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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배경: 본 임상시험은 비만 환자에게 8주간 푸링 정 35 mg (1정)을 1일 3회 투여했을 때의 체중
감소 효과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방법: 비만 클리닉에 내원한 18~65세의 남녀 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기준은, 체질량 지수
(BMI)가 25이상 또는 23이상이며 허리둘레가 남자 90 cm이상, 여자 80 cm이상인 비만환자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SBP > 150 mmHg 또는 DBP 100 mmHg), 심한 간 기능, 신기능 장애 환자, 녹내장,
정신 장애 환자, 임산부 및 가임 여성 환자, 최근 3개월 이내에 10%이상의 체중 감소를 보인 환자는
제외하였다. 1차 유효성 평가변수는 체중 감소율로 매 방문 때마다(4주 간격) 환자의 체중을 측정하고
2차 평가변수로는 체중 감소치, 허리둘레/엉덩이 둘레비, 체질량지수, 체지방률, 근육량 변화정도, 혈청
지질(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High-Density Lipoprotein, Low-Density Lipoprotein)변화 정도
로 판정하였다. 안전성 평가는 시험약제 투여 전과 8주 후에 실험실적 검사를 실시하고 매 방문 때마다
활력징후를 측정하며, 연구기간 내내 이상반응을 평가하였다.
결과: 대상군의 평균 연령은 38.9 ± 11.7세이고 성별 분포는 남자 4명 (5.7%), 여자 66명 (94.3%)이
었으며 이상 반응은 총 6명(8.6%)에서 발현되었다. 2개월 동안의 푸링 투여 후 체중은 5.9 ± 2.9% 감
소하였다. 푸링 투여 전후 체중 감소는 4.6 ± 2.3 kg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 <
2
2
0.0001) 허리둘레도 4.9 ± 4.2 cm 감소, 체질량 지수(BMI)는 28.1 ± 2.8 kg/m 에서 26.4 ± 2.8 kg/m

로 1.7 ± 0.9 kg/m2 감소되었다. 체지방률은 2.2 ± 2.0% 감소, 근육량도 1.8 ± 2.5 kg 감소된 소견이 관
찰되었으며 이는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은 각각 6.9 ± 13.2 mmHg, 3.0 ± 10.9 mmHg 감소하였으며 모두 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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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01, P = 0.025). 혈청 지질 변수는 total cholesterol (P < 0.0001),
HDL (P = 0.042), LDL (P = 0.0004), Triglyceride (P = 0.002)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총 10건의 이상반응은 어지럼증 2건(2.9%), 심와부 동통 2건(2.9%), 두통2건 (2.9%), 무기력(1.4%),
손 떨림 (1.4%), 위장장애 1건(1.4%), 현훈 1건(1.4%)이었다.
결론: 본 임상시험은 위약군이 없었고 8주간의 단기간 연구였다는 제한점이 있으나 푸링의 처방에 있
어서 약물 상호작용이나 적절한 적응 증을 숙지하고 단기간 사용하였을 때 체중감량 효과는 적절하였고
반면 부작용은 미미하게 나타났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중심단어: 푸링 정, 체중감소, 이상반응

서

azine으로 검출되며, phenmetrazine은- NE & DA tran-

론

sport를 위한 기질로 작용하게 되므로, Phendimetra경제 발달과 산업화 등으로 인한 영양이나 환경의

zine은 phenmetrazine의 활동성 대사 전구 약물으로써

변화로 선진국형 질환인 관상동맥 질환, 동맥경화증,

NE 및 DA유리를 촉진하여 식욕을 억제하는 것으로

이상 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이 점차 증가 추세이

2,3)
알려져 있다 .

고 이에 따라 비만이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Phentermine사용에 대한 임상적인

비만은 치료가 어렵고 재발을 잘하는 만성질환이므로

연구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본 제제의 체

비만을 정복하기 위하여 1930년대부터 약물치료를 시

중감소 효과 및 안정성에 관한 임상 연구가 거의 이루

도해 왔다. 그러나 많은 식욕억제제들이 심각한 부작

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임상시험은 비

용들로 인해 약물이 사용되었다가 사라지곤 하였다.

만 환자에게 8주간 푸링 정 35 mg (1정)을 1일 3회 투

그 비근한 예는 1980~90년대 식욕억제제로 서구에서

여했을 때의 체중 감소 효과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

각광을 받으면서 비만 시장을 석권하리라고 예상했던

해 시행하였다.

fenfluramine, dexfenfluramine, fenfluramine의 경우
로, 복용했던 환자에서 심장판막질환으로 사망하는 경
1)

우가 생기는 등

방

법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자
비만 클리닉에 내원한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남녀

1997년 미국 FDA에서는 판매를 금지하였다. 그 후
1990년대에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sibutramine이

로 체질량 지수 (BMI)가 25이상이거나 체질량 지수

장기간 사용으로 FDA의 승인을 받으면서 비만 치료

(BMI)가 23이상이고 허리둘레가 남자 90 cm이상, 여

를 위해 이들 처방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중

자 80cm이상인 비만환자 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

추성 식욕 억제제중의 하나인 Phendimetrazine제제 (푸

과거 심각한 질환을 앓았거나 심각한 질환으로 치료중

링 정)가 2002년 가을부터 국내에서 시판되면서 현재

인 환자, 내분비 질환으로 인한 비만 환자, 증후선 심

비만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혈관계 질환 환자,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 (SBP >

Pnetermine은 생화학적으로 amphetamine과 유사한
2,3)

150 mmHg 또는 DBP 100 mmHg), 심한 간 기능, 신

가지며 비만 치료를 위해서 12주이내

기능 장애 환자, 녹내장, 정신 장애 환자, 임산부 및 가

의 단기간에 한해서 FDA에 공인을 받은 치료 약물이

임 여성 환자, 본제에 과민증 환자 또는 약물 남용의

다 (Bray, 1993:Ryan, 2001). 경구 투여시 30%는 소

기왕력자, 본제에 과민증인 환자 또는 약물 남용의 기

변에서 N-demethylated active metabolite인 phenmetr-

왕력자, 최근 3개월 이내에 체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

화학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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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물이나 최근 2주 이내에 monoamine oxidase저

유의수준이 0.05이하인 경우로 하였고 모든 자료는 평

해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 환자, 절제등과 같은 해부

균 ± SD로 표시하였다.

학적 변화가 있어 신체평가가 곤란한 환자, 체중감량
을 위하여 외과적 수술을 받은 경험 있는 자, 최근 2개

체중감소 전후의 각각 변수간의 변화를 paired T-tes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월 이내에 기타 임상 시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환자,
최근 3개월 이내에 10%이상의 체중 감소를 보인 환자

결

는 제외하였다.

과

1. ITT (Intent-To-Treat)분석 (최소한 한
번이라도 시험약을 투여 받았던 피험자로
부터 얻어진 자료를 모두 분석에 포함시킨
경우)

1차 유효성 평가변수는 체중 감소율로 매 방문 때마
다 (4주 간격) 환자의 체중을 측정하고 시험 시작때 체
중에 비하여 5%이상의 체중 감소가 있는 환자를 유효
한 경우로 판정하였다.

1) 일반적인 자료의 특성

2차 평가변수로는 체중 감소치, 허리둘레/엉덩이 둘
레비, 체질량지수, 체지방률, 근육량 변화정도, 혈청 지

대상군의 평균 연령은 38.9 ± 11.7세이고 성별 분

질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High-Density Lip-

포는 남자 4명 (5.7%), 여자 66명 (94.3%)이었으며 이

oprotien, Low-Density Lipoprotein)변화 정도로 판정

상 반응은 총 6명(8.6%)에서 발현되었다 (Table 1).

하였다.
2) 유효성 평가

안전성 평가는 시험약제 투여 전과 8주 후에 실험실

(1) 1차 유효성 평가변수

적 검사를 실시하고, 매 방문 때마다 활력징후를 측정

2개월 동안의 푸링 투여 후 체중은 5.9 ± 2.9% 감

하며, 연구기간 내내 이상반응을 평가하였다.

소하였다.
(2) 2차 유효성 평가변수

통 계 분 석

푸링 투여 후 체중 감소는 4.6 ± 2.3 kg으로 통계학
통계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SAS systems for windows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 < 0.0001) 허리둘레

V8 (SAS Inc. U. S. A)이었으며, 통계적인 유의성은

도 4.9 ± 4.2 cm 감소, 체질량 지수 (BMI)는 28.1 ±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Study Groups (mean ± SD)

성별 (남/여)
연령 (세)

ITT

PP

(n=70) (%)

(n=68) (%)

4/66 (5.7/94.3)

3/65 (4.4/95.6)

38.9 ± 11.6

39.3 ± 11.7

알러지 병력

6 (8.6)

4 (5.9)

이상반응

17 (24.3)

17 (25)

과거병력

14 (24.3)

13 (25)

비만 이외 병력

6 (8.6)

6 (8.2%)

비만의 가족력

21 (30)

21 (30.9)

20 (28.6)

20 (29.4)

비만 약제 투여 병력
기타 약제 투여 병력
병용 약물

0 (0)

0 (0)

23 (32.9)

23 (33.8)

ITT: Intent-To-treat , PP: Per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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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Before and after Weight Loss (mean ± SD) (ITT group)
Before Weight Loss

After Weight Loss

(n=70)

(n=69)

71.37 ± 11.25

66.72 ± 10.14

<0.001

SBP, mmHg

122.77 ± 13.39

115.59 ± 10.79

<0.001

DBP, mmHg

77.23 ± 10.44

74.03 ± 8.29

0.025

28.09 ± 2.75

26.38 ± 2.74

<0.001

91.87 ± 7.33

86.90 ± 7.08

<0.001

0.90 ± 0.06

0.87 ± 0.07

<0.001

Weight, kg

BMI, kg/m

2

Waist circumference
WHR
Body fat mass, kg
Body fat mass, percent
Lean-body mass, kg

P-value

26.00 ± 6.777

23.47 ± 6.09

<0.001

122.77 ± 13.39

115.59 ± 10.79

<0.001

42.50 ± 5.92

40.66 ± 6.50

<0.001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BMI, body mass index;
WHR, waist hip ratio;

Table 3. Characteristics Before and after Weight Loss (mean ± SD) (PP group)

Weight, kg
SBP, mmHg
DBP, mmHg

Before Weight Loss

After Weight Loss

(n=68)

(n=68)

70.82 ± 10.78

66.66 ± 10.20

<0.001

122.53 ± 13.43

115.75 ± 10.79

<0.001

P-value

77.10 ± 13.43

74.01 ± 8.35

0.024

BMI, kg/m

28.01 ± 2.76

26.36 ± 2.76

<0.001

Waist circumference

91.54 ± 7.13

86.83 ± 7.11

<0.001

0.89 ± 0.06

0.87 ± 0.07

<0.001

25.65 ± 6.47

23.39 ± 6.10

<0.001

2

WHR
Body fat mass, kg
Body fat mass, percent

35.28 ± 4.93

33.10 ± 5.15

<0.001

Lean-body mass, kg

42.36 ± 5.93

40.65 ± 6.55

<0.001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BMI, body mass index;
WHR, waist hip ratio;

2.8 kg/m2에서 26.4 ± 2.8 kg/m2로 1.7 ± 0.9 kg/m2 감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Table 4).

소되었다. 체지방률은 2.2 ± 2.0%감소, 근육량도 1.8 ±
2.5 kg감소된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이는 모두 통계학

3) 안정성 -이상반응 평가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01) (Table 2).

이상반응 발생건수는 경도 3건 (30%), 중등도 5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은 각각 6.9 ± 13.2 mm

(50%), 중증 2건 (20%)으로 총 10건에서 발생하였으

Hg, 3.0 ± 10.9 mmHg 감소하였으며 모두 통계학적으

며 이 중에서 1건 (10%)만이 중대한 이상반응을 나타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01, P = 0.025). 혈

내었다. 이상반응이 발생된 10건 중 4건 (40%)은 본

청 지질 변수는 total cholesterol (P < 0.0001), HDL

제제와 이상 반응이 명확히 관련되어 있고, 관련 있다

(P = 0.042), LDL (P = 0.0004), Triglyceride (P = 0.002)

고 생각되는 경우가 4건 (40%), 관련 가능성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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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Biochemical Results of Study Group (mean ± SD)
Before weight loss

After weight loss

(n=70)

(n=70)

P-value

Cholesterol, mg/dL

203.05 ± 36.71

186.17 ± 31.84

< 0.001

LDL-C, mg/dL *

122.89 ± 30.47

108.24 ± 22.74

< 0.001

52.43 ± 12.16

50.80 ± 10.70

0.042

151.49 ± 88.31

121.39 ± 58.10

0.002

HDL-C, mg/dL **
Triglycerides, mg/dL
*n=50 ; **n=69

Table 5. Side-Effect During Administration of Furing (Phendimetrazine Tartrate)
전체 (n=70)
발현증례율 (n%)

발현 빈도율 (n%))

어지럼증

2 (2.86)

2 (2.86)

심와부 동통

2 (2.86)

2 (2.86)

두통

2 (2.86)

무기력

1 (1.43)

손발 떨림

1 (1.43)

1 (1.43)

위장장애

1 (1.43)

1 (1.43)

현훈

1 (1.43)

1 (1.43)

합 계

6 (8.57)

10 (14.29)

2 (2.86)
1 (1.43)

(2) 2차 유효성 평가 변수

우가 2건 (20%)이었다.
총 10건의 이상반응은 어지럼증 2건 (2.9%), 심와부

푸링 투여 후 체중 감소는 4.1 ± 2.1 kg으로 유의한

동통 2건 (2.9%), 두통 2건 (2.9%), 무기력 (1.4%), 손

차이를 보였으며 (P < 0.0001) 허리둘레도 4.7 ± 4.1cm

발 떨림 (1.4%), 위장장애 1건 (1.4%), 현훈 1건

2
감소, 체질량 지수(BMI)는 28.0 ± 2.8 kg/m 에서 26.4

(1.4%)이었다 (Table 5).

2
2
± 2.8 kg/m 로 1.7 ± 0.9 kg/m 감소되었다. 체지방률

2. PP (Per Protocol)분석 (ITT분석에 포
함되는 환자 중 임상 시험계획서에 따라
완료한 피험자로부터 얻어진 자료 분석)

은 2.2 ± 2.1% 감소, 근육량도 1.7 ± 2.6 kg 감소된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이는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01) (Table 3).

1) 일반적인 자료의 특성

결

론

대상군의 평균 연령은 39.3 ± 11.7세이고 성별 분
포는 남자 3명 (4.4%), 여자 65명 (95.6%)이었으며 이
상 반응은 총 4명 (5.9%)에서 발현되었다 (Table 1).

1985년에 미국 국립원의 공식견해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Consensus Development Conference)인 `비
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발표로 비만 치료기준이

2) 유효성 평가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미국의 경우, 약물요법은 BMI

(1) 1차 유효성 평가 변수

30이상이거나 비만 관련 위험인자나 질병을 가진 BMI

2명이 실험도중 탈락하고 총 68명의 푸링 투여 2개

4)
27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서

월 후 체중은 4.16 ± 2.24% 감소하였다.

구인과 달리 BMI 30이상인 사람은 적은 반면 BMI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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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에서도 복부비만이 많아 허리둘레 및 동반질환 유

2~3)

lating effect와 tarchycardia가 적다

무에 따라 약물요법이 결정된다.

.

비만 치료제로서는 12주 사용에 한해 FDA 의 허가

약물요법은 반드시 생활양식 변화 프로그램과 동시

를 받았으며 현재 남미와 미국에서 사용 중인 약물이

에 수행되어야 하고, 약물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점

다. 2000년과 2001년 2차례에 걸쳐 유럽에서는 CPMP

5)

검해야 한다. . 약물 요법이 체중을 감소시키고 유지

(Committee on Proprietary Medical Products)에 의해

에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없는 경우 약물 투여를 계속

중추성 식욕 억제제의 사용이 금지되고 금단 증상의

5)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지되어야 한다. .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1~2주 간격으로 서서히 용량을

미국 FDA에서는 초기체중의 5%이상 감소한 경우

11~12)

줄일 것이 권유되었으나

이것은 3개월 이상 장기

약물치료의 효과가 위약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

사용자에 해당하며 우울, 불안, 수면장애, 어지럼증 등

6)
하다고 정의하였고 , CPAP (Committee of the Euro-

의 금단 증상은 사용중단 후 4일째 가장 심해진다고

pean Agency for the Evaluation of Medicinal Prod-

하였다. 그러나 3개월 이내로 사용한 경우는 거의 금

ucts)에서는 초기체중의 10%이상 감소한 경우에 통계

단 증상은 없으며 이들은 새로운 안전성의 문제라기보

7)
학적으로 유의하다고 정의하였다 .

다는 단지 적절한 자문과 주의 없이 사용되는 것에 대

중추성 식욕억제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은 대부분

11)
한 경고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 더욱이 최근 영국의

amphetamine의 중독성에 의한다. Amphetamine (alpha-

H.G. Kinnell은 CPMP의 중추성 식욕억제제의 사용

methyl-beta-phenethylamine)은 음식물의 섭취를 감소

금지에 대한 결정을 비판하면서 반드시 장기간 연구

시키는 작용이 있는 중독성 beta-phenethylamine이다.

결과가 있는 약물들과 비교한 독립적인 연구가 필요하

Amphetamine의 중독성은 도파민계 신경전달에 대한

13)
다고 하였다 . 유럽의 중추성 식욕억제제 판매중지

작용과 관련되며, 식욕억제효과는 노르아드레날린계

조치에 대해 이미 1995년 영국 보건부에서 중추성 식

8)
신경 전달에 대한 작용으로 생각된다 . Phenethylamine

욕억제제에 관한 안전성과 효율성을 보고하였는데도14)

이 중독성 물질이므로 다른 유도체도 중독성이 있다고

다시 새롭게 이 문제를 경고하는 이유를 CPAP는

추정되며 이러한 유도체는 Phentermine, diethylpropion,

Manson과 Faich 등이 말한 이득/위험률 비율이 20:1

phendimetrazine, fenfluramine,venlafaxine이 있다. 특

이라는 계산에 근거한다고

히 phentermine, phendimetrazone,diethylpropion은 am-

은 fenfluramine에 의해 발생되는 폐고혈압의 발생 위

phetamine과 같은 교감 신경계 유사 아민이지만 시냅

험을 포함하며, 또한 diethylpropion이나 phentermine

스에서 도파민 분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Nor-

같은 NE를 분비하는 약물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의

epinephrone을 분비하는 약물이다. 그러나 fenfluramine

비율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15)

하였다. 그러나 이 비율

12,16~23)

.

은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나 도파민의 재흡수 혹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중추성 식욕억제제를 투여한 98

분비에는 영향이 없고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킨다.

편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 (RCT)를 통해 효율성을 입

이 약물은 phentermine과 병합 치료시에 35%까지 심

증하였고

장 판막이상이 보고되어 FDA에서 판매를 금지하게

50개의 연구를, Silverstone25)은 110개의 연구를 통하

5,8~10)

되었다

.

16)

2명의 주된 평론가들은 (Munro 24~25)은

여) diethylpropion과 phentermine가 효과적이고 안전

푸링 정은 주석산 펜디메트라진 (Phendimetrazine

27~28)

하다고 하였다. 이 결과는 Bray의 견해와

일치한다.

tartrate)을 주성분으로 하는 phenethylamine유도체의

그러나 푸링 (phendimetrazine)에 대한 직접적인 무

하나로, 외측 시상하부 식욕중추의 신경 말단에서 NE

작위 대조군 연구 (RCT)는 현재까지 1960년대에 몇

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는 약물로 식욕억제의 효과가

편만이 이루어 졌을 뿐이다.

8)
있다 . 주로 간에서 대사되고 소변으로 배설되며 non-

위약군 43명과 푸링 투여군 (35mg 매 식전 30분)

amphetamine compound로써 phenmetrazine과 달리 met-

37명에게 한 달 동안 투여 후 체중감소는 위약군이

hyl group을 가짐으로써 상대적으로 respiratory stimu-

0.57파운드인 반면 푸링 투여군은 1.32파운드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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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부작용은 위약군이

index) of 25 and above or with BMI of 23 and above

1.2%인 반면 푸링 투여군은 13.6%의 빈도를 보였다

and men with a waist measurement of more than

29)

90cm and women with a more than 80cm were sele-

. 12주간 투여한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
30)

였다 .

cted as subjects. 70 people were chosen except those

76명의 비만한 당뇨병 환자들에게 3개월간 푸링 정

who had uncontrollable hypertension (SBP > 150 mmHg

을 투여 (35 mg 매 식전30분)한 결과 평균 5.3파운드

or DBP 100 mmHg), severe liver or renal dysfunction,

의 체중감소가 있었고 이 효과는 첫 6~8주에 두드러졌

mental disorders, glaucoma, or showed a weight loss

다. 혈압과 혈당 수치는 모두 위약군과 비교해 통계학

more than 10% three months before they visited the

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2명에서만 약간의 어지러움을

clinic. The first validation variable was weight loss:

31)

호소하여 부작용도 미미하였다 . 하루에 푸링을 6알

we checked patients' weights every time they visited

까지 투여하여도 (매 식전 70 mg) 위약군과 부작용의

the clinic (every four week). The second validation

32)

발생률이 통계학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variables were the extent of weight loss, the waist-to-

이와 비교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

hip ratio, BMI, percent body fat, changes in muscle

에서 8주 동안의 체중감소는 5.9 ± 2.9%로 4.2 ± 2.3

mass, and serum lipid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kg이었고 이상 반응 발현 빈도율은 14.3%정도로 역시

High-Density Lipoprotein, Low-Density Lipoprotein).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To evaluate safety of medication, we conducted

단지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통계학적으로 유

clinical experiment eight weeks before and after,

의하게 감소하였으나 모두 정상 혈압 범위 이내였으며

checked vital signs every time the subjects visited,

이는 체중 감소 자체에 의한 효과로 생각되어진다. 또

and evaluated side effects during the study.

한 혈청 지질 변수(total cholesterol, HDL, LDL, Trigl-

Results: The average age of study groups was 38.9

yceride)기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 11.7, gender consisted of four males (5.7%), 66

이것은 약물의 효과라기보다는 모두 저 열량 식사요법

females (94.3%), and side effects were reported in

에 의한 결과로 생각되어진다.

six people (8.6%). After Furing was prescribed two

본 임상시험은 위약군이 없었고 8주간의 단기간 연

months, subjects' weights were reduced by 5.9 ± 2.9

구였다는 제한점이 있으나 푸링의 처방에 있어서 약물

%. The weight loss after the medication of Furing

상호작용이나 적절한 적응 증을 숙지하고 단기간 사용

was so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t it recorded a 4.6

하였을 때 체중감량 효과는 적절하였고 반면 부작용은

± 2.3 g decrease (P < 0.0001). Other factors also redu-

미미하게 나타났다. 앞으로 시판되고 있는 중추성 식

ced: waist measurement by 4.9 ± 4.2 cm; BMI by 1.7

욕억제제들의 각각의 효과 및 안정성에 관한 잘 짜인

± 0.9 kg/m

2

from 28.1 ± 2.8 kg/m2 to 26.4 ± 2.8

2

kg/m ; percent body fat by 2.2 ± 2.0%; muscle mass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by 1.8 ± 2.5kg. All of which indica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SBP and DBP also showed

ABSTRAC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dropping by 6.9 ±
Background: This clinical study is to prescribe

13.2 mmHg, 3.0 ± 10.9 mmHg, respectively (P < 0.0001,

35mg Furing tablet (1 tablet) to obese people three

P = 0.025).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also app-

times a day for 8 weeks, and evaluate its safety and

eared on serum lipid profile of total cholesterol (P <

the effect on weight loss.

0.0001), HDL (P = 0.042), LDL (P = 0.0004), Triglyc-

Methods: Among the obese people visited the cli-

eride (P = 0.002). Total ten side effects were reported:

nic, aged between 18 and 65 with BMI (body mass

two cases of dizziness (2.9%), epigastric pain (2.9%),

- 236 -

－ 비만환자 치료시 푸링 정의 유효성 및 안정성 평가를 위한 연구 －

and headache (2.9%), and one of lethargy (1.4%),

7. European Agency for the Evlauation Products

hand tremor (1.4%), gastric discomfort (1.4%), and

(CPMP). Clinical Investigation of Drugs Used in

vertigo (1.4%).

weight Control. The European Agency for the

Conclusion: There were limitations in this study

Evaluation of Medicina Products; London, UK,

that it had no placebo group and conducted within a

1997.

short period of eight weeks. Yet, as far as the

8. Bray GA, Bouchard C, James WPT. Handbook

prescription of Furing is concerned, its weight loss

of Obesity. Marcel Dekker, Inc. New York, 1997,

effect was appropriate and it had few side effects.

pp9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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