석은 SPSS 18.0 (SPSS, Inc., Chicago, IL,

래서 일부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비만수술 적응증의 신체질

USA)을 이용하였고, 연속변수는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비

량지수 기준을 낮추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비만군과 비만군의 나이, 신체질량지수, 체중변화, 혈중 지질 농도, 혈

치료지침의 변화를 위해서는 아직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으며 이에

중 지질 농도의 변화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경우에는 독립표본 t-검정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윤리적인 문제 등으로 신체질

을 통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량지수가 높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만수술을 시행하기는 쉽지

Mann-Whitney 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같은 군에서의 수술 전과

않아 이러한 연구에는 많은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후의 체중 및 혈중 지질 농도 변화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경우에는 대

10

11

12

이에 저자들은 체질량지수가 높지 않은 환자에서의 비만수술의 효

응표본 t-검정을 통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과를 알아보고자 비만수술과 같은 복강경 루와이 위우회술을 시행

경우에는 Wilcoxon 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 두 군 간의 성별은

받은 조기 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 전과 비교하여 수술 후의 체

교차 분석으로 비교하였다.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에 통계학적으로

중과 혈중 지질 농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방 법

결 과

1.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자의 일반사항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양대학교 병원

전체 대상 환자 116명 중 72.4%가 남자 환자였으며 평균 연령은

에서 조기 위암으로 복강경 루와이 위우회술을 시행받은 116명의 환

59.57 ± 13.27세, 평균 신체질량지수는 23.47 ± 3.42 kg/m2이었다. 전체

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술 후에 진행성 위암을 진단받

대상 환자 중 비비만군은 76명이었다(65.5%). 비비만군과 비만군은

고 항암치료를 시행받았거나 수술 후 합병증으로 재입원하였던 환자

성별, 신체질량지수, TG에서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들은 제외하였으며, 수술 시에 혈중 지질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갑

(Table 1). 비비만군과 비만군을 각각 성별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상선 질환 등으로 치료받고 있거나 스테로이드, 항간질약물 등의 약

두 군 모두 키와 체중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도 제외하였다. 또 혈중 지질 농도를 낮추
는 약물인 스타틴, 피브리산(fibrate),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 등을 복
용하고 있었던 환자들도 제외하였다.

2. 비비만군에서 위우회술 후 체중 및 혈중 지질 농도 변화
비비만군의 수술 후 체중은 감소되었으며, 수술 후 전 기간에서 수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수술 전 키와 수술 전후 3개월, 6개

술 전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혈중 지질 농도의 경우 TG

월, 9개월, 12개월의 공복 시 체중과 혈청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는 수술 후 감소하였으며, 수술 후 전 기간에서 수술 전과 비교하여 유

(triglyceride, TG), 고밀도지질단백 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

의한 차이를 보였다. HDL-C은 수술 후 증가하였으며, 수술 후 전 기

tein-cholesterol, HDL-C), 저밀도지질단백 콜레스테롤(low density

간에서 수술 전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총 콜레스테롤은

lipoprotein-cholesterol, LDL-C) 수치를 조사하였다.

수술 후 감소하였지만 수술 후 6개월에서만 수술 전과 비교하여 유의
한 차이를 보였으며, LDL-C도 수술 후 감소하였지만 수술 후 3개월, 9

2. 정의

개월, 12개월에서만 수술 전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본 연구에서 신체질량지수는 대한비만학회에서 채택한 2000년 세
계보건기구의 아시아-태평양 비만지침에 따라 18.5 kg/m 미만을 저
2

2, Fig. 1). 성별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체중에서만 수술 후 전 기

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체중, 23.0 kg/m 미만을 정상, 25 kg/m 미만을 과체중, 25 kg/m 이
2

2

2

3. 비만군에서 위우회술 후 체중 및 혈중 지질 농도 변화

상을 비만으로 정의하였다.13
환자의 수술 전 키와 체중을 기준으로 신체질량지수를 측정하였으

비만군의 수술 후 체중은 감소되었으며, 수술 후 전 기간에서 수술

며, 신체질량지수 25 kg/m 미만의 저체중, 정상, 과체중 환자들은 비

전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혈중 지질 농도의 경우 TG는

비만군으로 신체질량지수 25 kg/m 이상의 비만 환자들은 비만군으

수술 후 감소하였으며, 수술 후 전 기간에서 수술 전과 비교하여 유의

로 분류하였다.

한 차이를 보였다. HDL-C은 수술 후 증가하였지만 수술 후 6개월, 9

2

2

개월, 12개월에서만 수술 전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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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Variables
Sex
Male
Female
Age (years)
Body mass index (kg/m2)
Lipid profile
Total cholesterol (mg/dL)
Triglyceride (mg/dL)
HDL cholesterol (mg/dL)
LDL cholesterol (mg/dL)

Total (N= 116)

Non-obese (N= 76)

Obese (N= 40)

P value*

84 (72.4)
32 (27.6)
59.57± 13.27
23.47± 3.42

49 (64.5)
27 (35.5)
59.78± 14.02
21.52± 2.30

35 (87.5)
5 (12.5)
59.18± 11.85
27.18± 1.67

0.818
< 0.001

176.86± 35.41
154.53± 129.23
42.23± 14.93
106.17± 28.14

173.63± 32.81
144.95± 148.59
43.13± 14.35
102.50± 27.60

181.60± 40.47
164.0± 82.36
40.57± 16.48
113.43± 28.93

0.415
0.045
0.292
0.158

0.006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 standard deviation.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P< 0.05 by χ2-test, independent t-test, and Mann-Whitney test.
Table 2. Body weight and lipid profile before and after gastric bypass surgery in non-obese group
Variables
Weight (kg)
Lipid profile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DL cholesterol
LDL cholesterol

Pre

Post (3 month)

P value*

Post (6 month)

P value*

Post (9 month)

P value*

Post (12 month)

P value*

58.95± 7.59

53.12± 7.21

< 0.001

53.40± 7.77

< 0.001

53.97± 8.13

< 0.001

54.01± 7.83

< 0.001

173.63± 32.81
144.95± 148.59
43.13± 14.35
102.50± 27.60

166.84± 26.13
96.84± 38.40
48.84± 10.82
91.82± 22.36

0.237
0.012
< 0.001
0.041

161.74± 24.38
92.90± 46.66
51.21± 11.64
98.58± 71.92

0.03
0.025
< 0.001
0.757

170.42± 29.47
96.18± 41.56
53.05± 12.75
91.21± 22.80

0.523
0.007
< 0.001
0.006

170.18± 26.45
94.61± 54.98
55.24± 11.02
90.58± 22.33

0.453
0.022
< 0.001
0.012

Data was expressed as mean± standard deviation.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P< 0.05 vs. pre-operation by paired t-test and Wilcoxon test.
Body weight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DL-C
LDL-C

200

200

150
Mean (kg of mg/dL)

Mean (kg of mg/dL)

150

100

50

0

Body weight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DL-C
LDL-C

100

50

0

3

6

9

Duration after surgery (months)

0

12
A

0

3

6

9

Duration after surgery (months)

12
B

Fig. 1. Mean values of body weight and serum lipid profile before surgery and at 3, 6, 9, and 12 months after surgery in non-obese group (A) and obese group (B).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은 수술 후 감소하였지만 수술 후 6개월과 12개월에서만 수술

4. 비비만군과 비만군의 수술 후 체중 및 혈중 지질 농도 변화

전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총 콜레스테롤도 수술 후 감소

정도 비교

하였지만 감소수술 전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

비비만군과 비교하였을 때 수술 후 9개월, 12개월에서 비만군이 유

ble 3, Fig. 1). 성별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체중과 혈중 지질 농도

의하게 더 많은 체중 감소율을 보였다. 혈중 지질 농도의 경우 수술 후

모두 수술 후 전 기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총 콜레스테롤과 LDL-C 수치 감소율에서는 두 군 간의 차이가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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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ody weight and lipid profile before and after gastric bypass surgery in obese group
Variables
Weight (kg)
Lipid profile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DL cholesterol
LDL cholesterol

Pre

Post (3 month)

P value*

Post (6 month)

P value*

Post (9 month)

P value*

Post (12 month)

P value*

75.52± 7.29

67.02± 8.74

< 0.001

66.59± 9.04

< 0.001

66.05± 10.20

< 0.001

65.77± 10.91

< 0.001

181.60± 40.47
164.00± 82.36
40.57± 16.48
113.43± 28.93

172.14± 38.81
96.05± 32.05
42.81± 9.04
103.29 ± 31.62

0.262
< 0.001
0.140
0.141

169.91± 31.87
101.67± 40.79
45.33± 8.52
96.05± 27.62

0.238
< 0.001
0.020
0.014

179.10± 32.81
90.38± 34.36
49.00± 10.11
104.91± 30.88

0.668
< 0.001
0.005
0.256

173.39± 28.76
95.71± 29.77
48.14± 7.49
101.29± 26.68

0.264
< 0.001
0.007
0.035

Data was expressed as mean± standard deviation.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P< 0.05 vs. pre-operation by paired t-test and Wilcoxon test.
Table 4. Comparison of changes from baseline body weight and lipid profile after gastric bypass surgery between non-obese group and obese group
Variables
Weight
Lipid profile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DL cholesterol
LDL cholesterol

Post (3 month)

Post (6 month)

Post (9 month)

Post (12 month)

Non-obese

Obese

P value*

Non-obese

Obese

P value*

Non-obese

Obese

P value*

Non-obese

Obese

P value*

-9.79

-11.39

0.304

-9.37

-11.95

0.177

-8.45

-12.77

0.047

-8.30

-13.23

0.028

-1.61
-5.99
20.12
-3.45

-2.25
-31.98
14.19
-4.55

0.910
0.043
0.491
0.601

-4.70
-15.10
26.11
5.02

-1.64
-30.14
21.98
-9.36

0.669
0.173
0.501
0.569

0.00
-11.11
30.77
-6.57

2.47
-33.24
30.29
-1.79

0.937
0.006
0.960
0.681

-0.06
-16.61
36.38
-5.81

-1.08
-29.97
30.27
-6.21

0.692
0.145
0.551
0.788

Data was expressed as mean of percent changes from baseline.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P< 0.05 by independent t-test and Mann-Whitney test.

되지 않았다. 수술 후 HDL-C 수치 증가율은 비비만군에서 높았으나

히 비만군에서 수술 후 3개월의 HDL-C를 제외하고는 두 군 모두에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수술 후 TG 수치 감소율

서 수술 전과 비교하였을 때 수술 후 TG와 HDL-C의 유의한 호전을

은 비만군에서 높았으나, 수술 후 3개월, 9개월에서만 두 군 간의 유의

관찰할 수 있었다. LDL-C의 경우 수치가 낮을수록 심혈관질환 예방

한 차이를 보였다(Table 4).

효과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특히 당뇨병이 있는 환자의 경우
LDL-C가 10 mg/dL 증가할 때 심혈관질환 위험이 12% 증가하며, 100

고 찰

mg/dL 이상일 때와 비교하여 100 mg/dL 미만일 때 심혈관질환 위험

이 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본 연구에서는 비비만군과 비만군
본 연구에서는 신체질량지수 25 kg/m2을 기준으로 비비만군과 비

모두에서 수술 전과 비교하여 수술 후 12개월 후 LDL-C의 유의한 호

만군으로 나누었을 때 일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전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LDL-C가 감소할수록 그리고 HDL-C가

위우회술 후 두 군 모두에서 수술 전과 비교하여 체중, 총 콜레스테롤,

증가할수록 심혈관질환 위험이 줄어든다는 이전 연구 결과를 고려한

TG, LDL-C의 감소와 HDL-C의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다. 또 일부에

다면19, 비비만군과 비만군 모두에서 수술 후 12개월 후에 LDL-C와

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비만군에서 수술 후 더 큰 체중 감소율

HDL-C가 유의하게 호전된 결과를 통해 신체질량지수가 낮은 환자

과 TG 수치 감소율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비

에서도 루와이 위우회술로 심혈관질환 위험 감소 등의 이득을 얻을

비만군에서 수술 후 더 큰 HDL-C 수치 증가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80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TG의 독립적인

대사증후군은 이상지질혈증, 고혈당, 고혈압 그리고 복부비만으로

효과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20, 이후에 많은 연구

구성되며, 대상증후군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환자들에서 심혈관 질환

를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TG의 독립적인 효과는 논란의 대상이다.21

과 당뇨병의 위험이 의미 있게 증가된다.14,15 이러한 대사증후군의 진

그러나 TG는 LDL-C와 HDL-C를 함께 이용하였을 경우 심혈관질환

단 기준 중 하나인 이상지질혈증의 경우 현재 사용 중인 대사증후군

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으며22, LDL-C가 70 mg/dL 미만으로 낮은 상

진단 기준 모두에서 TG와 HDL-C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16,17 본

태에서 TG가 150 mg/dL 미만일 경우에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있

연구에서는 비비만군과 비만군 모두에서 수술 후에 공복 시 혈청 총

었던 환자에서 심혈관질환의 재발 위험이 낮아진다.23 이러한 TG는

콜레스테롤, TG, LDL-C이 감소하였으며, HDL-C은 증가하였다. 특

공복 시 150 mg/dL 미만일 경우 정상으로 판단하며, 공복 시 100 mg/

http://dx.doi.org/10.7570/kjo.2014.23.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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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미만인 경우 대사적으로 건강한 이상적인 조건이 된다.21 본 연구

험을 얼마나 호전시킬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으며, 또 이러한 호전으로

에서도 비만군에서는 수술 전 공복 시 TG가 평균 164.0 mg/dL로 다

얻게 되는 이득이 복강경 루와이 위우회술에 따른 위험을 상회하는

소 높은 상태였으나 수술 후 12개월 뒤 공복 시 TG는 평균 95.71 mg/

지는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dL로 이상적인 수치를 보였다. 비비만군에서는 수술 전 공복 시 TG

또 이러한 혈중 지질 농도 호전의 기전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연구가 필

가 평균 144.95 mg/dL로 정상 상태였으나 수술 후 12개월 뒤 공복 시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의 TG는 평균 94.61 mg/dL로 이상적인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TG의
독립적인 효과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 중인 상태로 비비만군에서 수

요 약

술 전 공복 시 평균 TG 수치가 정상에서 수술 후 이상적인 수치로 호
전을 보인 것이 환자들에게 어떠한 이득을 줄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체질량지수가 높지 않은 환자에서의 비만수

않다고 생각된다.

술의 효과를 알아보는 것으로 비만수술과 같은 복강경 루와이 위우

제2형 당뇨병을 가진 신체질량지수 27-43 kg/m 의 20-60세 환자
2

회술을 시행받은 조기 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 전과 비교하여

150명을 대상으로 비만수술과 약물치료의 효과를 비교한 최근 연구

수술 후의 체중과 혈중 지질 농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루와이 위우회술을 시행받은 환자에서 수술 후 12

방법: 조기 위암으로 복강경 루와이 위우회술을 시행받은 116명의 환

개월 후에 체중은 평균 29.4%, TG 수치는 평균 44% 감소하였으며,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술 전 체중을 이용한 신체질량지수 25

HDL-C는 평균 28.5%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비만군에서는

kg/m2을 기준으로 비비만군(N =76)과 비만군(N = 40)으로 구분하

루와이 위우회술 12개월 후에 체중은 평균 8.3%, TG는 평균 16.61%

였다. 수술 전후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의 체중 및 혈중 지질 농도

감소하였으며, HDL-C는 평균 36.38% 증가하였다. 비만군에서는 루

를 조사하였다.

와이 위우회술 12개월 후에 체중은 평균 13.23%, TG는 평균 29.97%

결과: 비비만군과 비만군 모두 수술 전과 비교하여 수술 후에 체중과

감소하였으며, HDL-C는 평균 30.27% 증가하였다. 체중이 5-10% 감

중성지방의 유의한(P < 0.05) 감소가 있었다. 고밀도지질단백 콜레스

소할 때 TG는 20%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가지 제한이

테롤의 경우 비만군에서 수술 3개월 후를 제외하고 유의한 (P <

있지만 이전에 발표된 연구 결과와 본 연구 결과를 단순히 비교한다

0.05) 증가가 있었다. 총 콜레스테롤과 저밀도지질단백 콜레스테롤도

면 루와이 위우회술 후의 TG 감소는 체중 감량에 따른 효과로 판단

감소하였지만 일부에서만 유의한(P < 0.05) 차이를 보였다. 비비만군

된다. 그러나 HDL-C의 경우에는 체중 감소 정도와 역관계에 있는 것

과 비만군에서의 수술 후 체중과 혈중 지질 농도의 변화율을 비교하

으로 보였으며, 기저 체중 혹은 신체질량지수가 적을수록 더 많이 상

면 체중과 중성지방의 경우 비만군에서 더 큰 감소율을 보였으나, 일

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LDL-C의 경우에는 비비만군과 비만군

부에만 유의한(P < 0.05) 차이를 보였다. 고밀도지질단백의 경우 비비

모두에서 수술 후 12개월 후에 비슷한 정도의 감소율을 보여 루와이

만군에서 더 큰 증가율을 보였으나,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위우회술에 의한 체중 감소보다는 다른 연구들에서 언급되었듯이 수

총 콜레스테롤과 저밀도지질단백 콜레스테롤의 경우 감소율에서 두

술과 관련된 여러 호르몬들의 분비 변화와 연관이 있을 수 있을 것으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로 판단된다.

결론: 비비만군과 비만군 모두에서 루와이 위우회술 12개월 후에 체

10

21

7,8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연구 대상이 116명으로 연구 대상자가 많지

중, 중성지방, 고밀도지질단백 콜레스테롤, 저밀도지질단백 콜레스테

않아 신체질량지수를 좀 더 세분하여서 비교하지 못하였으며, 대상

롤에서 유의한 호전을 보였다. 하지만 비만군과 비교하여 비비만군에

환자들이 조기 위암 환자로 진단 및 치료 후에 건강 증진을 위하여 식

서의 체중 감소율은 유의하게 적었으며, 유의하지는 않지만 중성지방

단 조절 등의 식이 조절과 운동 등의 생활요법을 시행하였을 가능성

도 적은 감소율을 보였다. 고밀도지질단백도 콜레스테롤은 유의하지

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체중과 혈중 지질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었

않지만 비비만군에서 더 큰 증가율을 보였다.

으나 후향적 연구로 이러한 영향을 보정할 수 없었다.

중심단어: 비만수술, 루와이 위우회술, 지질

본 연구에서 비비만군과 비만군 모두 수술 후 12개월 후에 체중,
TG, HDL-C, LDL-C에서 유의한 호전을 보였으나, 비비만군은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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