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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기반 임상 현장에서의 약물 치료 중심의 비만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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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esity Treatment in Ambulatory Care Focused on Pharmac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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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besity is a chronic relapsing disease associated with cardiovascular disease and cancer with a growing incidence. Since obesity is a complex disease
that is affected by a variety of factors, including social, cultural, and environmental factors, it should be approached by establishing an integrated
and comprehensive treatment strategy. It is difficult to achieve a sufficient amount of weight loss in most obese patients through lifestyle
interventions alone, so pharmacotherapy in primary care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as an additional treatment. Currently, there are four drugs
that can be used for long-term weight management in Korea: orlistat, naltrexone/bupropion, phentermine/topiramate, and liraglutide.
Sympathomimetics, such as phentermine, diethylpropion, phendimetrazine, and mazindol, can only be used for short-term treatment. These drugs
can induce weight loss by suppressing appetite or inhibiting fat absorption in the gut. The prescription of such drug treatments should be based on
evidence-based clinical care and tailored to the patient. Patient-tailored obesity drug treatments should be performe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advantages, side effects, and safety issues of each drug. Considering that obesity is a chronic disease that must be controlled for a lifetime, obese
patients should be guided by clinicians to maintain their weight sustainably by setting common and realistic goals.
Keywords: Obesity; Drug Therapy; Weight Loss; Anti-Obesity Agents; Ambulatory Care

4.9%로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청년기에 고도비만

서론

일 경우 추후 10년 내 당뇨병과 고혈압 발생위험이 각각 최소 20.8
비만은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의 불균형으로 인해 체중과 체지

배, 5.7배 증가하였으며,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발생위험 또한 최소

방이 과다하게 증가한 상태이며,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심

2.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젊은 성인기부터 비만으로

뇌혈관질환, 지방간, 암과 같은 질환의 발생과 연관되어 있는 만성

인한 합병증이 이미 진행된다는 것을 시사한다.2) 또한 국민건강보험

질환이다.1) 우리나라에서도 비만 및 복부비만의 유병률은 최근 10

공단 표본 코호트 자료를 통해 비만도에 따른 연간의료비용을 분석

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청년층

한 결과, 35세 이상 성인에서 체질량지수 및 허리둘레가 클수록 연

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18년도 전체 성인 남성의 비

간의료비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만 유병률은 45.4%, 여성의 경우 26.5%로, 복부비만 유병률은 남성

이렇듯 비만으로 인한 질병부담이 높은 수준이며, 이에 따른 국

28.1%, 여성 18.2%로 나타났으며, 20–30대 청년층에서 체질량지수

가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상 현

30 kg/m 이상에 해당하는 고도비만의 경우 남성은 10.8%, 여성은

장에서 비만 환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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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치료에 대한 인식과 장애물을 알아보기 위해 국제적으로 수행된

에 맞춰서 적절한 식사 요법, 운동 요법 및 행동 요법을 시작하는 것

ACTION 연구에서는, 비만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비만을 만성질환

은 모든 비만 환자에게 필수적이다. 하지만, 식사 요법, 운동 요법,

으로 생각하고 체중 감량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

행동 요법만으로는 대부분의 비만 환자에서 충분한 정도의 체중 감

하고 실제로 비만 환자의 약 80%가 체중 감량을 순전히 본인의 책

량을 유도하기 어려우며, 감량된 체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

임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을 보여주었고, 의료진과 처음 본인의 비

렵다. 수술적 치료는 일차의료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고, 수술 후 합

만에 대하여 논의하기까지 평균 6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보고한 바

병증 등의 이유로 생활 습관 교정이나 약물 치료를 시행해 보지 않

4)

있다. 비만을 의사와 환자가 진료실에서 주된 논의 주제로 다루고

은 채 적용하는 일차 치료 방법으로 권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함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이러한 시간을

일차의료 현장에서 합병증을 개선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체

줄이는 것이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비만으로

중 감량을 유도하는 데에는, 생활 습관 교정과 병행하는 약물 치료

인한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임상 현장에서의 비만에 대

가 비만 치료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본 종설에서는 일차

한 좀 더 적극적인 치료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의료 현장에서 비만 환자에 대한 약물 치료를 중심으로 비만 치료

비만 치료의 방법으로는 식사요법, 운동요법, 행동요법, 약물요법

전략을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수술적 치료가 있다. 비만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체중 감
량과 함께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개선 혹은 합병증 발생 예방을 통

약물 치료를 위한 고려 사항

한 사망률 감소이다. 비만 합병증에 대한 삼차 예방을 목표로 할 때
비만인이 체중을 10% 감량하면 당뇨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고 대

비만 환자의 치료에 앞서서 환자의 상태를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

부분의 합병증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체중의 10% 정도의

하여야 한다. 키, 몸무게, 허리둘레 등 신체 계측을 시행하고, 환자

체중 감량을 치료 목표로 삼는 것이 합당하다.5) 비만은 유전적, 생

의 체중과 관련된 과거력, 체중 감량에 대한 동기, 비만 및 비만 치

리적, 행동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복

료에 대한 인식, 식사 습관, 생활 습관을 파악한다. 가능한 경우라

합적으로 영향을 받아 진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만 환

면, 생체 임피던스 측정 장비를 이용한 체성분 분석을 시행한다. 비

자에서 적절한 체중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식사 요법, 운동 요

만도를 평가함과 동시에 환자의 건강 위험도를 평가해야 한다. 환자

법, 행동 요법을 기반으로 적절한 약물 처방과 수술적 치료까지 고

가 가지고 있는 동반 질환들을 파악하여, 체중뿐만 아니라 환자의

5,6)

비만인의 신체 계

동반 질환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만

측을 통한 비만도의 측정을 통해 합병증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합

인에서 흔한 동반 질환에 대한 진단 방법은 Table 1을 참고한다. 그

병증 조사를 통하여 환자에게 일차, 이차, 삼차 예방 중 어디에 해

외에도, 환자의 스트레스, 감정 상태, 생활 및 직업 환경 등을 고려

당하는지를 결정하여 치료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필요하거나 가능한

할 필요가 있다.

려하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경우라면, 장비를 이용한 직접적인 체지방 측정을 시행한다.
치료가 필요한 비만 환자에게 맨 처음 생활 습관을 평가하고, 이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차적 비만의 원인은 약물
이다. 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들을 검토해

Table 1. Screening and diagnosis of several obesity related comorbidities in ambulatory care clinic setting
Comorbidity

Screening tool

Suggested additional test when needed

Type 2 diabetes

Fasting glucose, HbA1c

Insulin, OGTT

Hypertension

Sitting blood pressure

Home blood pressure, 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ing

Dyslipidemia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s, HDL cholesterol

LDL cholesterol, non-HDL cholesterol, LDL particle size, apolipoprotein B-100,
lipoprotein (a)

Cardiovascular disease

Electrocardiography

Ankle-brachial index, pulse wave velocity, carotid artery intima-media thickness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Liver function test

Ultrasonography, ultrasound-based elastography

Obstructive sleep apnea

Neck circumference, physical examination of
oropharyngeal airway

Polysomnography

Osteoarthritis

X-ray

Polycystic ovarian syndrome

Total testosterone, sex hormone-binding
globulin

Human chorionic gonadotropin, prolactin, thyroid-stimulating hormone, and
follicle-stimulating hormone (to rule out other causes of oligomenorrhea)

HbA1c, hemoglobin A1c; OGTT, oral glucose tolerance test;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Targeted review of system and physical examination are essential for all comorbid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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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제 중에 체중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용량에서 차차 증량하여 권장 용량을 투여해야 하는데, 이들 약제

약제가 있다면, 가능한 체중에 별 영향이 없거나 체중 감소를 유발

의 증량 방법은 Table 3과 같다.

7-9)

할 수 있는 약제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중에 영향을 미치

는 약제의 예는 Table 2와 같다.

펜터민(PHENTERMINE)을 포함한 단기간 사용이 가능한

환자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 이후 환자와 함께 앞으로의 치료 목

비만 치료 약물

표를 설정하고 비만 치료를 통한 이익과 위험을 환자에게 설명한다.
일부 환자는 비현실적으로 많은 양의 체중을 빠르게 감량하기를 원

펜터민은 암페타민 유사체로서, 체내에 들어오면 부신에서 노르

한다. 체중 감량의 정도, 속도, 방법을 환자와 협상을 하여 적절하게

에피네프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시상하부에서 식욕을 억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약물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골량

제하도록 작용하 는 교감신경 효현제이다. 12) 디에틸프 로피온

감소나 근육량 감소 등과 같은 체중 감량 자체에 대한 위험도 있지

(diethylpropion),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 마진돌(mazindol) 역

만, 약물 자체의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약

시 펜터민과 마찬가지로 교감신경 효현성 아민으로 분류되며, 식욕

물 치료 시 원칙은 체중 감량을 위한 약물 치료를 시행할 때 의사와

억제 기전 역시 유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의 통상적인 사용 방

환자 모두 약물 및 그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법은, 펜터민 30 mg qd, 디에틸프로피온 25 mg tid (매 식사 1시간

약물 사용 후 3개월 내에 원래 체중의 5% 이상의 의미 있는 체중감

전), 펜디메트라진 35 mg bid or tid (식사 1시간 전), 마진돌 0.5 mg

소가 없다면 새로운 치료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9) 추가적

qd, bid or tid (식사 1시간 전) 경구 투여이다. 이들 약제의 주요 부작

으로 강조할 사항은, 약물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라도, 약제 단독으

용과 주요 금기증은 유사하다. 펜터민의 흔한 부작용으로 불면증,

로 체중을 감량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활 습관 관리와 병행해

심박수 증가, 구강 건조증, 미각 변화, 어지럼증, 떨림, 두통, 불안,

야 한다는 점이다.10)

위장관계 증상 등이 있다.13)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과 역류성 심장

2020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 가능한 비만 약물에는, 단기간

판막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이들 약제의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약제로서, 펜터민(phentermine), 디에틸프

주요 금기증은 진전된 동맥경화증, 심뇌혈관 질환, 중증의 고혈압,

로피온(diethylpropion), 펜디메트라진( phendimetrazine), 마진돌

폐동맥 고혈압, 갑상선 기능 항진, 녹내장, 불안이나 흥분 등의 정신

(mazindol)이 있고, 장기간 사용 승인을 받은 약제로, 오를리스타트

장애 상태, 최근 monoamine oxidase 억제제 사용 등이 있다. 개별 약

(orlistat), 날트렉손/부프로피온 서방정(naltrexone ER/bupropion ER,

제의 용법, 용량, 주의사항은 해당 약제의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도

NB), 펜터민/토피라메이트 캡슐(phentermine/topiramate CR, PHEN/

록 한다.

TPM CR), 리라글루타이드(liraglutide)가 있다. 로카세린(lorcaserin)은

펜터민은 1959년에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 비만

2015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었

약제로 승인을 받은 이후로 미국에서 현재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으나, 종양 발생 위험성 증가로 인해 미국에서는 자발적 시장 철회

있는 약제 중 하나이다. 펜터민은 비만 치료 약물은 장기간 사용 가

조치가 되었고, 국내에서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아서 현재 사용 불가

능해야 한다는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에 FDA 승인을 받았으며, 펜터

능하다. 이들 약제 중 NB, PHEN/TPM CR, 리라글루타이드는 저

민을 포함한 교감신경 효현제에 해당하는 비만 약제들은 부작용과

11)

Table 2. Drugs affecting weight gain or loss
Drug class
Antidiabetics

Weight loss

Weight neutral

Glucagon like peptide-1 receptor agonists;
Sodium-glucose co-transporter-2 inhibitors

Metformin; Dipeptidyl peptidase-4 inhibitors

Insulin; Sulfonylureas; Meglitinides;
Glitazones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s;
Angiotensin receptor blockers; Calcium
channel blockers

Beta adrenergic blockers

Antihypertensive drugs

Weight gain

Antidepressants

Fluoxetine (short term); Bupropion

Citalopram; Duloxetine; Venlafaxine;
Nefazodone; Escitalopram; Sertraline

Tricyclic antidepressants; Paroxetine;
Mirtazapine; Monoamine oxidase
inhibitors

Anticonvulsants or mood
stabilizers

Topiramate; Zonisamide

Lamotrigine; Oxcarbazepine

Carbamazepine; Valproate;
Gabapentin; Lithium

Ziprasidone; Aripiprazole; Haloperidol

Clozapine; Olanzapine; Risperidone;
Quetiapine; Chlorpromazine

Antipsycho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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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commended dose escalation of anti-obesity drugs
Drug

Week

Naltrexone ER/bupropion ER

Dose

1st

Morning 1T

2nd

Morning 1T–evening 1T

3rd

Morning 2T–evening 1T

4th–

Morning 2T–evening 2T

Avoid coadministration of naltrexone ER/bupropion ER with high fat meal.
Discontinue naltrexone ER/bupropion ER if 5% weight loss is not achieved after 12 weeks administration at the maintenance dosage.
Phentermine/topiramate ER

1st–2nd

3.75 mg/23 mg qd

3rd–14th

7.5 mg/46 mg qd

Check the response
Weight loss ≥3%

Keep the dose

Weight loss <3%

Discontinue or further dose escalation as below

15th–16th

11.25 mg/69 mg qd

17th–

15 mg/92 mg qd

Discontinue phentermine/topiramate ER if 5% weight loss is not achieved after 12 weeks on maximum daily dose of 15 mg/92 mg.
Discontinue phentermine/topiramate ER 15 mg/92 mg gradually by taking a dose every other day for at least 1 week prior to
stopping treatment altogether, due to the possibility of precipitating a seizure.
Liraglutide

1st

0.6 mg SubQ qd

2nd

1.2 mg SubQ qd

3rd

1.8 mg SubQ qd

4th

2.4 mg SubQ qd

5th–

3.0 mg SubQ qd

If patients do not tolerate an increased dose during dose escalation, consider delaying dose escalation for approximately one
additional week.
Discontinue liraglutide if 4% weight loss is not achieved after 12 weeks administration at the maintenance dosage.
SubQ, subcutaneous injection.

약물 남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1973년에 3개월까지만 사용하도록

이 복용하는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식사와 같이 복용하거나
식사 후 1시간 이내 복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14)

허가 사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펜터민은 장기 투여가 가능한 약제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

오를리스타트는 위약군 대비 평균 2.9 kg의 추가적인 체중 감량을

도,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들에 대한 내약성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유도하여, 유효성은 다른 약제에 비해 미미한 편이지만, 부가적으로

펜터민을 포함한 교감신경 효현제는 심뇌혈관계의 심각한 부작용이

지질, 혈당, 혈압 등 심혈관계 위험 인자의 개선 효과가 있으며, 제 2

나타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고, 의존성과 오남용 발생 사례가 있

형 당뇨병 발생 예방 효과가 있다.17,18) 오를리스타트는 약제 작용 기

다는 점을 유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단기간의 체중 감량 유도가 도

전 상 대변에 소화되지 않는 지방의 함량을 높이기 때문에 이로 인

움이 될 환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지방변, 복부팽만 및 방귀, 배변 증가, 배변 실금 등의 소화기계
부작용이 자주 나타난다.13)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 비만인에서 섭취
량을 갑자기 줄이면 식이 섬유 섭취량이 줄어서 심한 변비를 경험

오를리스타트(ORLISTAT)

하는 환자들이 종종 있는데, 식이 섬유 보충과 함께 오를리스타트
오를리스타트는 췌장 지질 분해 효소에 대한 선택적 억제제로서,
장에서 중성지방이 흡수 가능한 유리 지방산 형태로 분해되는 과정
을 억제하여 섭취한 지방의 대략 30% 정도를 흡수하지 않고 대변으
15)

를 투여하면 오를리스타트의 소화기계 부작용을 이용하여 변비를
개선시킬 수도 있다.
오를리스타트는 고령자, 간 기능 및 신장 기능 장애 환자에서의

로 배출되도록 하여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전 세

안전성에 대해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 만성 흡수 장애 증후군이 있

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 가능하고, 체내 흡수량이 미미하기 때

는 환자와 담즙 정체가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오를

문에 비만 약제 중 가장 안전한 약제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이나

리스타트는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 또한

16)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에게도 사용이 가능한 유일한 약제이다. 또한

줄어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비타민 복용을 통한 보충이 필요

현재 이용 가능한 비만 약제 중에 식욕 메커니즘에 관여하지 않는

할 수 있다.19) 오를리스타트 투여 이후 심각한 간 손상이 보고된 바

유일한 약제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120 mg을 1일 3회 지방식과 같

있어서, 약제 투여 후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간효소 검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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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소변에 옥살산 배출이 늘어나며 그에 따른 신장 결석이 생

우울감이나 불안감은 NB 사용군이 다소 적은데 아마도 부프로피

길 수 있다. 싸이클로스포린, 갑상선 호르몬제와 동시에 투여하면

온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부프로피온은 FDA에 18–24세에서 자살

이들 약제의 작용이 떨어진다. 와파린을 투여하는 환자에게 오를리

충동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으며, 일부 환자에서 정신신경

스타트를 투여하면, 비타민 K 흡수가 감소하여 혈액 응고 상태의 변

계 이상 반응을 일으킨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부프로피온을 투여

화가 발생할 수 있다.

하면 발작 위험성도 용량 의존적으로 증가하는데, 두부 외상의 경
험이 있는 경우, 과다한 알코올 섭취, 코카인이나 흥분제 중독, 경구

날트렉손/부프로피온 서방정(NB)

용 혈당 강하제나 인슐린으로 치료하는 당뇨병, 발작의 역치를 낮추
는 약제(항정신병용제, 항우울제, 항말라리아제, 트라마돌, 테오필

부프로피온은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 재흡수 억제제로, 이전부

린, 전신성 스테로이드제, 퀴놀론계, 진정성 항히스타민제 등)와 병

터 우울증과 금연 치료에 사용되던 약물이며, 시상하부에서 해당 신

용 투여하는 경우 발작 위험이 높아진다. NB는 경련 발작의 병력이

경전달물질들의 농도가 높아지면 식욕을 억제하는 pro-opiomelano

있거나 양극성장애의 경우 금기이며, 항정신병용제나 항우울제를

cortin 뉴런을 활성화시키며, 비만인에서 떨어져있는 도파민 활성20)을

복용중인 기분장애 및 정신 질환 환자의 경우 약물 상호 작용과 발

보충하여 보상 체계에 관여하여 음식 섭취를 억제한다. 날트렉손은

작 위험의 증가로 주의가 필요하다.

뮤 아편양 수용체의 길항제로 이전부터 아편양 물질과 알코올 의존

부프로피온을 동반한 항우울제는 동공 확장을 일으켜서 폐쇄각

에 대한 치료로 사용되던 약제로, 카나비노이드 1 수용체 활성화로

소인이 있는 환자에서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다. 날트렉손의 경우

인한 베타 엔도르핀의 식욕 증강 효과를 날트렉손이 억제하는데,21,22)

간 독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용 중에 급성 간염의 소견이 있을

부프로피온과 날트렉손의 병용이 식욕 억제에 대해 상승 효과를 나

경우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26)

타내게 된다. 이 때문에 NB는 음식에 대한 갈망을 감소시키는 효과
가 뚜렷하다.23)

펜터민/토피라메이트 캡슐(PHEN/TPM CR)

NB의 가장 주요한 부작용은 오심이며, 일부 환자에서는 약제를
중단해야 할 정도로 심하게 나타나며, 아주 드물게 발작이 발생할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의 병합제인 PHEN/TPM CR은, 기존의 두

수 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Table 3와 같은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약제가 사용되던 용량보다 저용량으로 병합하면서 부작용은 줄이

증량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다. 불면증 역시 NB 복용 시 뚜렷하

고 상승 효과를 통해 약효를 높이고자 하는 원칙에 의해 개발된 약

게 증가하는 부작용이며, 이 때문에 처음에는 아침에 약제 복용을

제이다. 펜터민은 교감신경 효현제로 이전부터 비만 약제로 사용되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NB 는 CONTRAVE Obesity Research-I,

어 왔으며, 토피라메이트는 항간질제 약물로 이전부터 뇌전증 환자

CONTRAVE Obesity Research-II 연구에서 위약군에 비해 4.7–4.9 kg

들에게 사용 시 체중 감량의 효과를 보여 비만 약제 후보군으로 거

의 추가 감량을 나타냈으며, 지질과 혈당을 개선시키고 삶을 질을

론되던 약제였다. 토피라메이트가 체중 감량을 유도하는 기전은 아

심혈관 질환 안전성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진행된

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PHEN/TPM CR 복용 시 점차 용량

바 있으나, 연구가 중도에 중단되어 심혈관 질환에 대한 효과나 안

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권고되는데, Table 3과 같은 방법을 추천한다.

23,24)

개선시켰다.

25)

전성에 대한 결론을 얻을 수 없었다.

NB는 고령자에서 신중히 투여해야 하며 75세 이상에서는 사용하
지 않는 것이 좋다. 간 기능 및 신장 기능 장애 환자에 대한 약동학

갑작스러운 복용 중단은 일부 환자들에서 뇌전증 과거력이 없었음
에도 불구하고 발작이 있었기 때문에 Table 3에 제시된 방법으로 중
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지만, NB를 구성하는 각 약제에 대한 경험

PHEN/TPM CR의 체중 감량 성적은 매우 우수하다. 두 개 이상

을 미루어보아, 간 기능 및 신장 기능 환자에서 약제 유효 성분의 농

의 비만 관련 대사 이상을 가진 비만인을 대상으로 한 CONQUER

도가 정상인에 비해 매우 높아진다. NB를 간 기능 장애 환자에서

연구에서는 15 mg/92 mg, 7.5 mg/46 mg의 두 가지 용량으로 위약군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대 하루 1정, 신장 기능 장애의 경우에는

과 비교하였는데, 1년 후 각각 위약군에 비해 8.8 kg, 6.7 kg의 추가

최대 하루 2정을 투여할 수 있지만, 중증의 간 기능 장애 및 말기 신

감량을 보였으며, low-density lipoprotein 콜레스테롤을 제외한 다른

장 부전 환자에서는 금기이다.

지질, 혈당, 당화혈색소, 혈압의 개선 효과를 보였다.27) 또한 비만 약

NB를 사용할 때 환자의 기분 장애 및 정신 질환에 대해 유의해야

제들 간의 효과 차이를 분석한 네트워크 메타분석 연구에서 현재

한다. 임상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특별히 치료를 받지 않을 정도의

사용되는 비만 치료 약제 중에서 체중 감량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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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28) 하지만, PHEN/TPM CR 투여의 심혈관 질환에 대한 안

너무 급속도로 높아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정하며 인슐린과 글루

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대규모 연구는 현재까지는 없다. 최근 심뇌혈

카곤 분비의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31-33) 체내의 GLP-1은 혈중

관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도 복용이 권고되지 않는

단백질 분해효소인 dipeptidyl peptidase-4 (DPP-4)에 의해 빠르게 불

다. 이 약제는 FDA에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장기적 안전성을 포함

활성화되므로 작용 시간이 매우 짧아 식후에만 잠시 영향을 끼치게

한 사후 감시 및 평가를 반드시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

된다.34) 체내의 GLP-1과 다르게 GLP-1 수용체 작용제로 개발된 약제

은 약제이기 때문에,14)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장기적 안전성에 대한

들은 GLP-1과 동일한 작용을 하면서도 혈중 DPP-4 에 의해 잘 분해

더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되지 않도록 고안되었고, 그 중 리라글루타이드는 GLP-1과 97%의

PHEN/TPM CR에는 펜터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펜터민의

동일성을 보이나 체내에서 장시간 작용하는 것이 특징이다.35) 말초

금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PHEN/TPM CR에 대해서도 금기이다. 임

부위 피하주사를 통해 체내로 투여된 리라글루타이드는 혈관-뇌 장

신 중 토피라메이트를 복용할 경우 태아에서 구개열이 발생할 위험

벽을 통과하여 시상하부에 작용하게 되는데,36) 식욕을 억제하는

성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29)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pro-opiomelanocortin/cocaine-and-amphetamine-regulated transcript 뉴

의 경우 PHEN/TPM CR 복용을 시작하기 전과 약제 복용 중 매달

런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면서 동시에 식욕을 촉진하는 neuropeptide-

임신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일 경우에만 약제 복용을 지속하도록 권

Y/agouti-related protein 뉴런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함으로

고된다. PHEN/TPM CR의 고령자에서의 안전성은 데이터가 충분하

써 식욕을 조절하게 된다.37)

지 않다. 고령자에서는 주의사항이나 금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늘어

리라글루타이드의 효과성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광범위하게 보

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간 기능 및 신장 기능 장애 환자에 대한

고되어 왔다. 특히 SCALE 연구들은 당뇨병이 있는 비만 환자, 당뇨

중등도인 경우에는 1일 최대 7.5 mg/46 mg으로 감량하여 투여해야

병이 없는 비만 환자, 5% 이상의 체중 감량을 성공한 이후 체중 유

하며, 중증 이상에서는 이 약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지를 시행하고자 하는 비만 환자,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한 비만 환

토피라메이트는 탄산탈수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서

자로 대상군을 다르게 설정하여 장기간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

이와 관련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부작용에는 대사성

였다.38-41) 해당 연구들에서 각 대상자들에게 1년 동안 리라글루타이

산증, 저칼륨혈증, 신장 결석, 폐쇄각 녹내장, 근시, 땀분비 감소 등

드 3.0 mg을 사용했을 때 위약군에 비해 5.6–5.9 kg의 추가적인 체중

이 있으니, 이와 관련된 증상이 발생하는지 주의해서 관찰하고 발

감량을 보였고, 비만 관련 대사 이상 지표가 개선되었다. 당뇨병 치

생하는 경우 바로 약제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탄산탈수효소를 억

료로 허가 받은 리라글루타이드 1.8 mg의 경우에는 LEADER 연구

제하는 다른 약제와 병용하지 말아야 한다. PHEN/TPM CR 투여

를 통해 심혈관 질환의 과거력이 있거나 위험도가 높은 당뇨병 환자

시 감각 및 미각 이상도 용량 의존적으로 발생한다.

에서 주요 심혈관 사건과 전체 사망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였으

PHEN/TPM CR을 사용할 때 환자의 우울, 불안, 수면 장애와 자
살 사고가 증가한다. 기분이나 수면과 관련된 유의한 증상이 발생

나,42) 리라글루타이드 3.0 mg의 심혈관 질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
성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다.

하는 지 주의하고 발생하는 경우 감량 혹은 중단해야 하며, 자살 사

오심, 설사, 변비, 구토 등 소화기계 증상이 리라글루타이드의 가

고나 자살 행동을 보이면 바로 약제를 중단해야 한다. 집중력 장애

장 주된 부작용에 해당하고,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Table 3

도 발생하여 업무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위험한 기계를 조작해

에 제시된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증량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리라글

야 하는 경우라면 특히 조심해야 한다.

루타이드의 음식물 위장관 배출 지연 효과 때문에 함께 사용하는
다른 약제의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와파린과 같이 안전역
이 좁은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세밀하게 모니터링하여 변화

리라글루타이드(LIRAGLUTIDE)

가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GLP-1 수용체 작용제들이 급성
글루카곤 유사 단백-1 (glucagon-like peptide-1, GLP-1)은 식사 후에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리라글루타이드 사

소화된 탄수화물과 지방에 반응하여 장에서 분비되며, 포만감을 증

용 시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약제를 중단하고, 췌장염의 과거

GLP-1은

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갑상선 수질암과 다발성 내분

뇌의 시상하부 내에 있는 GLP-1 수용체에 결합하여 식욕을 억제하

비 선종증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거력 또는 가족

고 편도체에 작용하여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며, 말

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75세 이상의 고령에서는 안전

초적으로는 음식물의 위장관 통과를 지연시킴으로써 식후 혈당이

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고된다.

30)

가시켜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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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한 비만 환자에게서 위약에 비해 뚜렷이 우수한 혈당 개선 효

여러 임상 상황에서 비만 치료 약제의 선택

과를 보인다. 이들의 혈당 개선 효과는 상당 부분은 체중 감량에서

Table 4에 오를리스타트, NB, PHEN/TPM CR, 리라글루타이드에

기인한다. 그러나 약제 자체의 혈당 강하 효과는 약제 별로 차이가

대하여 여러 임상 상황에 따른 추천 약제 및 피해야 할 약제가 요약

있으며, 특히 리라글루타이드는 원래 제2형 당뇨병 치료 약제로 개

되어 있다. 비만 약제를 선택할 때, 비만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

발된 약제이기 때문에 제2형 당뇨병을 동반한 비만 환자에서 혈당

한 합병증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 의약품 안전

개선 효과가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다.39) 그러나 당뇨병 이환 기간이

처의 의약품 통합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의약품 상세 정보와 해당

긴 환자의 경우 저혈당에 대한 글루카곤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

약물들의 대표적인 무작위 대조 임상 연구 결과를 토대로, 비만 환

에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리라글루타이드는 저혈

자들이 가지고 있는 합병증에 각 임상 상황 별로 우선 고려할 약제,

당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사용해야 하며, 리라글루

17,23,24,27,38-48)

주의해야 할 약제, 피해야 할 약제 등으로 구분해 놓았다.

제2형 당뇨병을 동반한 비만 환자에서 체중 감량은 혈당 개선을
유도한다. 하지만 비만과 마찬가지로 당뇨병도 만성 질환이므로 단

타이드를 사용 시에는 기존 당뇨병 약제를 조정해야 한다. 다른 비
만 치료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에도 섭취량 감소 등에 의한 저혈당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

기간 약물 치료를 통해 일시적인 혈당 하강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

혈압이 높은 비만 환자는 혈압약을 이용해서 충분히 혈압을 낮

하지 않고 장기간 치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당뇨병을 조절하는 것이

춘 상태에서 비만 약물을 투여한다. 혈압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

바람직하다. 장기간 사용 가능한 비만 치료 약물은 모두 당뇨병을

에는 그 이유를 파악하여 대응해야 하며, 고도 비만에서는 폐쇄성

Table 4. Preferred anti-obesity drugs in each clinical situation
Situation

Orlistat

Naltrexone ER/
bupropion ER

Phentermine/
topiramate ER

Type 2 diabetes

Liraglutide
Preferred

Uncontrolled hypertension
Old age (y)

65–75

Unknown

≥75

Unknown

Caution

Unknown

Insomnia

Caution

Obstructive sleep apnea

Preferred

Constipation

Creatinine clearance

Preferred

Preferred

Coronary heart disease
Renal impairment

Unknown

Caution
30–50
<30

Not exceed 2 T/day

Preferred up to 1.8 mg qd
Not exceed
7.5 mg/46 mg qd

Caution

End stage renal disease

Caution

Hepatic impairment

5–6

Monitor

Not exceed
7.5 mg/46 mg qd

Caution

Child-Pugh score

7–9

Monitor

Not exceed
7.5 mg/46 mg qd

Caution

≥10
Renal stone

Caution

Caution

Depression

Caution

Caution

Anxiety

Caution

Caution

Glaucoma

Caution

Chronic opioid usage
Thyroid disease
Pancreatitis
Seizure

Contraindicated to
hyperthyroidism

Caution

Monitor
Caution

Preferred; good
Not bad; caution
Not recommended; avoid
Contraindicated
Unknown Cannot deter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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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무호흡 때문에 혈압이 높은 경우도 감안해야 한다. 폐쇄성 수

영향을 받는다. 체중 감량 성적을 고려할 때 PHEN/TPM CR과 리

면 무호흡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수면 전문 클리닉에 의뢰하여 수면

라글루타이드가 수면 무호흡증을 동반한 비만 환자에게 우선 고려

다원 검사로 진단을 하고 양압기를 이용하여 혈압을 낮추는 것이

할 수 있으며, 이들 약제는 수면 무호흡증을 동반한 환자들에서 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혈압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환자에서 체

를 개선한 결과를 보여주는 임상 시험 연구 결과도 있다.41,47) 신장 결

중 감량을 통해 혈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NB와

석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에서는, 재발 가능성을 높이는 오를리스타

PHEN/TPM CR은 투여 초기에 혈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피

트와 PHEN/TPM CR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하도록 한다.
수면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는 수면을 악화 시키지 않는 약제를

결론

더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오를리스타트는 수면에 영향이 없는 것으
로 간주된다. 리라글루타이드는 비교적 수면에 중립적이지만 수면

비만은 전 세계 주요 사망 원인 질환들인 심뇌혈관 질환이나 암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보고된 바는 있다. NB의 경우도 수면 장애

과 연관되어 있는 질병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

가 상당수 발생하므로 약제 투여 시 수면 장애 악화나 새롭게 발생

고 있다. 비만은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인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PHEN/TPM CR은 수면 장애가 있는 환자에

해 영향을 받는 복합 질환이기 때문에,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치료

서는 가급적 사용을 피한다.

전략을 세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만 치료 시 식사 요법, 운동

비만은 그 자체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므로, 비만 치료 약

요법 및 행동 요법만으로는 대부분의 비만 환자에서 충분한 정도의

제는 체중 감량을 통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

체중 감량을 유도하기 어려우므로, 일차의료 현장에서의 약물 치료

직하다. 그러나 기존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약제는 심혈관

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기간 사용

질환의 발생 위험을 오히려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비만 약제의

가능한 약제는 오를리스타트, 날트렉손/부프로피온 서방정, 펜터

심혈관 질환에 대한 안전성은 매우 중요하다.49) PHEN/TPM CR의

민/토피라메이트 캡슐, 리라글루타이드 네 가지 약물로, 식욕을 억

경우 아직 장기간 사용 시 심혈관 질환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

제하거나 지방 흡수를 저해하는 작용을 통해 체중 감량에 도움을

되지 않아서 근거가 없으나, 펜터민이 심혈관 질환에 끼칠 수 있는

줄 수 있다. 이러한 약물 치료는 근거에 기반한 올바른 임상 진료에

영향을 고려했을 때, 심혈관 질환의 안전성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기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환자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환자 맞

전까지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춤형 비만 약물 치료는 각 약제의 특장점과 부작용을 함께 고려하

한다. NB 역시 심혈관 질환 안전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입증되지

여 시행할 수 있다. 비만은 만성질환에 해당하므로 비만 환자와 치

않았다. 리라글루타이드의 경우 3.0 mg이 아닌 1.8 mg 용량에서 심

료자는 비만이 평생 조절해야 하는 질환임을 감안하여, 서로 공통

42)

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입증되어 있으므로 심혈관 질환 과거력이

의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체중을 유지해

있는 경우 리라글루타이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

나가야 한다.

인다.

NB를 사용했을 때 위약군에 비해 우울이나 불안에서 큰 차이가

요약

없었기 때문에 기분 장애를 동반한 비만 환자들에게 가장 추천되는
약제로 생각된다. 하지만 기존에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

비만은 심뇌혈관질환과 암의 발생과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

게 NB를 사용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리라글루타이드는 저용

서도 지속적으로 유병률과 합병증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

량에서는 중립적인 결과를 보였으나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고용량

환이다. 비만은 행동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들

에서는 기분 장애가 다소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항

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아 진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

우울제와 상호작용이 적으므로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라

에 적절한 체중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식사 요법, 운동 요법, 행

면 리라글루타이드를 사용하는 것을 먼저 고려해 본다. PHEN/TPM

동 요법을 기반으로 적절한 약물 처방과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하는

CR은 오히려 여러 가지 기분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기분 장애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 일차의료 현장에서 대

가 있는 환자에게는 피해야 한다.

부분의 비만 환자는 생활습관 관리만으로 적절한 체중 감량을 달성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경우 증상의 정도가 체중과 연관이 있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현

므로, 비만 환자에서 수면 무호흡증의 개선은 체중 감량의 정도에

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만 약제로는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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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약제(오를리스타트, 날트렉손/부프로피온, 펜터민/토피라메
이트, 리라글루타이드)와 단기간에만 사용이 가능한 교감신경 효현
제(펜터민, 디에틸프로피온, 펜디메트라진, 마진돌)가 있다. 이 약제
들 중에서 오를리스타트만 유일하게 장에서의 지방 흡수를 억제하
는 작용을 통해 체중 감량을 유도하며, 오를리스타트를 제외한 나머
지 약제들은 모두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약물 치료
는 근거에 기반한 올바른 임상 진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환자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비만 약제를 선택할 때 환자들의 다
양한 기저질환이나 합병증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약물의 권장 투여 방법,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금기증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비만은 만성질환에 해당하므로 비만 환자
와 치료자 모두 비만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임을 이해하고 달성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체중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심단어: 비만; 약물 치료; 체중 감량; 비만 치료 약물; 외래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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