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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형 당뇨병환자에서 바리아트릭수술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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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Bariatric Surgery in Type 2 Diabetes Mell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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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riatric surgery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effective treatment modality in maintaining long-term weight reduction and improving obesityrelated conditions in patients who are morbidly obese. Recent studies have shown that bariatric surgery can lead to the remission of diabetes in a
large portion of patients with both type 2 diabetes and morbid obesity. Although there are some endoscopic bariatric procedures, the most commonly performed bariatric surgeries are Roux-en-Y gastric bypass (RYGB), adjustable gastric banding (AGB), sleeve gastrectomy (SG), and biliopancreatic diversion (BPD). The effect of bariatric surgery, especially Roux-en-Y gastric bypass, is thought to be caused by mechanisms other
than weight loss that contribute to the metabolic improvement. Improvement in surgery and improved peripheral insulin resistance seen with
weight loss are one of the mechanisms leading to improved metabolism. Insulin secretion and altered gut hormone secretion also seem to play a
role in this improvement. The mechanisms underlying the beneficial effect of bariatric surgery need to be studied further and this increased
understanding will aid in the understanding of the pathophysiology of type 2 diabetes, and may lead to the development of novel therap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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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서 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군에
비해 체중감소 등 비만관련인자의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2,3 또한 고도

과체중 또는 비만한 제2형 당뇨병환자에서 체중감량은 혈당을 조

비만 환자에서 시행되는 바리아트릭수술은 여러 연구에서 제2형 당

절하는 데 중요하고, 비만과 제2형 당뇨병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관

뇨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 효과를 보고 하였다.4,5 당뇨병이 있는 비만

리하고 치료해야 한다. 현재까지 비만치료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

환자에서 시행된 무작위배정 대조군 연구들에서 바리아트릭수술을

이며, 비용 대비 효과가 인정되는 치료법은 비만수술 또는 바리아트릭

시행하는 경우 내과적 약물치료만 한 경우보다 월등한 당 대사의 호

수술이다.

전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고6-8, 이후 3년 추적하였을 때에도 바리아

바리아트릭수술은 1960년대 Mason 등1에 의해 위우회술(gastric

트릭수술군이 내과적 약물치료군에 비해서 혈당지표가 의미 있게 개

bypass)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된 이후 1992년 NIH consensus

선되어 HbA1c< 6%로 유지한 사람이 루와이 위우회술군에서 38%,

conference를 통해 비만에 대한 치료법으로 인정받으면서 발전을 거

위소매 절제술군에서 24%, 내과적 약물치료군은 2%를 보여 주었다.9

듭하고 있다. 비만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법에 비해 바리아트릭수술의

현재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바리아트릭수술은 루와이 위우회술

우월한 치료 효과를 입증한 연구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연구는 스웨

(Roux-en-Y gastric bypass, RYGB)과 복강경 조절형 위밴드 삽입술

덴 비만수술 연구회가 시행한 SOS 1997-2007 코호트이다. 3,500명 이

(laparoscopic adjustable gastric banding, LAGB)이고 안전성과 효과

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향적 연구에서 위밴드술, 위우회

에 긍정적인 보고가 많아 시행이 많아지고 있는 방법이 위소매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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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 sleeve gastrectomy, VSG)이다. 각 수술은 정도의 차이는 있

연관이 있을 것이며 이는 조절형 위밴드술에서 당뇨병 개선의 효과가

10

지만 모두 유의한 체중감소와 함께 당 대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떨어지는 것을 설명해 준다. 비만 수술 이후 당뇨병의 관해는 수술 전

이들 수술 중 당 대사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

당화혈색소의 수치 및 당뇨병의 정도와 연관이 있으며16, 당뇨병 관해

고 있는 수술은 RYGB이다. LAGB 수술의 경우 소화관의 해부학적

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만 수술은 집중적인 당뇨병 치료보다

변화가 없이 식사량을 강제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체중감량과 유지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더 효과적이었다.6,7

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체중감량효과
및 당 대사에 대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에 비하여 RYGB의 경

1. 당뇨병 치료 개선 효과

우 위낭을 작게 만들어 음식량을 줄여주고 음식이 소화액과 만나 소

1) 전장이론(foregut hypothesis)과 후장이론(hindgut hypothesis)

화 및 흡수가 일어나는 소장의 길이가 짧아져서 체중감량 및 당 대사

바리아트릭수술은 체중감량과 독립적으로 당 대사를 호전시키는

가 호전되는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VSG 수술의 경우 처음에는 단

인크레틴 효과를 설명하는 두 가지 기전으로, 첫째는 전장이론이고

순한 제한적(restrictive) 기전만 가진 수술로 생각되었으나 많은 연구

둘째는 후장이론이다. 전장이론은 섭취된 영양소가 십이지장을 포함

를 통해서 RYGB와 유사한 당 대사와 관련된 변화가 있음이 알려지

하는 상부 소장을 거치지 않고 우회함으로써 혈당개선 효과를 나타

고 있다.

낸다는 이론이다.11 Rubino 등15이 십이지장공장 우회술(duodenal je-

11

10

바리아트릭수술의 당뇨병에 대한 혈당을 개선 시키는 기전을 이해

junal bypass, DJB)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통하여 이 부위를 영양소가

하는 것은 제2형 당뇨병의 병인을 이해하고 향후 더 안전한 새로운 치

통과하는지 여부가 혈당개선 효과에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십이

료의 개발에 중요하며, 본 고에서는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를 중심으로

지장과 상부 공장의 점막이 음식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는 기구(du-

바리아트릭수술이 혈당을 개선시키는 기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odenal jejunal bypass sleeve)를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설치한 경우

혈당의 호전이 조기부터 나타나서 이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15 그러
나 이러한 기전이 나타나는 데 관여하는 항인크레틴 인자는 밝혀지

본 론

지 않았고 이 이론에 반하는 근거들도 제시되고 있어 논란이 있다.12
고도 비만 환자에서 바리아트릭수술의 종류는 크게 1) 제한형(re-

후장이론은 후장으로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많은 양의 영양소가

strictive type), 2) 흡수억제형(malabsorptive type), 3) 복합형(com-

전달되면서 장내분비세포인 L-cell이 과도하게 자극되어 glucagon-

bined type)으로 나눌 수 있다. 제한형 수술은 복강경 조절형 위밴드

like peptide 1 (GLP-1)과 peptide YY3-36 (PYY) 등과 같은 장호르몬

술 (LAGB), 위소매절제술(sleeve gastrectomy)로 위 용적을 감소시켜

의 분비가 증가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이론이다. GLP-1과

서 음식 섭취량을 줄이고 조기에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수술이다. 흡

PYY 모두 식욕억제 기능과 혈당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12 이 이

수억제형 수술(malabsorptive surgery)로는 담도췌장 우회술(bilio-

론을 가장 잘 뒷받침해 주는 근거는 회장전위수술(ileal transposi-

pancreatic diversion)이 대표적으로 소장을 짧게 해서 영양분의 흡수

tion)을 이용한 연구 결과이다. 이 수술은 회장을 상부 장관으로 옮겨

를 억제시키는 수술이다. 복합형 수술(combined surgery)은 루와이

서 끼워 넣어 흡수되지 않은 음식물이 회장에 더 노출되도록 한 수술

위우회술(RYGB)로 제한 및 흡수 억제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인데 수술 후 GLP-1이 증가되고 혈당이 호전되었다.17

처음 바리아트릭수술이 개발되는 단계에서는 주된 두 가지 기전으
로서 음식의 섭취를 제한하는 제한적 기전과 장의 일부를 우회함으

2) 인슐린 저항성의 호전

로써 음식의 흡수를 막는 흡수장애 기전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체중감량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유의한 체중감소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기전들이 체중이 감소되고 제2형 당뇨병

를 유발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RYGB 수술은 인슐린 저항성을 현저하

의 혈당개선이 되는 주된 이유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게 호전시킨다.5 많은 연구들에서 수술 초기에 간의 인슐린 감수성이

12,13

Buchwald 등14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당뇨병을 동반한 고도비만 환

호전되고 체중 감소가 진행됨에 따라 말초의 인슐린 저항성은 후기에

자에서 제2형 당뇨병 치료효과는 비만수술의 종류에 따라 담도췌장

좋아진다.18 빠른 시간 내 발생하는 간의 인슐린 감수성 개선은 수술

우회술/십이지장치환술, 루와이 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 복강경 조

직후 칼로리 섭취의 감소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현저한 칼로리 섭

절형 위밴드술 순서로 높게 나타난다. 비만 수술의 혈당개선 기전과

취의 감소 시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서는 간의 인슐린 감수성이 증가

관련하여 여러 가설이 대두되었고 Rubino 등 이 제시한 항인크레틴

하고 말초의 인슐린 저항성에는 변화가 없었고 11주 이후에는 간의

가설(anti-incretin hypothesis)이 가장 설득력이 있으며, 비만 수술로

인슐린 감수성에는 추가적인 변화가 없으면서 말초의 인슐린 저항성

인한 십이지장 및 근위부 소장에 대한 음식물 우회가 당뇨병 조절과

이 유의하게 감소함을 볼 수 있었다.19 또한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섭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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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열량을 감소시킨 경우 1주째부터 간의 인슐린 저항성과 지방축적

있다. 특히 RYGB 수술의 경우 단순한 체중감소 외의 장호르몬 기전

이 감소하였다. RYGB 초기의 간의 인슐린 감수성 개선이 칼로리 섭

에 의한 당뇨병에서 혈당 개선을 포함한 대사의 호전 가능성이 있다.

취량의 감소 때문만인지 다른 추가적인 기전에 의한 것인지는 상반되

대사호전 효과는 인슐린 저항성이 초기에는 간에서 그 이후에는 근

는 결과가 있어 아직 논란이 있다. 체중 감소에도 불구하고 식욕이

육에서 호전되면서 전반적인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고 GLP-1의 식

촉진되지 않는 것도 지속적인 체중감소와 체중 유지에 중요한 인자로

후 증가와 관련된 인슐린 분비의 증가가 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

서 장기적인 근육의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히 위장관에서 분비되는 장호르몬의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

20

18

12

로 생각하며 GLP-1, PYY는 식욕억제와 당 대사의 호전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인슐린 분비에 대한 효과

바리아트릭수술 후 지방산과 고혈당에 의한 손상 및 염증의 감소는

현재까지 바리아트릭수술의 당뇨병에 대한 좋은 효과의 기전을 밝

베타세포의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 RYGB 후 식후 인

히고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잔존

슐린 농도는 더 빠르고 높게 상승한다.

하고 있어 향후 제2형 당뇨병에 대한 좋은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하기

13

21

Insulinogenic index (IGI)으로 측정된 인슐린의 분비는 제2형 당뇨

위해서는 바리아트릭수술의 당 대사 호전의 기전을 밝히는 추가적인

병 환자에서 4주 뒤 유의하게 증가되고 다른 연구에서도 제2형 당뇨

연구가 필요하며, 장기간 효과와 합병증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으

병 환자에서 RYGB 수술 후 7일 후에는 변화되지 않았지만 30일과 90

로 생각된다.

21

일 후에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베타세포의 포도당 감수성도 제2
22

형 당뇨병 환자에서 RYGB 수술을 하는 경우 유의하게 호전되었다.23

요 약

이러한 인슐린 분비의 증가나 베타세포의 기능 호전은 GLP-1의 분비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2,18

과체중 또는 비만한 제2형 당뇨병환자에서 체중감량은 혈당을 조
절하는 데 중요하고, 비만과 제2형 당뇨병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관
리하고 치료해야 한다. 현재까지 비만치료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

4) 장호르몬(Gut hormone)에 대한 효과

바리아트릭수술인 RYGB 수술 후 대사 호전의 주된 기전 중 하나는

이며, 비용 대비 효과가 인정되는 치료법은 비만수술 또는 바리아트릭

장내분비 세포에서 장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수술이다. 고도 비만 환자에서 바리아트릭수술의 종류는 크게 1) 제한

RYGB 수술 후 GLP-1의 공복 농도는 변화가 없지만 식후 분비는 수 배

형(restrictive type)인 복강경 조절형 위밴드술(laparoscopic adjustable

증가한다.

또한 Glucose-dependent insulinotropic peptide (GIP)의

gastric banding, LAGB), 위소매절제술(sleeve gastrectomy), 2) 흡수억

경우에는 RYGB 수술 후 공복 혈중 농도에는 변화가 없지만 식후 농도

제형(malabsorptive type)인 담도췌장 우회술(biliopancreatic diver-

는 증가한다는 보고들도 있으나 변하지 않거나 감소한다는 보고들

sion), 3) 복합형(combined type)인 루와이 위우회술(Roux-en-Y gas-

도 있다. RYGB 수술 후 인크레틴 효과는 유의하게 증가하는데 식사

tric bypass, RYGB)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수술 중 당 대사에 가장

요법에 의한 체중 감소 시에는 이러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술은 RYGB이다. 바리아트릭수술은 체중

러한 소견은 RYGB 수술 후 증가된 식후 GLP-1이 인슐린 분비의 증가

감량과 독립적으로 당 대사를 호전시키는 장호르몬인 인크레틴 효과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장호르몬에는 식욕에 영향을 미

를 통해서 간의 인슐린저항성 개선 및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기능을

치는 GLP-1, PYY, oxyntomodulin, cholecystokinin과 같은 식욕억제

호전시켜서 혈당 개선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바리아

호르몬과 ghrelin과 같은 식욕촉진 호르몬이 있는데, PYY도 GLP-1와

트릭수술의 당뇨병에 대한 좋은 효과의 기전을 밝히고자 많은 연구가

같이 L-cell에서 분비 되어 RYGB 수술 후 식후 PYY 농도가 증가된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잔존하고 있어 향후 제2

다.

형 당뇨병에 대한 좋은 체료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바리아트

11,22

24

18

24,25

18

12,26

식욕을 촉진하고 체중 증가를 일으키는 ghrelin은 일부 연구에

서 RYGB 수술 후 감소되거나 변화가 없거나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릭수술의 당 대사 호전의 기전을 밝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있어 이의 역할에 대해서는 추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중심단어: 제2형 당뇨병, 수술, 바리아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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