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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배경: 비만한 제2형 당뇨병 환자는 대부분 심혈관계 위험인자인 대사적 위험요소를 지닌다. 이들
환자에서 적절한 체중감소는 혈당조절능력을 향상시키고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비만한 한국인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오르리스타트 사용시 체중감소에 관
한 효과와 혈당조절 및 복부비만을 중심의 대사적 위험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다기관 공동연구로 2002년 3월부터 2003년 1월까지 3개 병원에 등록된 제2형 당뇨
2
병 환자 중 경구혈당강하제로 치료 중이며 체질량 지수 27 kg/m 이상인 환자 90명을 대상으로 다기관

공동연구로 진행되었다. 모든 대상환자들은 오르리스타트 120 mg을 1일 3회, 총 24주간 경구 복용하였
고 동시에 중등도의 저열량 식이(하루 약 600 kcal제한)를 시행하였다. 치료 전후로체중, 혈당조절상태,
대사적 위험요소 등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치료종료 후 평균체중감소량은 -2.73 kg (P = 0.000)이었다. 혈당조절 상태를 비교한 결과 당화
혈색소 -0.87% 감소(P = 0.000), 공복 혈당 -10.41 mg/dL 감소(P < 0.05)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
를 보였다. 또한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농도 및 HOMAIR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P = 0.000). 대사적 위험요소를 비교한 결과 복부 둘레가 -5.48 cm (P = 0.000) 감소하고, 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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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및 이완기 혈압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중성지방과 HDL 콜레스테롤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임상시험 중에는 경미한 위장관계 부작용 이외에 치명적인 부
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결론: 본 연구에서 오르리스타트는 비만한 한국인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별다른 부작용 없이 체중감
소뿐 아니라 혈당 조절의 향상 및 복부 비만의 감소와 심혈관계 위험인자인 대사적 요소를 개선시키는
효과적인 치료 약제로 사료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중심단어: 비만, 제2형 당뇨병, 심혈관계 위험인자, 오르리스타트, 대사 증후군

서

생성물이 말초순환을 통해 소장으로 흡수된다. 오르리

론

스타트는 이런 중성지방의 분해를 억제함으로써 그 생
비만은 제2형 당뇨병의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이고,

성물의 체내 흡수를 막고 결과적으로 섭취열량을 감소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당뇨병의 치료를 어렵게

시킨다. 오르리스타트의 지방 배설에 대한 최대효과

한다. 즉 이상지질혈증, 고인슐린혈증과 식후 고혈당

용량은 120 mg으로, 이때 섭취한 지방의 약 30%가 체

증이 동반된 비만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강하

7)
외로 배설되다 . 이전의 단기간의 여러 연구에서 오르

1)

제에 의한 혈당조절이 더욱 어렵다 . 한편, 제2형 당뇨

리스타트와 식사 요법의 병용치료가 식사 단독 치료보

병 환자의 대부분 대사증후군의 여러요소 (즉, 복부 비

다 더욱 효과적인 체중감량의 효과를 나타냄이 증명된

만, 고중성지방혈증, 저 HDL 콜레스테롤혈증, 고혈압)

8,9)
바 있다 .

를 지니고 있으며, 이들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증가

본 연구에서는 경구혈당 강하제로 치료중인 비만한

및 사망률 증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저열량 식사요법과 오르리스

2)
다 .

타트 병용치료시, 첫째 체중감량에 미치는 오르리스타

비만한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5% 또는 심지어 그

의 효능과, 둘째 혈당조절 및 심혈관계 위험요소 등 대

이하의 적은량의 체중감량도 인슐린 감수성을 호전시

사적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고 그와

3~5)

키고 혈당조절에 좋은 영향을 주며

, 심혈관계 질환

더불어 안전성, 내약성을 평가하였다.

의 발병 위험인자인 대사적 요소를 호전시킨다고 보고
6)
되고 있다 .

방

그러나 제2형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체중감량의 효

법

1. 연구대상

과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저열량 식사요법과 운동요
법만을 통한 체중 감량은 어려움이 많고, 또한 설폰요

2002년 3월부터 2003년 1월까지 경희의료원, 강남

소제나 인슐린의 체중 증강 작용으로 인해 더욱 힘든

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의 3개 병원에 등록된 제2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장기간의 체중감량 유지와 비

형 당뇨병을 지닌 90명의 비만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

만관련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약물적인 치료

였다. 비만의 약물치료 대상에 대한 WHO지침은 체질

방법이 병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량 지수 ≥30 kg/m2인 경우 또는 체질량 지수 ≥27

Ⓡ
오르리스타트(Xenical )는 췌장 리파제의 가역적인

2
kg/m 이면서 비만과 관련된 동반질환 (당뇨병, 고혈압,

저해제이다. 췌장 리파제는 중성지방흡수에 일차적으

고지혈증, 협심증, 요통, 골관절염 등)이 있는 경우이

로 필요한 효소이며, 중성지방에서 지방산을 분해하여

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세이상 70세 미만의 남녀로

유리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라이드를 생성시키고, 이런

경구혈당강하제 치료를 받고 있는 제2형 당뇨병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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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체질량지수 ≥27 kg/m2인 비만한 환자로 임신하지

체중감량의 효과를 보기위해 스크리닝/치료전 시점

않고 적절한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는 여성 또는 남성,

(0주)과 치료 시작 후 매 3주마다 (예정방문일 ± 7일)

당화혈색소 6.5% 이상이거나 12% 미만으로 서면동의

체중과 혈압 등의 생명징후를 측정하고, 허리둘레는 0,

후 시험에 순응할 의지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12, 24주째 측정하였다. 혈당조절 및 대사적 지표검사

그러나 스크리닝 이전 6개월 동안 4 kg을 초과하는

를 위해 당화혈색소, 공복 혈당과 인슐린, 총 콜레스테

체중감소가 있었던 환자, 스크리닝 전 6개월 이내에

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0,

심근경색증, 관동맥우회로술, 혈관 확장술을 받은 환

12, 24주째 측정하였다. 기타 혈액학적, 생화학적 검사

자,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수축기 혈압 ≥ 165 mmHg

와 소변검사는 0, 24주째에 시행하였다. 당화혈색소는

또는 이완기 혈압 ≥ 105 mmHg), 안정성에 영향을 줄

Biorad Variant II (U.S.A. Biorad))를 사용하여 HPLC

수 있는 중증의 심장, 호흡기, 신장 (크레아티닌 > 2.0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방법으

mg/dL (177 μmol/L)이거나 부종이 있는 경우), 신경계,

로 측정하였다.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 여성 환자는 스

위장관, 내분비계 질환이 있는 환자, 체중감소를 위한

크리닝시 임신 검사를 시행하였다. 모든 환자에게 매

소화기계 수술 경력이 있는 환자, 수술 후 장유착 경력

3주 방문 시마다 병용하고 있는 약물과 이상반응을 질

이 있는 환자, 위궤양 또는 흡수장애 (조절되고 있는

문하고 기록하였다.

유당불내성은 제외)등과 같은 활동성 위장관 장애가

방문하기 전, 환자는 최근 4일 동안 섭취한 음식과

있는 환자, 췌장 질환 (췌장 효소 결핍, 췌장염을 현재

음료에 대하여 식사일지를 작성하여 방문 시마다 영양

앓고 있거나 그 기왕력이 있는 환자), 제1형 당뇨병환

사를 만나 식사순응도를 평가 받고 식사요법에 대해

자, 인슐린 치료중인 환자, 증식성 망막증 환자, 증증

다시 한번 교육을 받았다.

의 말초혈관질환 환자 (중증의 파행, 정맥울혈궤양 포

3. 대사증후군의 기준

참), 악성종양 환자 또는 기왕력이 있는 환자 (성공적

대사증후군의 기준은 미국 National Cholesterol Edu-

으로 제거된 기저세포 피부암 환자 제외), 장기 약물투
여가 요구되는 정신신경 장애환자, 과도한 알코올 섭

cation Program (NCEP)의 2001년 Adult Treatment

취자(일주일에 10잔 이상의 음주를 하는 사람이거나

Panel III를 기초로 하고, 그 중 복부허리 둘레는 아시

알코올 의존성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 수유부, 남용물

아 태평양 지침에 근거하여 정하였다. 대사증후군의

질 사용자, 임상시험 계획서의 요구사항에 순응할 수

정의는 다음의 5개 요소 중 3개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없거나 순응하지 않는 환자 또는 시험자가 판단하기에

를 정의하였다.
1) 복부비만: 복부허리 둘레 남자 ≥ 90cm,

적합하지 않은 환자, 그리고 임상 시험 시작 전 30일

여자 ≥ 80 cm

이내에 다른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는 제외하였다.

2) 고중성지방혈증: 중성지방 ≥ 150 mg/dL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조건이 투여 개시 후에 판명

(1.69 mmol/ L)

된 환자 및 피험자 또는 보호자가 투여중지를 희망할

3) HDL 콜레스테롤: 남자 < 40 mg/dL

경우 시험을 중지시키고 조기 종료의 사유를 설명하였다.

(1.04 mmol/L), 여자< 50 mg/dL (1.29 mmol/L)

2. 임상시험방법 및 평가

4) 혈압: ≥ 130/85 mmHg

본 연구는 다기관, 단일군, 공개임상시험으로 총 24

5) 공복 혈당: ≥ 110 mg/dL (6.1 mmol/L)

주동안 진행되었다. 스크리닝을 거쳐 선정된 대상 환

4. 약제투여

자에게 오르리스타트 120 mg 캅셀을 1일 3회 처방하
였고, 모든 환자는 영양사에게 저열량식사 (1일 -600

모든 대상 환자는 오르리스타트 (제니칼TM) 120 mg

kcal, 지방열량 20% 이하, 총 콜레스테롤 300 mg 이

캅셀을 총 24주동안 1일 3회 식사와 함께 복용하였다.

하) 교육을 받은 후 시험약물 복용을 시작하였다.

시험 약제는 모두 의뢰자가 제공하였으며 각 1주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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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blister포장으로 공급되었다. 총 4주분 (1주 여유

된 환자의 비율을 사용하였다. 2차적 유효성 변수로는

분 포함)씩 방문 시마다 교부되었으며, 약물투여 일지

치료 전부터 24주 후의 당화혈색소, 공복 혈당, 공복

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매 방문 시 사용하지 않은 모든

인슐린, 혈압, 혈중 지질농도 (총 콜레스테롤, LDL-콜

시험약을 시험자에게 반납하여 확인하고, 그 양을 기

레스테롤)과 대사증후군의 5개 항목 (허리둘레, 중성지

록하여 순응도가 75%이하인 경우 (교부된 약물 수량

방, HDL 콜레스테롤,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공복 혈

중 75% 이하 복용한 경우) 환자에게 순응도에 대한

당)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유의한 평균 변화량은 -0.5%

주의를 주었다. 만약 환자의 순응도가 60%이하인 경

(HDL 콜레스테롤은 +0.5%)로 정하여 검정하였다. 안

우는 per protocol (PP)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단, intent

정성 평가는 이상반응 (중대한 이상반응, 이상반응으로

to treat (ITT) 분석에는 포함시켰다.

인한 종료, 사망포함), 생명징후, 식사요법변수 (탄수화

환자들은 다음의 약물을 제외하고는 스크리닝 1개
월 전에 시작된 모든 약물을 사용할 수 있었다.

물, 지방, 단백질 열량 및 총 처방 열랑) 그리고 신체
검사를 통해 하였다. 혈액학적, 생화학적 검사는 국내

사용이 금지된 병용약물은 식욕억제제, 인슐린 (환
자가 응급한 상황으로 인슐린을 투여 받아야 하는 경

의 적합한 실험실을 통해 실시되었고 모든 변수에 대
해 Roche standard reference ranges가 사용되었다.

우엔 그 상황에 대해 인슐린을 포함한 병용약제 투여

6. 통계

상황을 명확히 증례기록지와 SAE양식에 기록하고 7
일 이상 필요한 상황인 경우 시험에서 종료하였고, 이

유효성 분석을 위해 시험약을 한번이라도 투여 받았

전에 인슐린을 투여 받았던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스크

고 치료 전후 일차적 유효성 평가변수인 체중을 최소

리닝 전에 1개월의 약효세척기간을 거침) 및 다음의

한번 이상 평가 받았던 환자를 대상으로 한 ITT군과,

약물들이다.

시험기간 중 피험자 선정과 제외기준에 위배되지 않고

병용이 금지된 약물: 경구용 레티노이드 제제, 성호

24주간의 치료를 완료하고, 시약 복약 순응도가 최소

르몬 대체 이외의 전신 스테로이드 제제 또는 급성 질

60%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PP군으로 구분하였

환 (예, 천식)에 대한 스테로이드 요법, astemizole, 항

다. 유효성은 분석은 PP 분석군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우울제, 항간질제 또는 다른 신경질환계 약물과 같이

다. 안전성은 시험약을 한번이라도 투여 받았고, 치료

식욕에 영향을 주는 약물, 삼환계 항우울제 또는 정기

전에 최소 한번 이상 안전성 평가를 받았던 사람을 포

적으로 복용하는 기타 항우울제 (단기간, 급성치료에는

함하여 평가하였다.

복용 가능), 항응고제 (아스피린은 복용가능), Rosiglita-

치료 전후의 일차적, 이차적 유효성 변수의 변화는

zone (스크리닝 전 적어도 2개월 간의 wash-out 기간

paired t-test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안전성 지표는

필요), 체중이나 식습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약

기술통계와 빈도분포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실

제재 또는 민간요법 등.

적 검사 결과는 기술 통계학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통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혈압과 공복 혈당을 기준으로

계는 SPSS (ver. 11.0) 사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평균

고혈압 치료제나 혈당강하제는 용량을 조절할 수 있었

± 표준편차로 표기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는 P

다. 스크리닝 전 1개월 내에 새로운 병용약물을 사용

≤ 0.05로 정의하였다.

한 경우 per protocol (PP)분석에서 제외시켰다.

결

5. 유효성 및 안정성 평가

과

1. 피험자의 임상시험 참여 상태 (Fig. 1)

1차적 유효성 변수는 치료 전부터 24주 치료 후의
체중 변화로 유의한 평균 체중 감소량은 2 kg으로 정

임상시험 선정기준을 만족시킨 총 90명의 환자 중

하였다. 또한 이변량 변수로 치료 전에 비해 5% 이상

17명이 탈락하였고,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치료를

체중이 감소된 환자의 비율과 10% 이상 체중이 감소

종료한 환자는 73명이었다. 탈락 사유는 방문일 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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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90
등록된 피험자
N=1
탈락 : 시험약 미투약
N=89
오르리스타트 + 식이요법 처방

N=73
임상시험 기간완료

N=16
탈락

조기종료(11)- 치료거부 7, 이상반응 4
금지약물복용(3)
복약순응도 <60%(2)

Fig. 1. Patients disposition

수, 환자 자의의 치료거부, 소화기계 부작용, 시험계획

로 조절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공복 인슐린은 10.05 ±

서 위반, 금지된 약물 복용, 복약순응도 60% 미만 등

4.74 μU/mL (72.11 ± 33.98 pmol/L)로 높은 정상 수

이었다. 시험약물 투약 후 최초 방문 이후 최소 한번의

준이었다. 혈중 총 콜레스테롤은 205.54 ± 32.3 mg/dL

안정성 평가를 받은 89명은 안전성 평가 대상이었다.

(5.32 ± 0.84 mmol/L)로 증가되어 있었고, LDL 콜레스

임상시험에 등록된 환자중에서 시험약물을 투여받지

테롤은 120.51 ± 26.97 mg/dL (3.12 ± 0.7 mmol/ L)로

않은 1명을 제외한 총 89명중 시험약물을 투여받기 전

증가되어 있었다.

메트포르민을 복용한 환자는 64명 (72%)이었고 1일

대사증후군의 5가지 요소를 측정하였고, 대상환자의

평균복용량은 1152.3 mg이었다 또환 설폰 요소제를

초기 평균 허리둘레는 98.68 ± 7.89 cm (남자: 103.21

투여받는 환자는 58명 (65%)였으며 글리메피라이드는

cm, 여자: 97.38 cm)이었다. 평균 중성지방의 농도는

1일 평균 3 mg, 글리클라지드는 1일 평균 228 mg를

190.13 ± 157.46 mg/dL, 평균 HDL 콜레스테롤의 농

복용하고 있었다.

도는 46.40 ± 10.23 mg/dL (남자: 37.46, 여자: 48.91)
였다. 평균 수축기 혈압은 124.6 ± 15.7 mmHg, 이완

2. 연구대상의 기초적 특성 (Table 1)

기 혈압은 79.7 ± 10.6 mmHg, 평균 공복 혈당은

치료기간을 종료한 73명의 환자에서 남녀 비는

148.81 ± 36.68 mg/dL였다. 즉 대상 환자들의 평균

16:57로 여성의 참여가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51 ±

측정치는 대사증후군의 5개 항목 중 4가지를 만족하였

11세였다. 고혈압의 병력을 가진 환자는 모두 37명

다. 전체 대상 환자 중에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환

(50.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평균신장은

자는 모두 57명 (78.1%)이었고, 3개 항목을 만족한 사

159.5 ± 7.9 cm, 평균 체중은 77.7 ± 9.8 kg, 평균 체

람은 22명 (38.6%), 4개 항목 만족 21명 (36.8%), 5개

2

질량지수는 30.7 ± 0.03 kg/m 으로 비만하였다. 평균

항목 만족은 14명 (24.6%)이었다. 대사증후군으로 진

혈당조절 상태는 당화혈색소 (HbA1c) 8.03 ±1.01%

단받지 않은 16명중 15명도 모두 2개의 항목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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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Weight, Glycemic Control, Lipid
Paramenter, and Insulin Resistance Index (HOMAIR) After Treatment with
Orlistat 120 mg for 24 Wks
Baseline
73 (16/57)
51.2 ± 10.7
37 (50.7)
159.5 ± 7.9

Number (M/F)
Age (yr)
No of Hypertension (%)
Height (cm)
Baseline
77.7 ± 9.8
30.70 ± 3.03
8.03 ± 1.01
10.05 ± 4.74
3.72 ± 2.06
205.54 ± 32.31
120.51 ± 26.97
2.70 ± 0.84

Body Weight (kg)*
BMI (kg/m2)*
HbA1c (%)*
Fasting insulin (μU/mL)
HOMAIR*
Total cholesterol (mg/dL)*
LDL-cholesterol (mg/dL)*
LDL/HDL Ratio
Data are mean ± SD, * P < 0.001

After Tx
74.9 ± 9.6
29.60 ± 2.86
7.16 ± 0.97
8.80.11 ± 4.05
3.07 ± 1.96
185.62 ± 32.27
108.96 ± 28.51
2.63 ± 0.72

2

Mean Change (%)

1
0
-1
-2
-3
-4
-5
-6

0

5

10

Week

15

20

25

Fig. 2. Mean change in body weight (%) from baseline.

하였다.

서 평균체중 변화는 -2.73 kg이었으며 95%의 신뢰구
간 (-3.3 kg, -2.15 kg)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3. 유효성 평가

0.000). 치료기간 동안 3주마다 측정한 체중감소량 (%)

1) 1차 유효성 평가: 평균체중 -2 kg 감소 또는
5% 이상의 체중감소 효과

은 Fig. 2와 같으며 최종 변화량은 평균 -3.5% ± 0.38
이었다. 5% 이상의 체중감소를 보인 경우는 23.3%

24주의 임상시험 계획을 완료 (PP)한 73명 환자에

(17명), 10% 이상의 체중감소를 보인 경우는 6.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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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n Components of Metabolic Syndrome after Treatment with Orlistat 120 mg for 24 wks
‡

‡

§

WC (cm)*
Male*

Baseline
98.68 ± 7.89
103.31 ± 7.36

After 24 weeks
93.19 ± 6.90
98.73 ± 5.80

Changes from baesline
-5.48 ± 0.54
-4.59 ± 0.59

Female*
TG (mg/dL)
HDL-C (mg/dL)
Male
Female*
SBP (mmHg)*

97.38 ± 7.59
190.13 ± 157.46
46.40 ± 10.23
37.46 ± 5.60
48.91 ± 9.85
124.60 ± 15.7

91.64 ± 6.41
183.46 ± 86.92
42 ± 43 ± 8.91
36.73 ± 7.86
44.03 ± 8.58
118.75 ± 16.75

-5.74 ± 0.67
-6.67 ± 16.59
-3.97 ± 0.88
0.73 ± 1.70
-4.88 ± 1.00
-5.85 ± 1.81

DBP (mmHg)*

79.7 ± 10.6
148.81 ± 36.68

74.87 ± 9.19
138.39 ± 45.28

-4.79 ± 1.23
-10.41 ± 4.62

FPG (mg/dL)†

* P < 0.001, †P < 0.05, ‡ Data are mean ± SD, § Data are mean ± SEM.
WC; Waist Circumference, TG: Triglyceride. FPG : Fasting Plasma Glucose

명)이었다. 체질량지수는 치료 전 평균 30.7 ± 3.03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 5개의 항목에 대하여 치료

kg/m2에서 24주 후 29.6 ± 2.86 kg/m2으로 통계적으

전후를 비교하였다 (Table 2). 치료 후 허리둘레는 치

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 = 0.000).

료 전과 비교하여 평균 -5.48 ± 0.54 cm의 감소를 보
였다 (P = 0.000). 남자는 평균 -4.59 ± 0.58 cm (P =

2) 2차 유효성 평가: 혈당조절, 지질농도, 대사적
위험요소

0.00) 감소하였으며, 여자는 -5.74 ± 0.67 mg/dL (P =
0.000) 감소하였다. 치료전과 비교하여 중성지방은 -6.67

24주 임상시험을 완료한 PP군에서 혈당조절의 개

± 16.59 mg/dL의 감소를 보였으나 통계적인 의미는

선, 지질농도와 대사적 위험요소에 대해 치료전과 24

없었다. HDL 콜레스테롤은 치료전과 비교하여 평균

주 후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Table 1). 당화혈색소는

-3.97 ± 0.88 mg/dL 감소하였다. 성별에 따른 HDL

치료 전 8.03 ± 1.01%에서 7.16 ± 0.97% (P = 0.000)

콜레스테롤의 변화는 여자에서 -4.89 ± 1.00 mg/dL (P <

로 감소하여 혈당조절의 개선효과를 나타냈으며, 공복

0.001)로 감소하였으나, 남자의 경우 0.73 ± 1.70 mg/

인슐린 농도 또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지만 10.05

dL (P = 0.68)로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 수축기 혈압과

± 4.74 μU/mL (72.11 ± 33.98 pmol/L)에서

8.79 ± 4.05

이완기 혈압은 각각 치료 전과 비교하여 -5.85 ± 1.81

μU/mL (63.11 ± 29.06 pmol/L)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mmHg, -4.79 ± 1.23 mmHg의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였다 (P = 0.063). 인슐린저항성의 지표인 HOMAIR 또

(P = 0.00). 공복 혈당도 24주간 치료 후 -10.41 ±

한 3.72에서 3.07로 감소하였다. 약물을 투여 받았던

4.62 mg/dL 의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P = 0.00). 치료

환자들 대부분이 0주와 24주사이에 경구혈당강하제에

후 대사증후군 진단에 합당한 환자는 모두 58명 (79.4%)

있어서 통계상 유의한 용량변화가 없었다.

이었으며, 대사증후군이 아닌 경우는 15명 (20.6%)이

지질대사에 대한 효과는, 평균 총 콜레스테롤은 치

었다. 대사증후군의 항목 3개를 만족한 경우는 28명

료 전 205.54 ± 32.31 mg/dL에서 치료 후 185.61 ±

(48.3%), 4개를 만족한 경우는 23명 (39.7%), 5개를

32.27 mg/dL로, 평균 LDL 콜레스테롤은 120.51 ±

만족한 경우는 7명 (9.6%)이었다. 치료 전과 비교하여

26.97 mg/dL에서 108.96 ± 28.51 mg/dL로 통계학적

대사증후군 환자의 수는 비슷하였으나 5개를 만족

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P = 0.000). LDL/HDL 비

한 환자의 수는 14명에서 7명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는 치료 전 2.70에서 치료 후 2.63으로 감소되는 경향

보였다.

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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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당조절에 좋은 영향을 주며

4. 안정성 평가

, 심혈관계 발병위험인

10)
자인 대사적 요소들을 개선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 .

안전성 평가는 등록된 환자 중 시험약물을 투여 받

본 임상연구는 경구혈당강하제로 치료중인 비만한

지 않은 1명을 제외한 (89명)에서 조사되었다. 모든 피

제2형 당뇨병환자에서 저열량 식사요법과 오르리스타

험자에서 시험약과 관련된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트의 병용 치료시 효과적인 체중감량과 혈당조절의 향

경우는 없었으며, 시험약과 관련 없는 이상반응 (위궤

상 및 심혈관계 위험인자인 대사적 요소를 개선시킬

양 출혈, 급성 위장염, 어지러움, 간암 각각 1예)으로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체중감량은 이들 환자에게 일차

시험을 조기 중단한 경우는 4예가 있었다.

적으로 권고되고 있으나, 비만의 치료로서 비약물적인

적어도 1회 이상의 이상반응을 보였던 피험자는 35

생활요법 (식이요법 및 운동)만의 단독 치료는 경구 혈

명 (총 횟수 44건)이었다. 가장 빈번한 이상반응은 위

당강하제를 복용하는 환자에 있어 체중감량에 대한 효

장관계 이상반응이었고, 총 14명 (15건)에서 보고되었

과가 불충분한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11,12)

.

으며 지방변 (8%), 대변횟수 감소, 하복부복통 등의 순

본 연구의 대상 환자들은 제2형 당뇨병에 대한 치료

이었다. 그 외에 감염이 12명 (12건, 상기도 감염 9%),

를 지속하기 위해 투여 받고 있던 경구 혈당강하제를

근육계 이상반응 등이 보고되었으나 시험약과 관련된

그대로 유지하였다. 모든 참여 환자는 설폰요소제, 메

이상반응은 위장관계 이상반응 외의 것은 없었다.

트포르민 등의 혈당강하제를 단독 또는 병합하여 투여
받고 있었으며 치료 전 평균 당화혈색소는 8.03%, 평

5. 처방열량과 식사요법에 대한 순응도 평가

균 공복혈당치는 148.81 mg/dL로 조절이 불량한 환자

임상시험 기간 동안 환자들은 오르리스타트 치료와

들이었다.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치료를 종료한 73

함께 저열량 식사요법을 병행하도록 처방 받았다. 처

명의 환자군 (PP)에서 치료 12주 후 평균체중의 변화

방 받은 열량에 대한 순응도 평가를 위해 임상시험 계

량은 -2.13kg (P = 0.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

획서에 따라 치료를 종료한 유효성 평가 대상 73명에

하였으며, 24주 후의 체중 변화량은 -2.72 kg (% 변화

대하여 식사일지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 57

량: -3.5%, P = 0.000)으로 체중감소가 지속적으로 유

명 (78.1%)이 처방열량에 비해 평균 306.0 kcal (23.3%)

지 되었다. 또한 치료 전 체중보다 5%, 10% 이상 감

를 초과하여 섭취하였고, 이 환자들의 지방 섭취열량

소한 환자도 각각 23%, 6.8%로서. 이는 경구혈당강하

은 22.7%였다.

제 (설폰요소제 또는 메트포르민)로 치료중인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전의 일부 연구보다는 적었으

고

찰

나, 최종 평균 감소량은 -3.5%로 같은 연구에서 보고
13,14)

된 -1.9% -2.9%보다 높은 감소량을 보였다

.

비만은 제2형 당뇨병의 중요한 원인이며, 당뇨병의

치료전과 비교하여 24주 후의 평균 당화혈색소는

치료를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당대사에 대한 비만의

0.87%가 감소하여 평균 당화혈색소 7.16%로서 혈당

악영향은 인슐린저항성 및 복부지방의 증가 등에 기인

조절 정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또한 당화혈색소의

한다고 알려져 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은 대부분

향상은 이전 연구들에서 최소 0.29%에서 최고 0.5%

이런 인슐린저항성과 관련된 대사증후군의 여러 요소

의 감소효과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여

를 지니고 있고 이들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증가 및

서는 비슷한 체중감소에도 불구하고 평균 2배정도 더

사망률증가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또한 비만한

효과적인 혈당조절 향상을 보였다. 또한 공복 혈당도

경우 고인슐린혈증과 식후고혈당증이 동반되는 제2형

평균 -10.41 mg/dL 감소하였다. 또한 인슐린저항성의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강하제에 의한 혈당조절이 더욱

지표로 측정한 HOMAIR도 초기 3.72에서 12주 치료

1)

13~15)

, 본 연구에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 비만한 제 2형 당뇨병 환자에

후 2.8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P = 0.001),

서 적절한 체중감량은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키고 혈

치료 24주 후에도 3.07 (P = 0.032)로서 체중감량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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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인슐린저항성 개선이 지속됨을 보였다 (Table 1).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남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

오르리스타트에 의한 체중감소 효과는 지질농도 및

로 적은 운동량 등의 영향이 작용했으리라 생각한다.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로서 대변되는 대사적 요소

본 연구는 6개월간의 비교적 단기간 치료에 대한 효과

의 변화에도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혈중 총 콜레스테

만을 분석한 것으로서 1년 이상의 장기적 사용시

롤 농도 및 LDL 콜레스테롤 농도가 치료 24주 후에

HDL 콜레스테롤 및 다른 지질농도에 미치는 영향에

각각 -19.92 mg/dL, -11.55 mg/dL 감소하였다 (P <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0.001). 대사 증후군의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여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환자수

러 임상연구를 통해 LDL 콜레스테롤의 감소가 관상

변화는 통계적인 의미를 보이지 못하였다. 이는 각 대

동맥 질환을 비롯한 동맥경화성 혈관질환의 발생을 감

사 증후군 항목의 개선을 보이더라도, 기존에 심한 복

16,17)

. 본 연구의

부비만 또는 대사이상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6개월 이

결과를 통해서도 체중 감소와는 독립적으로 오르리스

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진단기준으로 정한 수준 이하까

타트의 위장관의 지방흡수 억제 기전을 통해 지질강하

지 감소를 보이진 못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

작용이 심혈관계 질환 발생의 감소에 좋은 영향을 미

나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5개의 항목을 만

칠 것이라 생각된다.

족하던 고위험 환자의 경우 14명에서 7명으로 감소경

소시킨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성지방의 감소효과는 통계적인 의미를 갖

향 (P = 0.09)을 보여 진단 여부에 영향을 주진 못하였

지 못하였다. 또한 HDL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평균값

으나 세부적인 대사적 요소는 개선의 효과를 나타낸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여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대사적 향상에도 불구하고

자에서는 48.91 mg/dL에서 44.03 mg/dL로 감소하긴

항목의 감소가 보이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여성에

하였으나 감소범위가 여성에서의 정상으로 생각하는

서 HDL 콜레스테롤의 감소에 의한 영향을 생각할 수

50 mg/dL이하에서의 감소였으므로 이것이 직접적으로

있겠다.

동맥경화성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좀더 장기

본 연구에서 대사증후군의 요소 중에 혈압과 복부비

간의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남자에서는 37.46

만이 오르리스타트 치료 후 많은 감소를 보였다. 혈압

mg/dL에서 36.74 mg/dL (P = 0.68)로 변화하여 통계

변화는 이전의 연구에서 변화가 없거나 중등도 감소

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LDL/HDL 비는 전체적으로는

등의 결과를 보였으나 본 연구의 경우 수축기와 이완

치료 전 2.70에서 치료 후 2.63로 감소의 경향을 보였

기 모두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복부비만은 특히 인슐

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성별에 따른 결과를

린저항성과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발생에 중

살펴보면, 여자에서는 2.62에서 2.59로 감소하였고, 남

요한 위험인자이다

자에서는 2.98에서 2.74 (P = 0.05)로 통계적으로 유의

스틴, 아디포넥틴과 같은 다양한 아디포카인을 분비하

한 감소를 보였다. HDL 콜레스테롤의 농도는 성별,

여 인슐린저항성과 동맥경화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인종, 치료전의 HDL의 농도, 운동량, 체내 지방량에

23)
있다 . 균형 잡힌 아디포카인의 분비는 포도당 및 지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이며 특히 치료 전 초기의 농도

질대사의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들의

18)

19~22)

. 또한 복부지방은 렙틴, 레지

가 높은 경우 그 변화량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 당뇨

불균형이 대사증후군의 병인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

병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이전 연구들에서 HDL 콜레

닌다. 직접 아디포카인을 측정하지 못하였지만 이전의

스테롤에 대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화

연구에서 보고한 것처럼24,25), 본 연구에서도 복부둘레

를 보인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에서는 대상 환자의 남

감소를 동반한 체중감소가 아디포카인의 균형적 분비

13,14,15)

녀 분포가 거의 50:50으로 비슷하였다

. 본 연구

와 연관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는 참가자 중에 여성의 비율이 많아 평균감소량에도

약제 치료중의 이상반응으로는 위장관계 이상반응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되며 HDL콜레스테롤의 기초

의 빈도가 높았으나, 이와 관련된 사망이나 조기종료

농도가 높은 경우 변화의 폭이 더 크고, 또한 감소에

는 없었다. 또한 약제 투여중의 간기능, 신기능.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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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ion of Effectiveness Between our Results and Meta-Analysis Results of Previous
Studies

Weight (kg)

Our Results

Meta Aanlysis Results (95% CI)

-2.72

-2.64 (-3.17 to -2.11)

% Weight loss

-3.5

-2.56 (-3.23 to -1.90)

% participants with Wt loss > 5%

23.3

22.42 (14.52 to 30.32)

-5.48

-1.95 (-3.61 to -0.30)

WC (cm)
HbA1c (%)
FPG (mg/dL)

-0.87

-0.38 (-0.51 to -0.25)

-10.41

-15.50 (-23.78 to -7.21)

SBP (mmHg)

-5.85

-1.11 (-2.91 to -0.69)

DBP (mmHg)

-4.79

-1.30 (-2.99 to -0.39)

Total cholesterol (mg/dL)

-19.55

-14.67 (-18.15 to -11.58)

LDL cholesterol (mg/dL)

-11.55

-10.42 (-13.90 to -7.34)

HDL cholesterol (mg/dL)

-3.97

-0.77 (-1.54 to -0.00)

TG (mg/dL)

-6.67

-21.24 (-37.17 to -5.31)

WC; Waist Circumference, TG: Triglyceride. FPG : Fasting Plasma Glucose

혈액검사와 생명징후 등은 치료전과 비교하여 임상적

오르리스타트를 저열량식이와 함께 병용할 경우 대상

으로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자들의 체중과 혈당을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개선

본 연구는 대조군이 없고, 대상 환자수가 충분치 않

할 수 있었다. 또한 심혈관계질환을 유발하는 여러 대

은 점과 또한 참여한 남녀환자의 비율차이 등의 몇 가

사적 위험요소들도 어느 정도 개선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를 보완하여
장기간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ABSTRACT

한 저열량 식이를 병행하도록 하였는데 식사일지의 분
석결과 78%에서 약 300 kcal의 초과섭취를 하여 예상

Background: Most obese patients with type 2 dia-

보다 오히려 적은 체중 효과를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

betes have several components of metabolic syndr-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오르리스타트의 임상

ome that is associated with a marked increase in the

적 효용성을 평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약 5개정도 있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Even modest weight

13~15,26,27)

이들은 모두 서양인을 대상으로 했던 연

reduction in the obese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구들이다. 본 연구는 동양인, 특히 탄수화물을 주식으

may lessen the severity of cardiovascular risk factors

로 한국인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오르리스타트의 효

as well as improving glycemic control. Aim of present

용성을 보고자 했다는데 의의가 있을 수 있다. 이전까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icacy of orlistat in

으며

28)

본 연구의 효

promoting weight reduction in obese patients with

과를 비교하여 보면 (Table 3), 한국인 제2형 당뇨병

type 2 diabetes and to assess the effect on glycemic

환자에서도 체중감소에 대한 효용성이 비슷하고, 또한

control, abdominal obesity and metabolic parameters.

특이할 만한 점은 서양인에 비하여 혈당조절 및 복부

Methods: This study is a prospective, open-labled,

비만의 감소에 대한 효과가 더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multicenter, non-comparative trial. 120 mg orlistat

관련된 기전에 대하여는 아디포카인의 분비 양상 변화

was administered orally three times a day for 24

등의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weeks to 90 obese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All

지 발표된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와

결론적으로 비만한 한국인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patients who met the selection criteria were mai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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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d for 24 weeks on moderate hypocaloric diet (-600

morbidity and mortality. Int J Obes Relat Metab

kcal/day deficit). We compared the changes in meta-

Disord 1997;21:S14-19.

bolic parameter before and after treatment.

5. Clinical Guidelines on the Identification, Evaluat-

Results: At the end of treatment, 73 completed this

tion, and Treatment of Overweight and Obesity

study. The mean weight change from baseline was

in Adults. WMJ 1998;97:20-21, 24-25, 27-37)

-2.8 kg (P < 0.001). There were also significant impro-

6. Wing RR, Koeske R, Epstein LH, Nowalk MP,

vement of glycemic control (HbA1c:-0.87%, P < 0.01),

Gooding W, Becker D. Long-term effects of mod-

fasting insulin, total cholesterol, LDL cholesterol (P <

est weight loss in type II diabetic patients. Arch

0.001). Treatment with orlistat also improved several

Intern Med 1987;147:1749-1753.

metabolic parameters, namely waist circumference

7. Zhi J, Melia AT, Guerciolini R, Chung J, Kinberg

(-5.48 ± 0.54cm, P < 0.001), systolic blood pressure

J, Hauptman JB, et al. Retrospective population-

(SBP)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DBP) (P = 0.000),

based analysis of the dose-response (fecal fat exc-

fasting plasma glucose (P = 0.027). But there was

retion) relationship of orlistat in normal and obese

decrease of HDL cholesterol level. There were mild

volunteers. Clin Pharmacol Ther 1994;56:82-85.

gastrointestinal troubles, but no serious side effect.

8. Tonstad S, Pometta D, Erkelens DW, Ose L, Moc-

Conclusions: We suggest that orlistat is an effective

cetti T, Schouten JA, et al. The effect of the

treatment modality in obese Korean type 2 diabetes

gastrointestinal lipase inhibitor, orlistat, on serum

with respect to significant weight loss, improved

lipids and lipoproteins in patients with primary

glycemic control, improved abdominal obesity and

hyperlipidaemia. Eur J Clin Pharmacol 1994;46:

metabolic parameters without adverse effects.

40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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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Zhi J, Melia AT, Funk C, Viger-Chougnet A,

Key Words: Obesity, Type 2 Diabetes Mellitus, Meta-

Hopfgartner G, Lausecker B, Wang K, Fulton JS,

Ⓡ
bolic Syndrome, Orlistat (Xenical )

Gabriel L, Mulligan TE. Metabolic profiles of
minimally absorbed orlistat in obese/overweight
volunteers. J Clin Pharmacol 1996;36:1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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