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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Obesity is a complex disease, and its prevalence is gradually increasing globally. The increasing 
prevalence of obesity is shown to significantly affect the development of obesity-related comorbidities. This 
paper describes the recent updates on obesity treatment in Korea based on the 2020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guidelines for obesity management.
Current Concepts: Accurate evaluation of obesity is important before treatment initiation. Obesity in Korean 
adults is defined as body mass index ≥25 kg/m2, and abdominal obesity is defined as waist circumference ≥90 cm 
for men and ≥85 cm for women. It is recommended that energy intake be reduced and that the degree of energy 
restriction be individualized based on patient characteristics and medical conditions. Guidelines recommend 
assessment of the exercise participation and health status before prescribing exercise therapy; aerobic exercise 
for at least 150 min/week or 3–5 times/week is advised to facilitate weight loss. Although nutrition and 
behavior therapy and increased physical activity constitute the mainstay of obesity treatment, pharmacotherapy 
is recommended concomitant with comprehensive lifestyle modification. Bariatric surgery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in patients with severe obesity and in those with obesity-related comorbidities.
Discussion and Conclusion: Obesity and the associated comorbidities result in an increased socioeconomic 
and medical burden. Multifactorial intervention using a team approach is warranted for optimal management 
of obesity. This guideline will benefit primary care physicians for safe and effective decision-making regarding 
obesity management and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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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2016년 전 세계적으로 650만 명이 

비만이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13%이다[1]. 대한비만학회에서 

발표한 2021년 Obesity Fact Sheet에 의하면 2009년 한국인에

서의 비만율은 29.7%였으나 2019년에는 36.3%로 증가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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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자료를 분석할 때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2]. 연령

대가 높아질수록 전체 비만율이 높고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특

징적으로 40대 미만의 젊은 연령에서 class I, II 비만율이 급격

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세 배 이상 증가

된 수치이어서 젊은 연령에서의 비만율의 증가가 큰 문제점으

로 대두되고 있다[3]. 여성에서는 폐경 이후인 50-60대에서 비

만율이 급격히 증가되나 절대적인 비율은 남성보다는 높지 않

다. Diabetes Fact Sheet에 의하면 현재 한국인 성인에서의 당

뇨병 유병률은 16.7%에 달하며 이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4]. Dyslipidemia Fact Sheet에 의하면 2007년에 9.0%였던 고

콜레스테롤혈증의 유병률은 2018년에는 20.7%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상지질혈증으로 치료하는 한국인 인구도 급

격하게 증가하였다[5]. 이러한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의 급격한 

증가가 비만율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은 이유는, 당뇨병 환자

의 50% 이상이 이미 비만하고,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도 비만

의 동반질환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동반질환의 증가는 심

혈관질환 유병률의 증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비만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이러한 만성질환과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을 줄

이고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라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2021년 대한비만학회 진료지침을 중심으

로 한국인에서 비만을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논해보고자 한다[6].

우리나라 비만치료의 현황

비만치료를 시작하기 전 비만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

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비만을 진단하

는 기준은 체질량지수인데, 이는 체중

(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며 

체지방량과 좋은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

로 알려진다. 대한비만학회에 의하면 한

국인에서는 체질량지수 18.5 kg/m2 미

만이 저체중(underweight), 18.5-22.9 

kg/m2이 정상, 23-24.9 kg/m2이 비

만전단계 혹은 과체중(pre-obesity or 

overweight, at-risk obesity), 25-29.9 kg/m2이 1단계 

비만(class I obesity), 30-34.9 kg/m2이 2단계 비만(class 

II obesity), 35.0 kg/m2 이상을 3단계 비만 혹은 고도비만

(class III obesity or extreme obesity)로 정의한다(Table 1) 

[6]. 또한 한국인에서의 복부비만의 정의는 남성에서는 허

리둘레 90 cm (35.4 inch) 이상, 여성에서는 85 cm (33.5 

inch) 이상이며, 체질량지수의 증가에 따른 비만도가 증가하

면서 복부비만이 동반되어 있으면 동반질환의 위험도는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비만치료에 있어서의 식사요법은 에너지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조가 되겠다. 다양한 식사요법 및 다이

어트 방식을 이용한 연구들이 체중감량을 목표로 해서 시

행되어 왔으나 체중감량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한가지 식

사요법은 없다. 그러나 최근의 다양한 만성질환 예방 혹

은 치료를 위한 식사요법의 트렌드는 한가지 영양소를 제

한하거나 늘리는 방식의 식사요법보다는 식사 패턴을 이용

한 방식이 더 유효한 것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

다. 대한비만학회 진료지침에 따르면, 우선적으로는 에너

지섭취를 줄이는 것을 권장하며, 500-1,000 kcal 정도 줄

이는 것이 주당 0.5-1.0 kg 정도의 체중감량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겠다[7]. 또한 최근 대한비만학회에서 발표한 저탄

수화물 식사에 대한 권고안에 의하면,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성인에서는 중등도의 저탄수화물 식사요법(moderately-

low carbohydrate diet) 혹은 저탄수화물 식사요법(low 

carbohydrate diet)이 체중감량을 위해서 고려될 수 있다

고 권고하였다[8]. 여기서 중등도의 저탄수화물 식사요법은 

전체 칼로리 섭취 중 26-45%를 탄수화물로 섭취하는 것을 

Table 1. Definitions of obesity and risk of comorbidity according to obesity and abdominal obesity in Koreans

Classification
Risk of comorbidity according to abdominal obesity

<90 cm (male), <85 cm (female) ≥90 cm (male), ≥85 cm (female)

Body mass index (kg/m2)
   Underweight (<18.5)
   Normal (18.5-22.9)
   Pre-obesity (23.0-24.9)
   Class I obesity (25.0-29.9)
   Class II obesity (30.0-34.9)
   Class III obesity (≥35.0)

Low
Average
Increased
High
Severe
Very severe

Average
Increased
High
Severe
Very severe
Vert severe

Pre-obesity may be defined as overweight or at-risk weight, and class III obesity may be defined as extreme obesity. Adapted from Kim BY 
et al. J Obes Metab Syndr 2021;30:81-92, according to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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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 저탄수화물 식사요법은 10-25%를 탄수화물로 섭

취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식사요법은 다양한 영양소의 균

형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것을 권고

한다[9,10].

운동과 신체활동은 체중감량의 생활습관교정에서 가장 중

요한 부분이다. 비만의 동반질환의 치료를 위해서는 전체적

인 지방량의 감소도 중요하지만, 인슐린저항성을 유발하는 

복부비만을 감소시키는 것과 근육량의 증가가 동반되어야 

한다[11]. 따라서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운동

요법을 처방하기 전 지방량과 근육량의 정확한 분석과 함

께 환자의 기저 심혈관, 대사성 또는 신장질환 여부를 정확

히 검사하고 의학적 판단을 해야 한다. 대한비만학회 진료

지침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평소에 하지 않는 경우에

는,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 저·중강도 운동으로 시작하도록 

권고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기저질환

이 없으면 중강도에서 고강도 운동을 시작할 것을 권장한다

[6].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중강

도 운동을 시작하는 데 무리가 없으나, 증상이 있을 경우에

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 체중감량을 위해서는 주당 150

분 이상 또는 주 3-5회 이상의 유산소운동을 실시하는 것

을 권고하며 추가적인 근력운동은 대근육군을 이용하여 주 

2-4회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운동만으로는 체중감량

의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반드시 식사 조절을 병행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비만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행동치료이다. 행

동치료는 체중조절을 위해 프로그램화된 행동치료로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섭취 및 신체활동과 연관된 행동들

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 비만치료의 핵심이

다[6]. 포괄적 생활습관 중재는 음식섭취 조절, 신체활동 증

가, 행동치료 등으로 구성된다. 효과적 체중감량을 위해서 

훈련된 치료자가 대면 행동치료를 6개월 이상 시행하는 것

을 권고하고 있다.

비만의 치료에 있어서 식사요법과 운동요법 및 행동치료

가 가장 중요하며, 체중감량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약물요

법은 비약물요법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에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시행하도록 권장하게 되며, 대한비만학회 

진료지침에 의하면 포괄적인 생활습관치료 후에도 체중감

량에 실패한 경우 약물처방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비만

의 약물치료는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약물치료에 반응을 하

지 않으므로, 3개월 이내에 5% 이상의 체중감량 효과를 보

지 못하면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중단해야 한다. 2020년 현

재 국내에서는 4가지 비만약제가 장기적으로 처방이 허가

되어 있는데, orlistat (Xenical), naltrexone-buspropion 

(Contrave), liraglutide (Saxenda), phentermine-

topiramate (Qsymia)가 그것이다[12]. 대한비만학회 진

료지침에서는 동반질환에 따라서 선택할 약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고려해야 할 부작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6]. 

이러한 허가된 약제 이외에도, 아직 국내에는 들어오지 않

았지만, 주1회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 수용체 작용제인 

semaglutide와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과 위산억제폴리펩

타이드의 복합제인 tirzepatide 등이 놀라운 체중감량 효과

를 보이는 임상연구를 최근에 발표한 바 있어, 기대를 모으

고 있다[13].

2019년 1월에 국내에서도 체질량지수 35 kg/m2이거나 

30 kg/m2 이상이면서 동반질환이 있는 비만환자에서 비만

대사수술이 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하여 보다 많은 비만환자

가 혜택을 보게 되었다. 최근 비만뿐 아니라 당뇨병 관련 

학회의 치료지침들에서도 비만대사수술을 당뇨병을 완치할 

수 있는 치료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14,15]. 비

만대사수술은 크게 제한적 수술, 흡수장애 수술, 그리고 이 

두 방법을 복합한 수술방법으로 나뉜다. 제한적 수술로는 위

소매절제술(sleeve gastrectomy)과 조절형 위밴드 삽입술

(adjustable gastric banding)이 대표적이며, 흡수장애 수술

로는 담췌우회/십이지장 치환술(biliopancreatic diversion/

duodenal switch)이 대표적이다. 전형적인 복합 수술방법

으로는 루와이 위우회술(Roux-en-Y gastric bypass)이 있

으며, 위 크기를 줄이면서 흡수장애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

다. 이러한 수술방법은 이미 효과가 입증되어 있으며, 각 환

자의 특성에 따라서 적합한 수술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

하겠다[16].

소아청소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행하기 쉽고 동반질

환을 유발하기 쉬우므로 예방과 치료를 권고한다. 또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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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소아청소년에서도 심한 비만 환아가 증가하여 이에 대

한 특별한 관심과 치료를 요한다[17]. 소아청소년 비만치료

는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바람직한 생

활습관을 익혀 적정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성인 비

만치료와 같이 식사치료, 운동치료, 행동치료를 포함한 포

괄적인 생활습관교정을 요한다. 이러한 집중적인 생활습관

교정에도 지속적인 체중증가를 보이고 동반질환이 조절되

지 않을 때, 경험 있는 전문의에 의한 약물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비만은 동반질환의 증가로 사회, 의료적 부담이 커지는 질

병이다. 비만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비만의 

치료를 식사요법, 운동요법, 행동치료 그리고 약물치료 등의 

다각적인 접근에 의한 team approach가 필요한 질병이다. 

또한 최근에는 비만대사수술의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

들이 보고되는 바, 생활습관교정과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

는 환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겠다.

대한비만학회는 주기적으로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진료지

침을 발간하고 있다. 이 진료지침은 분야별 비만 전문가들이 

모여서 최신지견을 논의하고 정리하여 임상가들이 가장 쉽

고 또 편하게 비만의 관리 및 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

의 지침을 만들고자 노력한 결과이다. 비만 분야에서는 활발

한 연구와 정책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임상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일선에서 비만 환

자를 직접 돌보는 임상가들의 의견도 보다 더 많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찾아보기말: 비만; 치료; 약물요법; 운동; 영양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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