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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배경: 최근 지방흡입수술의 기술적인 진보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많은 양의 피하지방을 제
거할 수가 있게 되었지만, 수술 후에 나타나는 비만의 대사성 유발인자들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본
연구는 대용량 지방흡입을 한 경우에 나타나는 체중의 변화, 체질량지수의 변화, 지질의 변화를 알아보
고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고자 조사하였다.
방법: 한번에 최소 5 L 이상 지방흡입을 한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팽창용액은 과습식법으
로 주입하였고, 리포메틱 진동형 지방흡입 기계로 지방을 흡입하였다. 습윤용액 주입량과 지방흡입량을
측정하였고, 수술 2개월 후에 나타나는 혈중 지질 농도의 변화, 체중의 변화, 체질량지수의 변화를 조사
하였다. 뽑아낸 지방의 양과 수술 후에 변화된 지질의 농도와의 관계는 Wilcoxon 검정을 통한 Spearman의 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결과: 습윤용액 주입량과 지방흡입량은 각각 평균 7,175 mL, 6,709 mL였다. 체중은 수술 전 64.6 ±
19.8 (평균 ± 표준편차)에서 수술 후 60.1 ± 18.8로 4.5 ± 1.4 kg으로 감소하였고, 1 L의 지방을 흡입할
경우 0.66 ± 0.11 kg 감소하였다. 체질량지수는 수술 전 23.7 ± 4.7에서 수술 후 22.0 ± 4.4로 1.7 ±
2
0.5 kg/m 감소하였다. 혈중 총 콜레스테롤 양은 수술 전 171.6 ± 21.8에서 수술 후 167.3 ± 23.3

mg/dL로 평균 2.5%, LDL 콜레스테롤은 수술 전 97.7 ± 18.0에서 수술 후 92.1 ± 17.8 mg/dL로 평균
5.7%, HDL 콜레스테롤은 수술 전 55.3 ± 9.8에서 수술 후 52.4 ± 10.3 mg/dL로 평균 5.2% 감소하였
고, HDL/LDL 비율은 수술 전 58.7 ± 17.2에서 수술 후 59.2 ± 18.3으로 평균 0.8% 증가하였다. 뽑아
낸 지방의 양과 수술 후에 변화된 지질 농도의 차이값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지방
의 양과 수술 후 체중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결론: 과거에 지방흡입이 미용적인 목적에만 이용되어 왔으나, 대용량 지방흡입을 한 경우 체중감량
의 효과를 얻을 뿐 아니라 혈중 지질의 농도도 어느 정도 개선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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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사한 비만의 대사성 유발인자가 혈중 지질 농도에 국한된 점이 있으나, 더욱 많은 연구 대상과 유
발인자에 대한 검증을 통해 지방흡입수술도 치료의 일부분으로서 향후 당뇨, 심혈관 질환, 이상지혈증
등을 유발하는 비만의 대사성 합병증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중심단어: 대용량 지방흡입, 과습식법, 리포메틱 진동형 지방흡입 기계

서

론

방

법

1. 연구 대상

1961년 Teimourian과 Fisher1)가 소파술용 (curettage) 기구를 이용하여 피하지방을 체외로 배출한 이후

2002년 5월부터 2004년 6월까지, 한번에 제거한 피

로 지방흡입수술은 해마다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하지방의 흡입량 (aspirates)이 최소 5 L 이상이었던 42

2)

1979년 Illouz 에 의해 음압을 이용하여 지방을 제거
3)

명의 환자 중, 현재 비만의 대사성 합병증이 없고 최소

하는 방법이 소개되었고, 1987년 Klein 에 의해 팽창

한 수술 전 6개월 이내에 체중감량을 위한 식이요법이

법 (tumescent technique)이 도입되었으며, 이후 수술

나 약물요법 등의 과거력이 없었던 환자로, 수술 후에

기구 및 수술기법의 발전으로 수술 시에 실혈량을 최

특이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고 체중감량 효과를 보이

소화하면서도 많은 양의 피하지방을 제거할 수가 있게

면서 수술 2개월 후에 혈중 지질 농도를 추적 검사할

4,5)

되었다 . 그뿐만 아니라, 고령층과 신체의 여러 부위

수 있었던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첫 시술에 5L 이

까지 그 시술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지방흡입수술은

상 지방을 제거하였더라도 연구기간 내에 국소마취로

해마다 40만 명 이상 시행되는 미국에서 가장 흔한 미

부위별 지방흡입을 위해 다시 내원한 경우는 이번 연

6)

용 수술 중 하나이다 .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환자들은 모두 고탄력 의복

지방흡입을 하는 경우 출혈량이 적으면서도 가능한 많

(compressive garment)을 수술 후 2개월간 꾸준히 착

은 양의 피하지방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으

용하였고, 수술 전과 동일한 식이습관과 활동을 권하

며, 지방흡입수술 이후에 나타나는 비만의 대사성 유

였다. 남자 환자는 1명 여자 환자는 9명이었다. 환자의

발인자들이 수술 전과 수술 후에 어떤 변화를 보이는

연령군은 22세에서 40세로 평균 29세였다.

지에 관한 보고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보고가 되고 있

2. 연구 방법

7)
다. 2001년 Smith 등 은 비만의 대사성 합병성 질환

인 제2형 당뇨 (NIDDM), 고혈압 (hypertension), 심혈

흡입하고자 하는 지방의 양과 동일한 양의 혼합액

관 질환 (cardiovascular disease) 등을 유발하는 주요

(Ringer's lactate solution 1,000 mL에 1% lidocaine

인자가 내장지방 (VAT, visceral adipose tissue)과 심

10 mL, 1:1,000 epinephrine 1 mL의 비율로 혼합한

부피하복부지방 (DSAT, deep subcutaneous abdominal

용액)을 습윤용액 (infiltration fluid)으로 이용하는 과

adipose tissue)과 함께, 지방의 총량 (total body fat)도

습식법 (superwet technique)을 이용하여 지방흡입을

주요 유발인자라고 보고하였다. 이점에 착안하여 저자

하였다. 주입한 리도케인의 용량은 최대 35 mg/kg을

들은 한번에 최소 5 L 이상 피하지방을 제거한 경우에

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연구의 대상 환자는 모두 전

혈중 지질의 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임상적

신마취로 수술을 받았으며, 동일한 시술자에 의해 수

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본

술을 받았다. 수술에 사용한 장비는 리포메틱 (Lipom-

연구를 시행하였다.

Ⓡ
atic , Euromi, Belgium) 진동형 지방흡입 기계를 이

용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혈액 샘플은 공복시 정맥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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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34-year-old man before and two months after large-volume liposuction of 8,900 mL from the abdomen, flanks, and
gynecomastia. The patient lost 7.2 kg in weight after operation.

을 이용하였고 검체는 동일한 기관에 의뢰하여 총 콜

최소 5,300 mL에서 최대 9,600 mL로 평균 7,175 mL

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고밀도(HDL, high-density

였고, 흡입량은 최소 5,100 mL에서 최대 8,900 mL

lipoprotein) 콜레스테롤, 저밀도(LDL, low-density lipo-

(Fig. 1)로 평균 6,709 mL였다 (Table 1).

protein) 콜레스테롤 등을 비교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연구에 참여한 10명의 환자 중 남자 1명은 체질량

환자의 신장 (height) 그리고 수술 전과 수술 2개월 후의

2
지수가 36.5 kg/m 으로 고도비만이었고, 체질량지수

체중을 기록하였고, 이들 자료를 통해 체질량지수 (body

2
25 kg/m 이상의 비만 환자는 1명, 나머지 8명은 정상

2

체중의 범주에 속하였다. 환자의 수술 전 체질량지수

mass index, BMI; 체중 (kg)/신장(m ))를 구하였다.

는 최소 21.3 kg/m2, 최대 36.5 kg/m2으로 평균 ± 표

3. 통계 분석

2
준편차 23.7 ± 4.7 kg/m 였고, 수술 2개월 후 체질량

모든 결과치는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한번

지수는 22.0 ± 4.4 kg/m2으로 그 차이값은 1.7 ± 0.5

에 제거한 지방의 양과 수술 후 변화된 지질의 농도와

2
kg/m 였다. 수술 전 환자의 체중은 64.6 ± 19.8 kg에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Wilcoxon 검정 (Wilc-

서 수술 2개월 60.1 ± 18.8 kg으로 평균 ± 표준표차

oxon signed-rank test)을 통한 Spearman의 상관분석

4.5 ± 1.4 kg 감소하였고, 흡입량 1 L당 체중감량의 값

(Spearman correlations analysis)을 시행하였다. 통계

은 0.66 ± 0.11 kg으로 나타났다 (Table 2).

분석은 SPSS program for windows version 11.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2. 연구대상의 혈중 지질 변화와 임상적 특성
과의 관계

결

수술 후 2개월에 나타난 혈중 지질의 변화를 분석해

과

보면, 총 콜레스테롤 양이 감소한 경우는 8명이었고,

1. 연구대상의 임상적 특성과 결과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증가한 경우는 3명, 저밀도 콜레

지방을 제거한 부위를 살펴보면 하복부 (lower abdo-

스테롤이 감소한 경우는 7명으로 나타났다. 고밀도 콜

men, n=10)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허벅지 (thigh,

레스테롤과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비율은 1명을 제외

n=9), 둔부 (buttock, n=7), 옆구리 (flank, n=7), 상복

하고 9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부 (upper abdomen, n=5), 종아리 (calf, n=3), 여성형

혈중 지질의 수술 전과 수술 후의 농도 변화는 총

유방 (gynecomastia, n=1) 순이었다. 습윤용액의 양은

콜레스테롤은 171.6 ± 21.8 mg/dL에서 167.3 ±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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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ction Areas, Infusion Volumes and Aspirates
Case

Suction Area

Infusion (cc)

Aspirate (cc)

6,450

5,700

1

LA, B, C, T

2

UA, LA, F, T

7,300

7,450

3

UA, LA, F, G

7,300

8,900

4

UA, LA, B, F, T

8,600

6,700

5

LA, B, C, T

7,200

6,200

6

UA, LA, F, T

5,300

5,200

7

LA, F, B, C, T

6,700

6,300

8

LA, B, F, T

7,600

7,040

9

LA, B, F, T

5,700

5,100

10

UA, LA, B, T

9,600

8,500

7,175 ± 1,272

6,709 ± 1,290

Mean ± SD

Abbreviations: UA, upper abdomen, LA, lower abdomen, B, buttock, C, calf, F,
flank, G, gynecomastia, T, thigh, Mean ± SD, mean ± standard deviation.
Table 2. Summary of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Clinical Data
Case

Weight Drop/Aspirates
(kg/L)

Weight (kg)
1
Preop./Postop. (diff )

BMI (kg/m2)
2
Preop./Postop. (diff .)

1

57.2/54.3 (▽2.9)

0.51

21.5/20.4 (▽1.1)

2

64.1/58.5 (▽5.6)

0.75

25.7/23.4 (▽2.3)

3

120.3/113.1 (▽7.2)

0.81

36.5/34.3 (▽2.2)

4

55.8/52.1 (▽3.7)

0.55

22.3/20.8 (▽1.5)

5

60.1/56.9 (▽3.2)

0.52

21.3/20.1 (▽1.2)

6

55.4/52.0 (▽3.4)

0.65

21.4/20.1 (▽1.3)

7

61.1/57.0 (▽4.1)

0.65

21.6/20.2 (▽1.4)

8

58.9/53.7 (▽5.2)

0.74

22.7/20.7 (▽2.0)

9

54.1/50.2 (▽3.9)

0.76

21.3/19.8 (▽1.5)

10

59.2/53.3 (▽5.9)

0.69

22.8/20.5 (▽2.3)

0.66 ± 0.11

23.7 ± 4.7/22.0 ± 4.4 (1.7 ± 0.5)

M ± SD

64.6 ± 19.8/60.1 ± 18.8 (4.5 ± 1.4)

Abbreviations: Preop., preoperative, Postop., postoperative, diff1., difference between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body weight, diff2., difference between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body mass index, M ± SD, mean ± standard
deviation.

mg/dL로 2.5%,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55.3 ± 9.8 mg/

흡입량과 혈중 지질의 변화량과의 상관관계를 알아

dL에서 52.4 ± 10.3 mg/dL로 평균 5.2%, 저밀도 콜레

보기 위해, Wilcoxon 검정을 시행하였으며, 총 콜레스

스테롤은 97.7 ± 18.0 mg/dL에서 92.1 ± 17.8 mg/dL

테롤의 Z값은 -1.274, 근사 유의확률은 0.203, 고밀도

로 평균 5.7% 감소하였고, 고밀도 콜레스테롤과 저밀

콜레스테롤의 Z값은 -1.535, 근사 유의확률은 0.125,

도 콜레스테롤의 비율은 58.7 ± 17.2 mg/dL에서 59.2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Z값은 -1.993, 근사 유의확률은

± 18.3 mg/dL로 평균 0.8%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

0.046, 고밀도 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비

다 (Table 4).

율의 Z값은 -1.784, 근사 유의확률은 0.074였으며, Spe-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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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Lipid Profiles
Case

Cholesterol (mg/dL)
Preop./Postop.

HDL-C (mg/dL)
Preop./Postop.

HDL-C/LDL-C (%)
Preop. /Postop. (diff.)

LDL-C (mg/dL)
Preop. /Postop.

1

165/159

53/49

98/89

54.1/55.1 (△1.0)

2

174/183

64/56

113/97

56.6/57.7 (△1.1)

3

178/173

42/39

110/95

38.2/41.1 (△2.9)

4

183/172

68/66

100/97

68.0/68.1 (△0.1)

5

138/137

39/42

72/73

54.2/57.5 (△3.3)

6

170/196

55/61

95/102

57.9/59.8 (△1.9)

7

205/191

66/63

108/103

61.1/61.2 (△0.1)

8

190/165

56/58

111/113

50.5/51.3 (△0.8)

9

179/176

49/37

110/101

44.5/36.6 (▽7.9)

10

134/121

61/53

60/51

101.7/103.9 (△2.2)

Abbreviations: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LDL-C
(%), percentage proportion between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and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diff.):
difference between percentage proportion of preoperative HDL-C/LDL-C and postoperative HDL-C/LDL-C.
Table 4. Statistical Analysis of Cholesterol Change and Weight after Surgery
Factor

Preop.

Postop.

Diff.

P-Value

171.6 ± 21.8

167.3 ± 23.3

4.3 ± 14.0

0.328

HDL-C (mg/dL)

55.3 ± 9.8

52.4 ± 10.3

2.9 ± 5.5

0.724

†

LDL-C (mg/dL)

97.7 ± 18.0

92.1 ± 17.8

5.6 ± 7.4

0.208

‡

HDL-C/LDL-C (%)

58.7 ± 17.2

59.2 ± 18.3

0.6 ± 3.2

0.260§

Weight (kg)

64.6 ± 19.8

60.1 ± 18.8

4.5 ± 1.4

0.004

Cholesterol (mg/dL)

*,

*

∥

‡, §
Abbreviations: Diff., difference between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lipid profiles. p-Value
:
∥
Statistical analysis between aspirates and difference of lipid profiles, p-Value : Statistical analysis between
*
aspirate and difference of body weight, not significant between aspirate and difference of cholesterol level
†
(p < 0.05),
not significant between aspirate and difference of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evel (p <
0.01), ‡ not significant between aspirate and difference of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p < 0.05), § not
significant between aspirate and difference of percentage proportion of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and
∥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p < 0.01), significant between aspirate and difference of weight (p < 0.05).

arman의 상관분석을 통해 총 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콜

†,

관관계를 보였다 (Table 4).

레스테롤은 P값이 0.05미만일 때, 고밀도 콜레스테롤
그리고 고밀도 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비

고

찰

율은 P값이 0.01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평
가하였으나 어떤 변수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

Fodor8)와 Hunstad9~11)에 의해 개발된 과습식법 (sup-

았다. 시술 전후의 체중 변화에 대한 상관관계에 있어

erwet technique)을 이용하면 리도케인의 독성과 실혈

서, Wilcoxon 검정시 Z값은 -2.803 이며, 근사 유의확

(blood loss)을 최소화하면서도 많은 양의 지방을 한꺼

률은 0.005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Spearman의

번에 제거할 수 있다. 1999년에 Cárdenas-Camarena

상관분석에서 P값이 0.004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

등12)은 평균 8.7 L의 대용량 지방흡입을 한 환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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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1개월 추적검사한 결과 6 kg의 체중감량 효과가

에 해당함)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론적으로 심혈관 질

있음을 보고하였고, 이수상 등13)은 흡입량이 평균 1,935

환의 위험도를 30% 줄일 수 있는 수치라고 보고하였

mL였던 48명의 환자의 평균 13개월 동안 추적검사에

16)
다 .

1997년 Baxter17)는 평균 3,127 mL의 지방을 제거

서 체중이 평균 0.9 kg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뽑아낸 지방의 평균 흡입량이 6,709 mL였으며,

한 10명의 환자에서 2개월 후에 변화된 혈중 지질에

1L의 지방을 흡입한 경우 평균 0.66 kg 체중이 감소하

관한 연구를 보고하였다. 총 콜레스테롤은 평균 10%,

였다.

LDL은 평균 13%, HDL은 평균 10.9% 감소하였으며,

비만이 심혈관 질환, 고혈압, 제2형 당뇨, 이상지혈

LDL/HDL 비율은 약간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

증 등 여러 대사성 합병증의 주요 위험인자임은 이미

의하지는 않았다. 단기간의 예비 보고의 한계는 있으

역학적, 실험적, 그리고 임상적으로 증명이 되어 왔다

나 그는 대용량 지방흡입이 지질의 농도 특히 총 콜레

14)

. 결국 비만은 이들 질환의 이환율과 사망률에 깊이

스테롤 농도에 변화에 영향을 주며, 지방흡입의 대상

연관되어 있으며, 단지 비만의 심한 정도만 아니라 국

이 주로 운동요법 혹은 식이요법에 잘 반응하지 않는

소적인 피하지방의 축적도 건강의 위험도를 증가시키

지방이므로 이곳에 분포하는 지방이 지질대사에 특별

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일반적으로

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저자들의 결과를 살펴

14)

14)

받아들여지고 있는 일이다 . 2002년 González 등

보면 총 콜레스테롤은 평균 2.5%, LDL은 평균 5.7%,

은 비만환자에서 지방흡입을 한 지 3~4주 후 측정한

HDL은 5.2% 감소하였고 HDL/LDL 비율은 0.8% 증

당 (glucose)과 요산 (uric acid)의 수치가 통계적으로

가하였는데, Baxter에 비해 적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체중감량과 함께 인슐린 감수성

서구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만도가 낮고 조직이 치밀

(insulin sensitivity)도 호전됨을 보고하였다. 그는 내

한 동양인의 특성을 감안해 볼 때, 혈중 지질의 변화가

장지방 (visceral fat)이 인슐린저항성을 일으키는 강력

적지 않게 호전되었으며 특히 혈중 HDL이 LDL에 비

한 인자이기는 하지만 중심성 비만 환자에 있어 복부

해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 만큼 몸에 이

피하지방도 내장지방과는 별개로 인슐린저항성을 유

로운 지질이 증가하였으므로 환자의 건강은 그만큼 개

발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피하지방의 양이 많고 지방분

선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다.

해 활동이 많을수록 이들 중심성에 위치한 지방세포

지질 농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외에 다른 대사성 유

(centrally located adipocytes)에서의 유리 지방산 (free

발인자에 관한 연구도 최근 보고되고 있다. 2001년

fatty acids)의 생성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그 병태생리

18)
Giese 등 은 대용량 지방흡입 후에 공복시 인슐린 농

학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도, 수축기 혈압, 체지방 등이 감소하였고, 모든 환자

형태의 지방세포의 감소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명확히

에서 수술 후 특별한 식이, 운동, 행동수정, 추가적인

결론이 나지 않았으나 체중감량 자체도 과체중 환자의

수술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1년 이상 지속적인 체중감

인슐린 감수성에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

19)
량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2004년 Ersek 등 은 임신

하였다.

성 당뇨를 앓고 있는 간호사에서 10.6 L의 지방을 제
15)

1995년 Samdal 등 은 9명의 여성 환자를 대상으

거한 결과, 60파운드의 체중감량과 함께 평소 200 mg/

로 평균 3,633 mL의 지방을 제거한 후 혈당, 지질대

dL 가까이던 공복시 혈당이 수술 후 100 mg/dL로 저

사, 성호르몬 (sex hormones)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

하되었고 이들 결과가 약물요법이나 식이요법 없이 1

구하였다. 9~12개월 후에 변화한 당대사와 성호르몬

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증례보고 하였다.

수치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으나, 몸에 유익한 HDL

20)
1998년 Matarasso 등 은 많은 양의 피하지방을 제

과 Apolipoprotein A1의 농도는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거할 경우 상대적으로 내장지방의 비율이 증가하여 오

증가하였다. 그의 연구를 살펴보면 HDL의 농도가 평

히려 비만의 대사성 합병증의 위험성을 증가할 수 있

균 0.2 mmol/L (환산지수 38.67을 곱하면 7.734 mg/dL

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04년 Niel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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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서 간정맥 (portal vein)으로 유입되는 지방산 중

the metabolic consequences of this procedure are not

내장지방의 분해에서 유입되는 양은 약 20%, 피하지

well documen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방에서 오는 양은 약 80%이므로 내장지방이 인슐린저

identify the effects of the surgical removal of sub-

항성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

cutaneous fat on the body weights and serum lipids

22)

으며, Giugliano 등 은 Matarasso 등의 연구대상이

of patients who have undergone large-volume lipo-

주로 비만환자가 아니었고, 지방흡입이 주로 식이요법

suction.

과 운동요법에 잘 반응하지 않는 국소적인 지방축적이

Methods: 10 consecutive patients with a minimum

대상이며, 내장지방이 인슐린저항성을 유발하여 심혈

aspirate volume of 5,000 mL were evaluated, and

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인자이긴 하지만,

their serum lipids were measured at postoperative

지방의 분포만 아니라 총 지방량도 비만의 주요 대사

2-month follow ups. Tumescent fluid was injected

7)

성 위험인자임 을 들어 그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뿐만

using the superwet technique. The liposuction device

아니라 30명의 비만환자에서 평균 3,540 mL의 지방을

used was a Lipomatic

제거한 결과 지방합성의 지표가 되는 TNF-α (tumor

measured the amount of solution infiltrated and the

necrosis factor-α), IL-6 (interleukin-6) 같은 cytokine

volume of aspirate. We also compared pre- and post-

들이 오히려 감소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operative serum lipids, body weights and body mass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2004년 Klein 등23)

indices. Changes of lipid profiles and aspirates were

은 복부 지방흡입을 하더라도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요

assessed by means of Spearman correlations analysis

24)

소를 감소시키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Esposito 등 은

Ⓡ

vibropneumatic system. We

and Wilcoxon signed-rank test.

그의 연구 대상이 적고 3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의 결

Results: The average volumes of infiltrate and asp-

과이므로 통계적인 유의성을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반

irate were 7,175 mL and 6,709 ml, respectively. Mean

박하였다.

body weight decreased from (Mean ± SD) 64.6 ±

요약해 보면, 지금까지 지방흡입수술이 단지 미용적

19.8 to 60.1 ± 18.8 kg (P < 0.01). The change in body

인 목적으로 이용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에

weight per 1 liter of aspirate volume was 0.66 ± 0.11

서 살펴본 보고들과 저자들의 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kg/L. Mean body mass index dropped from 23.7 ±

많은 양의 피하지방을 제거할 경우, 미용적인 목적뿐

2
4.7 to 22.0 ± 4.4 kg/m (P < 0.01), and mean total

만 아니라 치료적인 효과도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serum cholesterol levels from 171.6 ± 21.8 to 167.3

본 조사가 단기간의 보고이며 연구 대상이 적고 조사

± 23.3 mg/dL, an average of 2.5%. LDL decreased

한 비만의 대사성 유발인자가 혈중 지질 농도에 국한

from a mean of 97.7 ± 18.0 to 92.1 ± 17.8 mg/dL, a

된 점이 있으나, 앞으로 더욱 많은 대상과 유발인자에

5.7% drop, mean HDL decreased from 55.3 ± 9.8 to

대한 장기간 검증의 기초 자료로서 역할을 하고 아울

52.4 ± 10.3 mg/dL, a 5.2% drop. The mean HDL/

러 지방흡입수술도 치료의 일부분으로서 향후 당뇨,

LDL proportion slightly increased from 58.7 ± 17.2

심혈관 질환, 이상지혈증, 통풍 등을 유발하는 비만의

to 59.2 ± 18.3%, averaging 0.8%. No significant cor-

대사성 합병증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aspirated volume of
fat and lipid profile changes. However,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aspirated volume

ABSTRACT

of fat and difference of body weight (P < 0.05).
Background: Recent advances in liposuction tech-

Conclusion: Previously, liposuction was seen as a

niques now make it possible to remove considerable

cosmetic procedure with no real therapeutic value.

amounts of subcutaneous adipose tissue. However,

However, large-volume liposuction has a definitive

- 245 -

－ 대한비만학회지: 제 13 권 제 4 호 2004 －

effect on body weight and lipid levels as we shown.

Metabolism 2001;50(4):425-435.

We hope to discover if therapeutic impact of liposuc-

8. Fodor PB. Wetting solutions in aspirative lipopl-

tion is long lasting and may decrease the rate and

asty: a plea for safety in liposuction. Aesth Plast

incidence of diabetes, cardiovascular disease, stroke,

Surg 1995;19(4):379-80.

dyslipidemia, and so on, thus adding years to a

9. Hunstad JP. Tumescent and syringe liposculpt-

patient's life.

ure: a logical partnership. Aesth Plast Surg 199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9(4):321-33.

Key Words: Large-volume liposuction, Superwet tech-

10. Hunstad JP. Addressing difficult areas in body

Ⓡ
nique, Lipomatic vibropneumatic system

contouring with emphasis on combined tumescent
and syringe techniques [review]. Clin Plast Surg

참 고 문 헌

1996;23(1):57-80.
11. Hunstad JP. Body contouring in the obese patient.

1. Teimourian B, Fisher JB. Suction curettage to remove excess fat for body contouring. Plast Rec-

Clin Plast Surg 1996;23(4):647-70.
12. Cardenas-Camarena L, Tobar-Losada A, Lacouture

onstr Surg 1981;68(1):50-8.

AM. Large-volume circumferential liposuction

2. Illouz YG. Body contouring by lipolysis: A 5-year

with tumescent technique: a sure and viable pro-

experience with over 3000 cases. Plast Reconstr

cedure. Plast Reconstr Surg 1999;104(6):1887-99.
Ⓡ
13. 이수상, 강상윤, 조상헌. Lipomatic liposuction의

Surg 1983;72(5):591-7.
3. Klein JA. The tumescent technique: Anesthesia

임상적 경험 및 효용성. 대한성형외과학회지 2004;

and modified liposuction technique. Dermatol
Clin 1990;8(3):425-37.

31(4):513-9.
14. Gonzalez-Ortiz M, Robles-Cervantes JA, Cárde-

4. Trott SA, Beran SJ, Rohrich RJ, Kenkel JM,

nas-Camarena L, Bustos-Saldana R, Martinez-

Adams WP Jr, Klein KW. Safety considerations

Abundis E. The effect of surgically removing

and fluid resuscitation in liposuction: an analysis

subcutaneous fat on the metabolic profile and

of 53 consecutive patients. Plast Reconstr Surg

insulin sensitivity in obese women after large-

1998;102(6):2220-9.

volume liposuction treatment. Horm Metab Res

5. Commons GW, Halperin B, Chang CC. Large-

2002;34(8):446-9.

volume liposuction: a review of 631 consecutive

15. Samdal F, Birkeland KI, Ose L, Amland PF.

cases over 12 years. Plast Reconstr Surg 2001;

Effect of large-volume liposuction on sex horm-

108(6):1753-63.

ones and glucose- and lipid metabolism in fem-

6. The American Society for Aesthetic Plastic Sur-

ales. Aesth Plast Surg 1995;19(2):131-5.

gery. Cosmetic Surgery National Data Bank 2003

16. Denke MA, Sempos CT, Grundy SM. Excess

statistics. (Accessed December 12, 2004, at http://

body weight: an underrecognized contributor to

www.surgery.org/press/statistics-2003.php)

high blood cholesterol levels in white American

7. Smith SR, Lovejoy JC, Greenway F, Ryan D,

men. Arch Intern Med 1993;153(9):1093-103.

deJonge L, de la Bretonnie J, et al. Contribu-

17. Baxter RA. Serum lipid changes following large-

tions of total body fat, abdominal subcutaneous

volume lipectomy. Aesth Surg J 1997;17(4):213-5.

adipose tissue compartments, and visceral adipose

18. Giese SY, Bulan EJ, Commons GW, Spear SL,

tissue to the metabolic complications of obesity.

Yanovski JA. Improvements in cardiovascular

- 246 -

－ 대용량 지방흡입이 혈중 지질에 미치는 영향 －

risk profile with large-volume liposuction: a pilot

Esposito K, Scuderi N, et al. Effect of lipos-

study. Plast Reconstr Surg 2001;108(2):510-9.

uction on insulin resistance and vascular inflam-

19. Ersek RA, Salisbury M, Girling VR. Metabolic

matory markers in obese women. Br J Plast Surg

modulation by lipoplasty: a case report and invitation for investigators. Aesth Plast Surg 2004;

2004;57(3):190-4.
23. Klein S, Fontana L, Young VL, Coggan AR, Kilo

28(2):120-2.

C, Patterson BW, et al. Absence of an effect of

20. Matarasso A, Kim RW, Kral JG. The impact of

liposuction on insulin action and risk factors for

liposuction on body fat. Plast Reconstr Surg

coronary heart disease. N Engl J Med 2004;350

1998;102(5):1686-9.

(25):2549-57.

21. Nielsen S, Guo Z, Johnson CM, Hensrud DD,

24. Esposito K, Giugliano G, Giugliano D. Metabolic

Jensen MD. Splanchnic lipolysis in human obe-

effect of liposuction-yes or no [correspondence].

sity. J Clin Invest 2004;113(11):1582-8.

N Engl J Med 2004;351(13):1354-7.

22. Giugliano G, Nicoletti G, Grella E, Giugliano F,

- 2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