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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비만 유병률은 

빠르게 늘어났고, 고도 비만과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한 비

만이 현재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아 비

만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미래에도 상당 기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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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In Korea, the prevalence of obesity, morbid obesity with serious complications, and childhood 
obesity are rapidly increasing. To control the obesity pandemic, both prevention and treatment are essential 
strategic targets. While lifestyle modification is fundamental in obesity treatment, due to the complex appetite-
controlling system in the body and the rapidly Westernizing environment, more effective treatment tools are 
required.
Current Concepts: There are 4 types of drugs that have been approved for the treatment of obesity in Korea. 
They are (1) appetite suppressants for short-term therapy, (2) dietary fat absorption inhibitors, (3) glucagon-like 
peptide-1 (GLP-1) receptor agonists, and (4) fixed-dose combination drugs for appetite control. However, a large 
amount of weight reduction cannot be achieved with these drugs. The greatest amount of weight reduction of 
approximately 11% has been reported for phentermine/topiramate combination treatment. Recently, peptide 
agents have been under development and 2 of these agents, semaglutide, a second generation GLP-1 receptor 
agonist, and tirzepatide, a glucose-dependent insulinotropic polypeptide/GLP-1 receptor dual agonist, are 
expected to be available in the near future.
Discussion and Conclusion: Both semaglutide and tirzepatide are more effective than currently available 
anti-obesity drugs. Semaglutide and tirzepatide reduced the body weight of people with obesity without 
diabetes by 14.9% and 20.9%, respectively. However, because of the mechanism of GLP-1 receptor agonism, 
gastrointestinal adverse events, including nausea, diarrhea, vomiting, and abdominal pain, were problematic in 
many patients, although these adverse events were generally acceptable. Both drugs will be excellent options for 
obesity treatment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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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인구의 비만화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비만

의 예방과 더불어, 이미 비만해진 사람들과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을 동반한 사람들에 대한 비만치료의 중요성도 매우 

높아졌다.

인간의 섭식 행위는, 인간의 의식 수준에서 결정되기보

다는, 많은 호르몬과 신경전달물질이 관여하는 내재된 섭

식 조절 시스템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시스템은 주로 시

상하부와 뇌간에 존재하며,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항상

성 기전(homeostatic mechanism)과 쾌락 기전(hedonic 

mechanism)으로 구성되어 있다[1,2]. 이를 간략하게 설명

하자면, 항상성 기전은 체내에 존재하는 에너지 수준을 파악

하여 배고픔과 배부름 신호를 조절하고, 쾌락 기전은 이전에 

먹었던 음식에 대한 맛과 구성 성분에 대한 기억을 통해 더 

맛있고 더 열량이 높으며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선호하게 한

다. 현재는 과거에 비해 맛있고, 칼로리가 높고, 고도로 정제

되었으면서도 값이 싼 음식이 증가하였으며, 섭식 횟수와 1

회 음식 제공량이 모두 증가하였다. 인간의 섭식 조절 시스

템은 기아에 대비하여 근본적으로 음식이 생겼을 때 많이 먹

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현대 사회는 달콤하거나 기름진 

음식이 충분히 제공되어 이의 반복적인 섭취를 통해 배부름 

신호가 약해지고 쾌락 기전에 의한 고당 고지방 음식 선호 

행위가 강화되어 체내의 섭식 행위 조절 기전의 균형이 비만 

쪽으로 기울어져 버린다. 이 때문에, 의도적인 식사와 활동

량에 대한 습관 조절을 통한 체중감량 혹은 비만 예방만으로

는 비만을 조절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이보다 더욱 효과적

인 생물학적 비만치료법이 필요하다.

비만치료에서 약물 치료는 수술 치료에 비해 가역적이고 

심각한 부작용이 적으며 실행이 쉽기 때문에 많은 비만인들

에게 적용되어 왔다. 그간 여러 가지 비만치료 약물이 개발

되어 사용된 바 있고, 현재 여러 가지 비만치료 약물들이 계

속 개발되고 있으며, 새로 개발되는 약제들의 체중감량 성

적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2022년 현재 사

용할 수 있는 비만치료 약물과 최근 여러 3상 임상연구 결

과를 통해 조만간 임상에서 사용 가능할 차세대 비만 약물

의 작용 기전과 유효성 및 안전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서술된 약물들을 이용한 최근 20년 간의 주요 임

상연구들은 대상자별로 나누어 Tables 1-3에 정리하였다

[3-24].

펜터민 및 그 외의 단기 사용 식욕억제제

1. 펜터민

1) 개요

펜터민(phentermine) 이전의 초기 교감신경작용제로 암

페타민(amphetamine)이 있었는데, 암페타민은 심혈관계 

부작용, 뇌출혈 위험 증가, 남용 위험성 등으로 비만치료

에 더는 사용되지 않지만, 이와 유사한 구조나 기전의 약

물들이 아직까지 비만치료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펜터민

은 시상하부 식욕 조절 중추의 신경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

린(norepinephrine)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교감신경작용제

로서, 강한 식욕억제를 유도하여 비만치료에 매우 효과적

이다. 펜터민은 1959년에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 비만치료제로 승인을 받

고, 현재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

다.

2) 효과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25 kg/m2의 비만

인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12주간 진행된 무작위 대조군 연

구에서, 대조군의 4.01% 체중감량에 비하여, 펜터민 HCl 

37.5 mg 투약군에서는 9.62%의 체중감량 효과를 보여주

었다(Table 1) [3]. 또, BMI 30 kg/m2 이상 또는 27 kg/

m2 이상이면서 당뇨병을 포함한 동반질환을 가진 비만인

을 대상으로 12주간 진행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펜터민 

diffusion-controlled release 30 mg 투여군에서 9.28%의 

우수한 체중 감소를 보였다(Table 2) [17]. 10,000명 이상의 

진료 보험 기록을 바탕으로 펜터민의 사용과 관련한 3년간

의 관찰연구에서는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도가 증가하지 않

음을 보여주었으나[25], 펜터민/토피라메이트(topiramate) 

복합제의 연구 외 펜터민 단독 장기 사용의 안전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약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

인에 따라 단기간 사용이 바람직하며, 사용 시 심혈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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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jor clinical trials in 2000s for participants with obesity and without diabetes

Study Phase Major comparator Characteristics of 
study design

Blind Number 
(rando-
mized)

Participants Duration Body weight (%) HbA1c (%) AEs leading to 
discontinuation (%)

Group 1 Group 2 Group 1 Group 2 Group 1 Group 2 Group 1 Group 2

Kim et al. (2006) 
[3]

4 Phentermine HCl 
37.5 mg

Placebo Double- 
blind

68 BMI ≥25 without 
DM

12 wk  
(+2 wk 
lead-in)

-9.62a) -4.01a) 7.14 0.00

Cercato et al. 
(2009) [4]

4 Diethylpropion 
100 mg

Placebo Double- 
blind

69 BMI 30-45 without 
DM

6 mo -9.80 -3.20 5.41 3.13

Torgerson et al. 
(2004) [5]

4 Orlistat 360 mg Placebo Double- 
blind

3,305 BMI ≥30 without 
DM

4 yr -5.25a) -2.71a) 8.00 4.00

Greenway et al. 
(2010) [6], 
COR-1

3 Naltrexone 32 
mg+bupropion 
360 mg

Placebo Double- 
blind

1,742 (BMI 30-45 or 27-30 
with 
comorbidities) 
without DM

56 wk -6.10 -1.30 19.21 9.64

Wadden et al. 
(2011) [7], 
COR-BMOD

3 Naltrexone 32 
mg+bupropion 
360 mg

Placebo Double- 
blind

793 (BMI 30-45 or 27-30 
with 
comorbidities) 
without DM

56 wk -9.30 -5.10 25.38 12.38

Apovian et al. 
(2013) [8], 
COR-II

3 Naltrexone 32 
mg+bupropion 
360 mg

Placebo Re-randomi-zation 
for dose up to 
naltrexone 48 
mg/bupropion 
360 mg between 
week 28-44

Double- 
blind

1,496 (BMI 30-45 or 27-30 
with 
comorbidities) 
without DM

56 wk -6.40b) -1.20 24.08 13.74

Allison et al. 
(2012) [9], 
EQUIP

3 Phentermine 15 
mg+ 
topiramate 92 
mg

Placebo Double- 
blind

1,267 BMI ≥35 without 
DM

56 wk -10.92 -1.55 12.70 7.00

Wadden et al. 
(2013) [10], 
SCALE 
Maintenance

3 Liraglutide 3.0 mg Placebo For only 
participants who 
lost ≥5% body 
weight during a 
low-calorie diet 
run-in

Double- 
blind

422 (BMI ≥30 or 27-30 
with 
comorbidities) 
without DM

56 wk -6.20 -0.20 -0.10 0.10 8.49 8.57

Pi-Sunyer et al. 
(2015) [11], 
SCALE Obesity 
and Prediabetes

3 Liraglutide 3.0 mg Placebo Double- 
blind

3,731 (BMI ≥30 or 27-30 
with 
comorbidities) 
without DM

56 wk -8.00 -2.60 -0.30 -0.06 9.57 3.62

Wilding et al. 
(2021) [12], 
STEP1

3 Semaglutide 2.4 
mg

Placebo Double- 
blind

1,961 (BMI ≥30 or 27-30 
with 
comorbidities) 
without DM

68 wk -14.90 -2.40 -0.45 -0.15 7.00 3.10

Wadden et al. 
(2021) [13], 
STEP3

3 Semaglutide 2.4 
mg

Placebo Intensive behavioral 
therapy; 
low-calorie diet 
for the first 8 
weeks

Double- 
blind

611 (BMI ≥30 or 27-30 
with 
comorbidities) 
without DM

68 wk -16.00 -5.70 -0.51 -0.27 5.90 2.90

Rubino et al. 
(2021) [14], 
STEP4

3 Semaglutide 2.4 
mg

Placebo 20 Weeks lead-in 
with semaglutide 
2.4 mg, 48 
weeks 
maintenance 
with semaglutide 
2.4 mg or 
placebo

Double- 
blind

803 (BMI≥30 or 27-30 
with 
comorbidities) 
without DM

68 wk -7.90 6.90 -0.10 0.10 2.40 2.20

Rubino et al. 
(2022) [15], 
STEP8

3 Semaglutide 2.4 
mg

Liraglutide 3.0 
mg

Open- 
label

338 (BMI ≥30 or 27-30 
with 
comorbidities) 
without DM

68 wk -15.80 -6.40 -0.20 -0.10 3.20 12.60

Jastreboffet al. 
(2022) [16], 
SURMOUNT-1

3 Tirzepatide 15 mg Placebo Double- 
blind

2,539 (BMI ≥30 or 27-30 
with 
comorbidities) 
without DM

72 wk -20.90 -3.10 -0.51 -0.07 6.20 2.60

Unit of BMI is kg/m2. In STEP4, the percent changes of body weight and HbA1c are for the period of weeks 20-68.
HbA1c, glycated hemoglobin; AE, adverse event; BMI, body mass index; DM, diabetes mellitus; COR, CONTRAVE Obesity Research.
a)Assumed by calculation due to the absence of percent change in the papers. b)Data for participants re-randomized to naltrexone 32 mg were double-weighted and participants re-randomized to naltrexone 48 
mg were excluded.

516  대한의사협회지

J Korean Med Assoc 2022 August; 65(8):514-531



부작용 및 의존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3) 부작용

펜터민은 필로폰으로 알려져 있는 메트암페타민(meth-

amphetamine) 계열의 약물이라서 중추신경계 자극과 관련

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고, 환자들은 구갈, 어지럼증, 두

통, 손떨림, 구역, 변비 등을 흔히 호소한다. 부작용으로 수

면장애가 잘 생길 수 있어서 약제 복용 시간을 오전으로 하

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과거에 매우 우수한 체중감량 효

과로 사용되던 펜터민/펜플루라민(fenfluramine) 복합제가 

판막성 심장질환과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의 발생 위험 증가

Table 2. Major clinical trials in 2000s for participants with obesity and with or without diabetes

Study Phase Major comparator Characteri-
stics of 

study design

Blind Number 
(rando-
mized)

Participants Duration 
(wk)

Body weight (%) HbA1c (%) AEs leading to 
discontinuation (%)

Group 1 Group 2 Group 1 Group 2 Group 1 Group 2 Group 1 Group 2

Kang et al. 
(2010) [17]

4 Phentermine 
DCR 30 mg

Placebo Double-
blind

74 BMI ≥30 or 
(≥27+ 
comorbidities)

12 -9.28a) -1.95b) 2.70 0.00

Gadde et al. 
(2011) [18], 
CONQUER

3 Phentermine 
15 mg+ 
topiramate 
92 mg

Placebo Double-
blind

2,487 BMI 27-
45±T2DM

56 -9.80 -1.20 -0.10 0.00 19.30 8.95

Garvey et al. 
(2012) [19], 
SEQUEL

3 Phentermine 
15 mg+ 
topiramate 
92 mg

Placebo Extension of 
CONQUER

Double-
blind

676 Initially (BMI 
27-45 
±T2DM) and 
BMI >22 at the 
end of the 
CONQUER

108 -10.50 -1.80 0.00 0.20 4.41 3.08

Kadowaki et 
al. (2022) 
[20], STEP6

3 Semaglutide 
2.4 mg

Placebo In Japan and 
South 
Korea

Double-
blind

401 (BMI ≥35+≥1 
comorbidities) 
or (BMI 
≥27+≥2 
comorbidities)

68 -13.20 -2.10 -2.20 0.30 3.00 1.00

Unit of BMI is kg/m2.
HbA1c, glycated hemoglobin; AE, adverse event; DCR, diffusion-controlled release; BMI, body mass index; T2DM, type 2 diabetes mellitus.
a)Assumed by calculation due to the absence of percent change in the papers. b)Assumed by calculation with safety population data, not by intention-to-treat population data, due to the absence of body weight 
data of intention-to-treat population.

Table 3. Major clinical trials in 2000s for participants with obesity and diabetes

Study Phase Major comparator Characteri-
stics of 

study design

Blind Number 
(rando-
mized)

Participants Duration 
(wk)

Body weight (%) HbA1c (%) AEs leading to 
discontinuation (%)

Group 1 Group 2 Group 1 Group 2 Group 1 Group 2 Group 1 Group 2

Hollander et 
al. (2013) 
[21], 
COR-
Diabetes

3 Naltrexone 
32 mg+ 
bupropion 
360 mg

Placebo Double-
blind

505 BMI 25-
45+T2DM 
(HbA1c,  
7.0-10.0% and 
fasting glucose 
<270 mg/dL)

56 -5.00 -1.80 -0.60 -0.10 29.40 15.40

Garvey et al. 
(2014) [22], 
OB-202/
DM-230

2 Phentermine 
15 mg+ 
topiramate 
92 mg

Placebo 28 Weeks 
OB-202+ 
28 weeks 
DM-230

Double-
blind

130 BMI 25-45 
+T2DM 
(HbA1c, 
7.0-12.0%)

56 -9.60 -2.60 0.00 0.20 1.33 0.00

Davies et al. 
(2015) [23], 
SCALE 
Diabetes

3 Liraglutide 
3.0 mg

Placebo Double-
blind

846 BMI ≥27 
+T2DM 
(HbA1c 
7.0-10.0%)

56 -6.20 -2.20 -1.30 -0.30 9.22 3.30

Davies et al. 
(2021) [24], 
STEP2

3 Semaglutide 
2.4 mg

Placebo With other 
glucose 
lowering 
drugs

Double-
blind

1,210 BMI ≥27 
+T2DM 
(HbA1c, 
7-10%)

68 -9.64 -3.42 -1.60 -0.40 6.20 3.50

Unit of BMI is kg/m2.
HbA1c, glycated hemoglobin; AE, adverse event; BMI, body mass index; T2DM, type 2 diabetes mellitus; COR, CONTRAVE Obes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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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된 점을 미루어 보아, 펜터민 단독 사

용 시에도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과 역류성 판막심장병 등의 

심혈관계 문제에 대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4) 금기

중등증-중증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 펜터

민의 사용으로 기존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 진전된 동맥경

화증, 폐동맥 고혈압 환자, 갑상샘 기능 항진증 환자에서 사

용하지 않도록 하고, 녹내장 환자,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하

거나 흥분상태에 있는 환자, 약물남용의 병력이 있는 환자, 

monoamine oxidase (MAO) 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또는 

복용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환자, 다른 식욕억제제를 복

용하고 있는 환자에서도 금기이며, 16세 이하의 소아, 임산

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서도 사용하면 

안된다.

5) 특이사항

펜터민은 중추신경 활성호르몬의 분비를 강력하게 촉진

하기 때문에 의존 발생 위험이 높아 의료용 마약류로 분

류되어 있다. 펜터민은 미국의 약물관리법(Controlled 

Substances Act, CSA)에 따라 schedule IV로 관리하고 있

으며, 국내에서도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

준에 따라 허가용량 내 최소 유효 용량을 사용하되 개인별

로 용량을 조정하여 한번에 4주 이내 처방을 하고, 추가 처

방이 필요할 시에 총 처방기간을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하

고 있다.

2. 펜터민 외의 단기 사용 식욕억제제

펜터민과 유사한 기전으로 작용하여 식욕을 억제하는 약

물로는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 디에틸프로피온

(diethylpropion), 마진돌(mazindol)이 있다. 이 약물들은 모

두 펜터민과 마찬가지로 단기간 처방이 허가된 식욕억제제

로서, 펜디메트라진과 디에틸프로피온은 식욕 조절 중추에

서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마진돌은 노르에

피네프린의 재흡수를 억제한다. 펜터민과 마찬가지로 이 약

물들은 장기간 사용 가능한 다른 약물들에 비하여 가격이 저

렴하고 비교적 체중감량 효과가 좋아서 여전히 많이 처방되

고 있다. 부작용과 금기도 펜터민과 유사하여, 심혈관계 부

작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의존성 발생의 위험을 고려하

여야 한다. 

펜디메트라진의 경우,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의 유리를 

함께 촉진시키므로, 타 식욕억제제에 비해 의존성 발생 가능

성이 좀 더 높아서, CSA schedule III로 관리하고 있다. 통

상 투여 방법은 펜디메트라진 35 mg를 식사 1시간 전 하루 

2-3회 투여하는 것이다.

디에틸프로피온은 보통 25 mg를 하루 3회 식사 1시간 전

에 투여하며, 하루 최대 용량은 75 mg이다. 디에틸프로피온

의 효과를 보여준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

서는 비만인 대상자들(BMI, 30-45 kg/m2)에게 통상 우리

나라에서 승인되어 사용되는 용량보다 고용량인 디에틸프로

피온 50 mg 하루 2회 6개월간 투여한 결과, 평균 9.8%의 체

중감량의 효과를 보여주었다[4].

마진돌의 경우는 MAO를 억제하여 작용하므로, 다른 

MAO 억제제와 함께 투여하면 안된다. 통상 마진돌 1 mg을 

하루 1-3회 투여한다. 마진돌은 최근 소아청소년 주의력결

핍과다활동장애 환자에게 2상 임상이 진행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주의력결핍과다활동장애의 치료에서 카테콜라민 재흡

수를 막거나 방출하는 약제들이 새롭게 주목을 받은 것과 관

련 있다[26].

오르리스타트

1. 개요

오르리스타트는 현재 사용되는 다른 비만 약물들과 달리, 

식욕 조절의 기능은 없이 지방흡수를 억제하여 체중을 감량

한다. 이 약제는 리파제(lipase)의 작용을 억제하여 장에서 

중성지방이 지방산으로 분해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음식

으로 섭취한 지방의 약 30% 정도가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

게 한다. 오르리스타트는 1999년에 FDA의 승인을 받았으

며, 현재 120 mg, 60 mg 두 가지의 용량으로 처방이 가능

하다. 통상 120 mg 하루 3회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후에 투

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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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과

오르리스타트는 Xenical in the Prevention of Diabetes 

in Obese Subjects (XENDOS) 연구를 통해 4년간 평균 5.8 

kg의 유의한 체중감량 효과와 안전성을 증명하였으며, 비만

인에서 2형 당뇨병의 발생 위험도를 37.3% 감소시키는 당뇨

병 예방 효과를 보여주었다[5].

3. 부작용

오르리스타트는 극히 일부만이 체내에 흡수되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부작용은 드물지만, 약의 작용 

기전과 관련하여 지방변, 대변실금, 복부팽만, 방귀, 장불편

감 등의 위장관계 부작용이 흔하게 나타나므로 처음 복용하

는 환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

요하다. 이런 소화기계 부작용은 치료 초기에 주로 나타나

고, 복용을 지속하면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외에 드

문 부작용으로 간 손상과 췌장염이 보고된 바 있으므로 중

증 간기능 장애가 있다면 약물 투여는 권고되지 않으며, 소

변으로 수산(oxalate)의 배설이 증가되어 신장 결석이 생길 

수 있다. 대체적으로 타 약제와의 상호작용은 적은 편이지

만, 비타민K의 흡수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와파린 투여 환자

에서는 혈액응고와 관련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고[27], 

cyclosporin이나 amiodarone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지용성 

비타민의 보충을 고려해볼 수 있다.

4. 금기

임산부, 수유부 및 만성흡수장애증후군이나 담즙 분비 장

애 환자에서는 금기이며, 이 약의 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에서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5. 특이사항

오르리스타트는 12세 이상 소아청소년에게도 처방 가능하

도록 승인 받은 약물로서, 체중감량 효과는 식욕 조절 중추

에 작용하는 다른 비만 약물에 비하여 다소 부족할 수 있으

나, 그 때문에 오히려 중추신경계와 관련된 부작용에서는 상

대적으로 안전하게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다.

Table 4. Prescriptions of current oral anti-obesity drugs

Drugs Drug usage duration Prescriptions

Phentermine Short-term therapy 15-30 mg qd (as phentermine)

Phentermine/topiramate Long-term therapy 3.75 mg/23 mg qd for 2 weeks

→ 7.5 mg/46 mg qd for 12 weeks

→ Check the effective weight loss.

          If weight loss ≥3%, keep the dose.

          If weight loss <3%, escalate to further dose.

                     → 11.25 mg/69 mg qd for 2 weeks

→ 15 mg/92 mg qd for 12 weeks

→ Check the effective weight loss and maintain the dose if weight loss ≥5% or decide discontinuing if weight loss <5%.

Discontinue phentermine/topiramate ER 15 mg/92 mg gradually by taking a dose every other day for at least 1 week.

Phendimetrazine Short-term therapy 17.5 mg bid or 17.5 mg tid or 35 mg bid or tid

Diethylpropion Short-term therapy 12.5 mg bid or 12.5 mg tid or 25 mg tid

Mazindol Short-term therapy 0.5 mg bid or 1 mg qd or 1 mg tid

Orlistat Long-term therapy 60 mg tid or 120 mg tid

Naltrexone/bupropion Long-term therapy 1 T qd (morning) for 1st week

→ 1 T bid for 2nd week

→ 2 T (morning), 1T(evening) for 3rd week

→ 2 T bid from 4th week and maintain the dose.
→ After 12 weeks, check the effective weight loss and maintain the dose if weight loss ≥5% or discontinue naltrexone/

bupropion if weight loss <5%.

Short-term therapy is considered as a few weeks, usually up to 12 weeks. 
qd, once a day; bid, twice a day; tid, 3 times a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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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트렉손/부프로피온 복합제

1. 개요

부프로피온(bupropion)은 도파민/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억제제로서, 우울증과 니코틴중독에 사용되고 있

으며, proopiomelanocortin (POMC)/cocaine- and 

amphetamine-regulated transcript (CART) 뉴런을 자극

하여 식욕억제의 효과를 나타낸다. 이때 POMC/CART 뉴

런은 스스로 뮤 아편양 수용체를 자극하여 음성 피드백 작

용을 나타내어 식욕억제 효과가 감소하는데, 알코올 및 마약 

중독 치료로 사용되는 날트렉손(naltrexone)이 이러한 뮤 아

편양 수용체를 억제하여 POMC/CART 뉴런의 자극을 증가

시킴으로써, 부프로피온의 식욕억제 효과를 강화한다. 날트

렉손/부프로피온 복합제(naltrexone/bupropion, nal/bup)

는 이러한 기전으로 식욕을 조절해줄 뿐 아니라 배고픔과 무

관하게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일종의 쾌락적 음식 중독인 식

탐을 함께 통제하여 유의한 체중 감소 효과를 보인다. Nal/

bup은 미국(FDA)과 유럽(European Medicines Agency) 양

쪽에서 모두 허가 받았다. Nal/bup 투여 방법은 Table 4와 

같다.

2. 효과

Nal/bup의 임상연구는 CONTRAVE Obesity Research 

(COR) 연구 시리즈가 대표적이며, 그 결과는 Tables 1, 3

과 같다. COR I 연구에서 nal/bup (32/360 mg)을 56주간 

복용했을 때 6.1%의 체중감량을 보였으며[6], nal/bup를 복

용하면서 강한 행동수정요법을 함께 병행한 COR-BMOD 

연구에서는 56주간 연구를 마쳤을 때 9.3%의 체중감량 성

적을 보였다[7]. Nal/bup는 체중감량의 효과 외에도 COR 

Diabetes 연구를 통해 2형 당뇨병 환자의 당화혈색소 감소 

효과도 보여주었고[21], COR 연구들을 통해 혈중 지질 개선 

결과도 확인하였다.

3. 부작용

Nal/bup를 복용하였을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

은 위장관계 증상이 대표적인데, 오심, 구토, 변비가 주로 

나타나고, 이외에도 두통, 어지러움, 수면장애를 호소한다

[6,9]. 특히 오심과 구토의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호전이 

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약물을 중단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한데, 약물 적응기간을 지켜서 단계적으로 증

량해 나가는 것이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된

다. Nal/bup 복용 시에 심박동수가 증가되거나 복약 초기

에 혈압 증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처방 시 이에 대해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유럽 집행위원회의 검토에서 nal/bup의 

사용 중 자살경향성 사례가 보고되면서 이에 대한 경고문

구가 추가되었고, 시판 후 조사에서 날트렉손과 연관될 것

으로 생각되는 간효소 수치 상승의 사례들이 있어서 간 손

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28]. Nal/bup는 시판 후 경험

에서 의식소실의 보고가 있어서 이 약물 치료 중(치료 시

작 또는 적정단계)에 운전을 하거나 기계를 다룰 때 유의해

야 한다. 또, 이러한 의식소실이나 졸림, 발작을 경험한 환

자는 운전 또는 기계조작을 피해야 하고 치료 중단을 고려

해야 한다.

4. 금기

이 약물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경우 금기이다. Nal/bup는 

혈압 상승과 심박동수 증가를 보일 수 있으므로 조절되지 않

는 고혈압 환자, MAO 억제제 투여중인 경우에 금기이고, 경

련 발작과 관련하여 부프로피온은 발작의 역치를 낮출 수 있

으므로 과거 경련의 병력이 있는 경우, 발작의 위험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중추신경계 종양 환자, 두부 외상의 경험이 있

는 경우, 알코올이나 벤조디아제핀계, 항간질약 등의 약물 

복용을 갑자기 중단한 환자, 아편류 의존이나 금단증상이 있

는 환자에서도 약물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nal/bup

는 75세 이상의 고령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중증 간

장애, 간부전, 말기신질환 환자에서도 금기이다. 클로피도그

렐(clopidogrel), 티클로피딘과 같은 CYP2B6 억제제를 복용 

중이라면 nal/bup는 하루 2정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항정신병 약물이나 항우울제, 테오필린(theophylline) 등 약

물 상호작용으로 경련 발작의 역치를 낮출 수 있는 약물과 

병용 시에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양극성장애 환자, 

대식증 또는 신경성식욕부진 환자에서도 금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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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이사항

Nal/bup는 비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약물로, 의

존성이나 오남용의 우려가 없이 장기간 처방이 가능하지만, 

심혈관계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진행되던 연구가 중단됨

에 따라 심혈관 안전성은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다[29].

펜터민/토피라메이트서방정 복합제

1. 개요

펜터민은 비만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식욕억제제이

고, 토피라메이트는 뇌전증 및 편두통에 사용되는 약제이

다. 토피라메이트의 식욕억제 기전은 불확실하지만, GABA 

수용체에 작용하여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 증가를 유발하

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두 약물의 복합제인 펜터민/토

피라메이트 복합제(phentermine/topiramate, phen/top)는 

각각 약제의 기존 사용 용량에 비하여 적은 용량 조합으로도 

체중감량에 우수한 효과를 보여주어, 2012년 FDA의 승인

을 받았고 국내에서는 2019년 7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

가를 받았다. 비만약으로 펜터민은 주로 30 mg까지 사용하

고, 토피라메이트는 항간질약으로 400 mg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phen/top는 용량별로 3.75/23 mg, 7.5/46 mg, 

11.25/69 mg, 15/92 mg의 네 가지 제형이 있으며, 최대 용

량인 15/92 mg의 경우에도 각각의 용량이 원래 단독 사용 

용량보다 훨씬 적으므로 부작용도 개별 약제 투여 시에 비

해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Phen/top는 저용량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증량을 하도록 하며 사용방법은 Table 4와 같다. 

3.75/23 mg와 11.25/69 mg은 증량을 위한 징검다리 용량

이며, 유지용량은 7.5/46 mg와 15/92 mg이다. 유지용량으

로 12주 유지하여, 최초 투여 시점부터 5% 이상 체중감량이 

되지 않은 경우는 증량 혹은 복용 중단을 고려하고, 체중감

량 효과가 이 이상 충분하면 유지용량으로 지속 투여한다.

2. 효과

Phen/top는 현재 국내에서 처방 가능한 비만치료 약

물들 중에서 체중감량 효과가 가장 우수하다[30], 당뇨병

이 없는 BMI 35 kg/m2 이상인 비만인에서 56주간 phen/

top 5/92 mg을 복용한 그룹에서 10.92%의 체중감량 효과

를 보였다(Table 1) [8]. 미국 18-70세의 2,487명이 참여한 

CONQUER 연구는 BMI는 27-45 kg/m2, 2개 이상의 대사

성 동반질환(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또는 전단계 당뇨병, 

비만)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Table 2). 

이 연구의 56주의 연구 종료 시점에서 평균 체중감량 결과

는 위약군, phen/top 7.5/46 mg군, phen/top 15/92 mg군

에서 각각 -1.4 kg, -8.1 kg, -10.2 kg이었다. Phen/top 

15.0/92.0 mg군의 70%, 7.5/46 mg군의 62%에서 5% 이상 

체중감량 결과를 보여주었고, 10% 이상 체중감량을 보인 비

율도 15.0/92.0 mg 복용군에서 48%나 되었다[18]. 이처럼 

우수한 체중감량 효과를 보여준 CONQUER 연구를 더 연장

하여 2년까지 진행한 SEQUEL 연구결과에서도 체중감량 효

과가 유지되는 결과를 보였고, 2형 당뇨병으로의 진행을 유

의하게 줄여주었다(Table 2) [19]. Phen/top의 여러 임상연

구들에서는 체중감량뿐만 아니라 혈압, 혈당, 지질 수치의 

개선 효과도 보여주었다[8,18,19].

3. 부작용

이 약은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 두 약의 복합제이므로 두 

가지 약물의 부작용이 모두 나타날 수 있는데, 흔한 부작

용으로는 감각이상, 구갈, 어지러움, 미각이상, 불면증, 두

통, 변비 구역, 설사 등이 있으며, 이런 부작용은 용량의존

적으로 발생이 증가한다. 약을 복용하는 중에 우울, 불안 등

의 기분장애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

는지 관찰하여야 하고, 특히 자살사고, 자살행동이 있다면 

약물을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집중력, 주의력 저하 등 인

지기능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토피라메이트가 탄산탈수효소(carbonic anhydrase)

의 억제 작용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녹내장, 혈청 중탄산염

(bicarbonate) 농도 감소 및 대사성 산증, 저칼륨혈증, 요로

결석 등의 위험이 증가한다. 복용 중에 관련 증상이나 소견

을 살펴보아야 하고, 만약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시에

는 약물 투여를 중단하도록 한다. 또한 이 약물은 다른 탄산

탈수효소억제제(zonisamide, acetazolamide 등)와 함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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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 않아야 하고, 이뇨제와 동시 사용 시에 조심하여야 

한다.

4. 금기

Phen/top의 경우, 펜터민의 교감신경 활성화와 관련하여 

중등도-중증 고혈압, 진전된 동맥경화증, 폐동맥 고혈압 등

의 중한 심혈관계 문제가 있는 경우 사용해서는 안되고, 자

살 병력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불안한 환자, 약물 남용 병력

이 있는 환자, 녹내장, 갑상샘 항진증의 경우 등에서도 금기

이며, MAO 억제제와 병용하여서는 안된다. 또, 태아의 구

개열 위험이 증가되므로[31], 임신가능성이 있는 여성에서

는 반드시 약물 복용 전, 복용 중에 임신검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중등도의 만성신부전, 경도-중등도의 간기능 장애에

서는 1일 7.5/46 mg 이상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중

증 만성신부전과 간기능 장애에서는 이 약물을 사용하지 않

도록 한다.

5. 특이사항

Phen/top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4상 연구를 바탕으로, 

2022년 6월 FDA에서 12세 이상 청소년까지 적응증 확대를 

승인 받았다. Phen/top 15/92 mg의 유지요법을 시행하다

가, 약물을 중단하려고 할 때에는 갑작스러운 복용 중단이 

발작을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완전히 중단하기 

적어도 1주일 전부터 하루걸러 한 번씩 약을 복용하여 점차

적으로 phen/top를 중단하도록 한다.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 수용체 작용제, 

리라글루티드와 세마글루티드

1. 개요

과거에 승인 받았던 비만치료 약물들에 비해 최근 10년 

안에 3상 연구 결과가 발표된 비만 약물들의 특징은, 인간 

및 다른 포유류의 체내에서 만들어지고 분비되는 인크레틴

(incretin) 및 기타 장호르몬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펩타이드 

제제라는 점이다. 펩타이드 비만치료 약물은 체내에 존재하

는 여러 가지 펩타이드 수용체를 자극하거나 길항함으로써 

체중과 에너지 대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수한 치료 

효과에 비해 부작용을 최소화한 제제가 가능한 반면, 소화 

효소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구 투여가 쉽지 않

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의 펩타이드 비만치료제의 목표 수

용체는 글루카곤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 (glucagon-like 

peptide-1, GLP-1), glucose-dependent insulinotropic 

polypeptide (GIP), 글루카곤, 아밀린 등의 수용체이다.

GLP-1 수용체 작용제는 현재 비만과 당뇨병 치료에서 중

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GLP-1은 음식 섭취에 반응하

여 위장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인크레틴의 하나이며, 프

로글루카곤 유전자(proglucagon gene)의 전사 후 처리과정

을 통해 만들어지며, 원위부 회장과 대장에 존재하는 L세포 

및 뇌간의 고립로핵(nucleus tractus solitarius)의 프로글루

카곤 표현형 뉴런에서 분비된다[32]. GLP-1은 미주신경을 

통하여 시상하부의 식욕 중추에 작용하며, 충분한 농도가 유

지되는 경우에는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하여 직접적으로 뇌의 

여러 부위에 존재하는 GLP-1 결합 부위에 부착하여 생리 

작용을 나타낸다[1]. GLP-1이 식욕을 억제하는 기전은, 첫

째로 시상하부에 존재하는 POMC/CART 뉴런을 자극하여 

직접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것이고, 둘째로 GABA 신호를 

통해 간접적으로 neuropeptide Y/agouti-related peptide 

뉴런을 억제하여 식욕 촉진을 저해함이며, 셋째로 중뇌변연

(mesolimbic) 도파민 보상 시스템을 억제하는 것이다[1]. 중

추에서의 항상성 기전과 쾌락 보상 기전에 의한 체중 조절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기존의 문헌에 설명되어 있다[1].

인간 고유 GLP-1은 반감기가 매우 짧아서 실제 임상에

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유용한 GLP-1 수

용체 작용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의 반감기를 획기적으

로 늘여야 했다. GLP-1 수용체 작용제 중 체중감량 목적

으로 승인을 받은 리라글루티드(liraglutide)와 세마글루티드

(semaglutide)는 반감기를 증가시키기 위해 알부민과의 가

역적 결합을 이용했는데, 그 방법은 인간 고유 GLP-1을 근

본 구조로 하면서 여기에 linker를 통해 지방산과 연결하여 

부착된 지방산을 통해 알부민과 결합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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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

가 상황은, 리라글루티드는 당뇨병 치료 및 비만치료에 대

해 승인을 받은 반면, 세마글루티드는 당뇨병 치료에 대해

서만 승인을 받았고 비만치료에 대해서는 승인 검토 단계

에 있다. 이 두 가지 약제의 효과를 나타내는 펩타이드 근간

은 인간 고유 GLP-1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 두 약제

의 작용 기전과 임상적인 효과, 발현되는 부작용 종류는 유

사하다. 그러나 이 두 약제에 사용된 linker와 지방산의 차

이 및 세마글루티드에서 추가적으로 변경된 아미노산에 의

해, 이 둘 사이에 유효성, 지속 시간, 부작용의 강도 및 투

여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이 두 약제의 특성은 Table 5에 

비교되어 있다.

2. 효과

리라글루티드와 세마글루티드의 주요 임상연구 결과는 대

상자별로 Tables 1, 3에 정리한 바와 같다. 체중감량 성적과 

혈당 개선 효과는 리라글루티드에 비해 세마글루티드가 우

수하다. 세마글루티드는 비당뇨병 비만인에서는 위약 대비 

10% 이상의 추가 체중감량을 유도하여 총 15% 정도의 체중

을 감량하며, 비만한 당뇨병 환자에서는 위약 대비 6%, 총 

9% 이상의 체중을 감량한다.

리라글루티드와 세마글루티드는 증량을 하는 경우, 체

중감량 성적은 뚜렷하게 향상되나, 2형 당뇨병 환자에서의 

추가적인 혈당 개선 정도는 그에 비해 미미하여, SCALE 

Diabetes 연구에서 리라글루티드 1.8 mg군에 비해 3.0 mg

군에서 당화혈색소는 0.2% 추가 감소했으며, STEP2 연구에

서 세마글루티드 1.0 mg군에 비해 2.4 mg군에서 당화혈색

소가 0.1% 추가 감소했을 뿐이다[23,24]. GLP-1의 혈당 강

하 효과는 혈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 촉진에 의한 것이기 때

문에, 충분한 혈당 강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증량을 해도 

추가적인 혈당 강하 효과가 미미하다.

세마글루티드가 리라글루티드에 비해 임상적으로 유용

한 점은 리라글루티드는 하루 1회 피하주사해야 하는 반면, 

세마글루티드는 피하주사의 경우 주 1회 투여하고, 하루 1

회 복용하는 경구 제제가 개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같

은 차이의 주요한 이유는 두 약제에 사용된 지방산의 차이 

때문이다. Table 5에서와 같이 세마글루티드는 리라글루티

드와 다소 다른 linker를 사용했고 알부민에 부착되는 지방

산의 길이가 더 길며 지방산의 구조가 카복실기가 두 개인 

dicarboxylic acid 형태의 지방산을 가지고 있다. 지방산의 

길이가 길어지면 알부민에 대한 결합력은 높아지나 수용체

에 대한 효과는 떨어지는데, 세마글루타이드의 지방산은 카

복실기가 하나 더 늘어남으로써 수용체에 대한 결합력도 증

가하여 리라글루티드에 비해 약효는 약화시키지 않고 작용 

시간을 길게 할 수 있었다[33].

리라글루티드와 세마글루티드의 표준 투여 방법은 Figure 

1과 같다. 경구용 세마글루티드는 약물의 일정한 흡수를 유

지하기 위해 약제를 부수거나 씹지 말고 제형 그대로 아침 

공복에 반 잔 이내의 소량을 물과 함께 삼켜서 복용하며, 복

용 후 30분간 공복을 유지해야 한다.

Table 5. Comparison of liraglutide and semaglutide

 Liraglutide Semaglutide

Parent peptide (human GLP-1) GLP-1 (7-37) GLP-1 (7-37)

Structural homology to human GLP-1 (%) 97 94

Sequence modification 34 Lysine→34 arginine 34 Lysine→34 arginine

8 Alanine→8 alpha-aminoisobutyrate

Fatty acid for albumin binding C16 fatty acid C18 diacid fatty acid

Linker between GLP-1 and fatty acid γGlu γGlu−bis-aminodiethoxyacetyl

Administration Once-daily subcutaneous injection Once-weekly subcutaneous injection

Once-daily per oral

Half-life 13 hr Subcutaneous 7 days

Oral ≃ 160 hours

GLP, glucagon like peptide; γGlu, gamma gluta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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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작용

GLP-1 수용체 작용제들은 해당 계열 특유의 유사한 부작

용을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리라글루티드와 세마글루티드

의 부작용을 기관계통별로 분류하여, 위장관계, 췌장, 심혈

관계, 알레르기 및 피부, 저혈당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1) 위장관계

이들 두 약제에서 가장 흔하고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작용은 위장관계 부작용이다. 구역은 매우 흔하며, 설사, 

변비, 구토가 그 뒤를 잇고, 소화불량, 복통 역시 비교적 

자주 발생한다. 위장관계 부작용은 용량 의존적이며 발생 

빈도가 매우 높지만, 개인차가 있고, 증량 속도가 빠르면 

심해지며, 치료를 계속 유지하면 부작용 강도가 약해진다

[11,14,34]. GLP-1 수용체 작용제는 위배출 속도를 느리

게 하기 때문에 구역과 구토가 발생하는 것 같다. 이 외에

도 GLP-1 수용체 작용제가 구역 중추를 자극함으로써 구

역, 구토가 발생할 수 있다. GLP-1을 지속 투여하는 경우 

GLP-1의 위배출 억제 작용은 빠르게 약해진다. 세마글루

티드의 임상연구에서는 약제 투여에 의한 부작용에 대상자

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경우에 표준 증량 방식보다 느리게 

증량하거나 목표 용량보다 낮은 용량으로 유지하는 것을 허

용하는데[12], 이와 같은 유연한 프로토콜이 세마글루티드 

임상연구에서 약제 중단율이 비교적 낮은 원인일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실제 임상에서도 표준 투여 방법만 고수하지 

말고, 각 환자의 임상 반응에 따라 증량 속도와 유지 용량을 

개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췌장

GLP-1 수용체 작용제는 췌장 랑게르한스섬에 작용

하기 때문에 췌장염 유발에 대한 우려가 있다. 동물 실험

에서는 인크레틴 기반 약물 사용에 의해 급성 췌장염 발

생이 증가했는데, 리라글루티드 및 세마글루티드의 대

표적인 임상연구에서 급성 췌장염의 보고는 극히 드물며

[11,12,14,16,20,23], 2형 당뇨병 환자에게 시행한 임상연

 0.6 mg

1.2 mg

Semaglutide
subcutaneous

Liraglutide

Semaglutide
oral

Tirzepatide

1.8 mg

2.4 mg

3.0 mg

0.5 mg

1.0 mg

1.7 mg

2.4 mg

7 mg

14 mg

25 mg

50 mg

5 mg

7.5 mg

10 mg

12.5 mg

15 mg

0.25 mg

 3 mg

 2.5 mg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Week

Figure 1. Standard dosing schedule of liraglutide, semaglutide and tirzepatide. Short arrow means one injection per week, and long arrow means once-daily injection 
or taking by mouth once a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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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의 메타분석에서도 GLP-1 수용체 작용제 투여에 따른 

급성 췌장염 발생은 대조군가 차이가 없다. 하지만 리라글

루티드와 세마글루티드 투여에 따라 아밀라제와 리파제는 

다소 상승한다[11,14].

3) 심혈관계

심혈관계에 대해 GLP-1 수용체 작용제가 미치는 악영향

은 심박수 증가이다. 하지만 리라글루티드와 세마글루티드

에 의해 증가되는 심박수는 미미하며, 심혈관질환 고위험인 

2형 당뇨병 환자에게 리라글루티드(LEADER 연구[35]), 피

하주사 세마글루티드(SUSTAIN 6 연구[36]), 경구 세마글루

티드(PIONEER 6 연구[37])를 투여하면서 새로운 심혈관계 

사건 발생을 조사한 3개의 연구들을 보면, 피하주사 리라글

루티드와 세마글루티드의 경우 위약에 비해 심혈관계 사건 

발생을 억제하였고, 경구 세마글루티드는 위약보다 심혈관

계 사건 발생에 대해 열등하지 않으며 전체 사망과 심혈관질

환으로 인한 사망은 억제하는 결과를 보여주어서, 리라글루

티드와 세마글루티드는 심혈관계 전반에 대해서 위해에 비

해 이득이 뚜렷하다.

4) 알레르기 및 피부

리라글루티드와 세마글루티드는 펩타이드이기 때문에 신

체에 투여되어 항체 생성을 유도할 수 있고 알레르겐으로 작

용할 수 있다. 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리라글루티드의 6개 

LEAD 연구에서 얻은 대상자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 리라글

루티드 1.2 mg군에서 8.7%, 1.8 mg군에서 8.3%의 항체 양

성률을 보였는데, LEAD-6 연구의 엑세나티드 투여군에서 

보인 61%의 항체 양성률에 비해서는 항리라글루티드 항체 

생성률이 훨씬 낮았으며, 리라글루티드의 항체 양성군과 음

성군을 비교했을 때 리라글루티드의 당화혈색소 강하 효과

에도 차이가 없었다[38]. 리라글루티드가 엑세나티드에 비

해 인간 고유 GLP-1과의 상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면역

원성(immunogenicity)이 낮아서 항체 생성률과 항체 역가

가 낮고, 항체 생성이 용량 의존적이지 않으며, 항체 생성이 

임상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형 당뇨

병 환자에 대한 세마글루티드의 SUSTAIN 연구들에서 얻은 

4,700여 명의 대상자 혈액을 검사한 결과, 1.4%의 대상자에

서 항세마글루티드 항체가 검출되었으나, 항체 역가가 낮았

고 지속적인 투여 이후 재측정한 결과에서는 0.3%의 대상자

만 항체 양성을 보여서, 세마글루티드의 면역원성은 리라글

루티드보다도 낮으며 항세마글루티드 항체는 대부분 일시적

인 것으로 보인다[39].

하지만 시판 후 조사에 따르면 리라글루티드에 대한 아나

필락시스 반응, 가려움, 두드러기, 혈관 부종이 보고된 바 

있어서[34], 이 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는 리라글루티

드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리라글루티드 투여 시, 주사 부

위의 발적, 홍반, 가려움 등은 흔하지만 일시적인 경우가 많

고 치료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34]. 세마글

루티드 2.4 mg의 여러 STEP 연구들에서도, 알레르기 반응

과 주사 부위 이상 반응의 빈도는 대조군에 비해 높지 않았

다[12-14,20].

5) 저혈당

GLP-1 수용체 작용제는 혈당 개선 효과가 있어서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진 2형 당뇨병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저혈

당 발현 위험성이 있으며, 실제로 2형 당뇨병 환자에게 리라

글루티드나 세마글루티드를 투여하는 경우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지만, GLP-1의 혈당 강하 효과는 혈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 촉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 약제에 의한 심각한 

저혈당 발생 사례는 드물다. 그러나 이들을 인슐린 및 설폰

요소제와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저혈당 발생이 증가한다. 

리라글루티드나 세마글루티드를 설폰요소제와 함께 투여할 

때 저혈당 빈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혈당이 높지 않은 상태에

서도 설폰요소제가 GLP-1의 인슐린 분비 촉진 기능이 나타

나게 하기 때문인 것 같다[40]. 이 때문에 2형 당뇨병이 있는 

비만인을 대상으로 한 리라글루티드 3.0 mg과 세마글루티

드 2.4 mg의 임상연구에서는 모두 저혈당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폰요소제를 복용하던 대상자들은 임상연구 시작 

시 설폰요소제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다. 이들 임상연구에

서 심각한 저혈당이 발생한 사례는 리라글루티드의 SCALE 

Diabetes 연구에서는 422명 중 3건, 세마글루티드의 STEP2 

연구에서는 403명 중 1건이었다[23,24]. 당뇨병이 없는 비

만인에서는 리라글루티드 투여군에서 위약군에 비해 저혈당 

빈도가 높았으나 세마글루티드의 경우 위약군에 비해 저혈

당 빈도가 높지 않았다[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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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P/GLP-1 이중 작용제 티제파티드

1. 개요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여러 만성 질환에서 약

물 치료 시 부작용은 줄이고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작용 기

전이 다른 여러 약제들을 병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펩

타이드 치료에서도 약제 병용 요법이 가능한데, 서로 다른 펩

타이드를 동시에 투여하는 방법도 있지만, 최근에는 여러 수

용체에 동시에 작용하는 펩타이드를 만들어서 한 가지 펩타

이드로 다제 병용 요법과 같은 효과를 끌어내는 것도 가능하

다. 비만과 당뇨병 치료에도 이와 같은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

데, 비만과 당뇨병에 관련한 여러 수용체 중 GIP, 글루카곤 및 

GLP-1 수용체는 서로 상동성이 있어서 이들에 대한 다중 작

용제 개발이 용이하다. 최근 비만/비만전단계인 2형 당뇨병 

환자와 당뇨병이 없는 비만 환자에서의 임상연구 결과들이 발

표되고 있는 티제파티드(tirzepatide)가 GIP 수용체와 GLP-1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하는 단일 펩타이드 이중 작용제이다.

GIP는 GLP-1과 함께 인크레틴으로 분류되며 혈당 및 에

너지 대사의 조절에 중요한 펩타이드임에도 불구하고 수년 

전까지는 비만과 당뇨병 치료제 개발에서 GLP-1에 비해 소

외되어 있었다. 이 분야에서 GIP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이

유와, 현재 GIP 수용체 작용제가 비만과 당뇨병 치료제로 개

발되기까지의 과정은 기존의 문헌에 설명되어 있다[41]. 요

약하자면, GIP 수용체 작용제 단독으로는 비만과 2형 당뇨

병 치료에 적합하지 않은데, GIP가 지방 세포의 지방산과 당 

흡수를 촉진하여 체지방을 증가시키는 반면, 글루카곤 및 아

드레날린성 수용체 활성을 통한 체지방 분해는 억제하고, 2

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베타 세포의 GIP 수용체가 정상인에 

Table 6. Published phase 3 trials of tirzepatide for participants with overweight/obesity and type 2 diabetes mellitus

Study Phase Major comparator Characteri-
stics of 

study design

Blind Number 
(rando-
mized)

Partici-pants Duration 
(wk)

Body weight (%) HbA1c (%) AEs leading to 
discontinuation (%)

Group 1 Group 2 Group 1 Group 2 Group 1 Group 2 Group 1 Group 2

Rosenstock et 
al. (2021) 
[43], 
SURPASS-1

3 Tirzepatide 
15 mg

Placebo Double-
blind

478 BMI ≥23+T2DM  
(HbA1c,  
7.0-9.5%)

40 -11.00 -0.90 -2.07 0.04 7.00 3.00

Frias et al. 
(2021) [44], 
SURPASS-2

3 Tirzepatide 
15 mg

Semaglutide 
1.0 mg

With 
metformin 
+/- 
additional 
oral 
glucose 
lowering 
drugs

Open-
label

1,879 BMI ≥25+T2DM  
(HbA1c,  
7.0-10.5%)

40 -13.10 -6.70 -2.30 -1.86 8.50 4.10

Ludvik et al. 
(2021) [45], 
SURPASS-3

3 Tirzepatide 
15 mg

Degludec With 
metformin 
+/- SGLT2i

Open-
label

1,444 BMI ≥25+T2DM  
(HbA1c,  
7.0-10.5%)

52 (+2 
weeks 
lead-in)

-13.90 2.44a) -2.37 -1.34 11.00 1.00

Del Prato et 
al. (2021) 
[46], 
SURPASS-4

3 Tirzepatide 
15 mg

Glargine With oral 
glucose 
lowering 
drugs 
+/- 
additional 
oral 
glucose 
lowering 
drugs

Open-
label

2,002 BMI ≥25+T2DM  
(HbA1c, 
7.010.5%) 
+established 
CVD or high 
risk of CVE

52 (+2 
weeks 
lead-in)

-13.00 2.20 -2.58 -1.44 11.00 5.00

Dahl et al. 
(2022) [47], 
SURPASS-5

3 Tirzepatide 
15 mg

Placebo With 
glargine

Double-
blind

475 BMI ≥23+T2DM  
(HbA1c,  
7.0-10.5%) 
+insulin 
+/- metformin

40 -9.17a) 1.7a) -2.34 -0.86 10.80 2.50

Unit of BMI is kg/m2.
HbA1c, glycated hemoglobin; AE, adverse event; BMI, body mass index; T2DM, type 2 diabetes mellitus; SGLT2i, sodium glucose co-transporter 2 inhibitor; CVD, cardiovascular disease; CVE, cardiovascular event.
a)Assumed by calculation due to the absence of percent change in the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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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줄어들어 있어서 GIP 투여에 따른 인슐린 분비 증가 효

과가 약하고, 고혈당 상태에서도 글루카곤 분비를 증가시키

기 때문이다. GIP 수용체와 GLP-1 수용체를 동시에 자극

하면, 중추 신경계에 존재하는 두 수용체의 식욕억제 효과

가 상호 시너지를 형성하고, GLP-1 수용체 활성에 따른 고

혈당 개선이 GIP 수용체의 베타 세포에 대한 효과를 강화하

여 추가적인 혈당 개선을 유발할 수 있으며 GIP 수용체 활성

에 따른 글루카곤 분비 촉진 효과는 GLP-1 수용체 활성에 

의해 억제되기 때문에, 이는 비만과 2형 당뇨병 치료를 위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티제파티드는 2022년 7월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

라에서도 아직 비만이나 2형 당뇨병 치료에 대해서 사용 승

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나, 가까운 시일 안에 사용 허가를 받

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펩타이드는 GIP와 GLP-1 수용체에 

대한 이중 작용제이기는 하지만, 두 수용체에 대한 친화성과 

자극 효과는, GIP 수용체에 대해서는 체내 고유 GIP와 비슷

한 강도의 친화성과 효과를 보이는 반면, GLP-1 수용체에

는 고유 GLP-1에 비해 훨씬 낮는 결합력과 자극 효과를 보

인다[42]. 이 때문에, 임상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증량을 

하는 경우 임상 효과 대비 구역, 구토와 같은 소화기계 부작

용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효과

티제파티드의 체중감량 성적은 기존 비만 약제의 성적을 

압도한다. 티제파티드의 주요 임상연구 결과는 Tables 1, 

6에 정리한 바와 같다[16,43-47]. 티제파티드의 체중감량 

성적은 당뇨병 유무에 관계없이 세마글루티드에 비해 우수

해 보인다. 최근 발표된 SURMOUNT-1 연구[16]에 따르

면 비당뇨병 비만인에서는 티제파티드 15 mg의 경우 위약 

대비 18%, 총 21% 정도의 체중감량 성적을 보이며, 저용량

인 5 mg에서도 총 15%의 체중감량 성적을 보였다. 티제파

티드 15 mg은 SURPASS-1 연구[46]에서 당뇨병이 있는 

BMI 23 kg/m² 이상인 환자에서도 STEP2 연구(세마글루티

드 2.4 mg군 경우 평균 100.5 kg)에 비해 낮은 초기 체중 

(평균 85.4 kg)임에도 불구하고 위약 대비 10%, 총 11%의 

체중감량 성적을 보였으며, 5 mg의 경우 7.9%의 체중감량 

성적을 보였다.

티제파티드의 2형 당뇨병 당화혈색소 개선 효과 역시 매

우 우수하다. SURPASS-1 연구[46]에서 초기 당화혈색소 

7.95%인 2형 당뇨병 환자에 티제파티드 투여 시 세 가지 용

량 모두에서 당화혈색소를 2% 전후로 하강시키며 정상화시

켰다. 증량에 따른 당화혈색소 강하 효과의 차이는 비교적 

적었는데, 5, 10, 15 mg 투여군에서 당화혈색소 강하 정도

는 각각 1.87%, 1.89%, 2.07%였다. 증량에 따른 당화혈색

소 추가 하강이 적은 것은 리라글루티드 및 세마글루티드와 

비슷하다. SURPASS-2 연구에 의하면 2형 당뇨병 치료 용

량에서 티제파티드는 세마글루티드보다 혈당 강하 효과가 

우수하여, 세마글루티드 1.0 mg 투여군, 티제파티드 5, 10, 

15 mg군에서 당화혈색소 하강 성적은 각각 1.86%, 2.01%, 

2.24%, 2.30%였다[44].

티제파티드는 세마글루티드와 유사하게 카복실기가 2개

인 dicarboxylic acid 형태의 지방산을 통해 알부민과 결합

하게 함으로써 반감기를 길게 만들었기 때문에 주 1회 피하

주사 투여가 가능하며, 세마글루티드의 지방산은 18개의 탄

소를 함유하는 아실 사슬인 반면 티제파티드는 20개 탄소의 

아실 사슬이다[48]. 티제파티드의 임상연구에서 사용한 표준 

투여 방법은 Figure 1과 같다.

3. 부작용

티제파티드는 아직 시판 전 상태여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

한 경험은 없다. 임상연구에서 보고된 부작용으로는 구역, 설

사, 변비, 구토, 복통, 트림 등 위장관계 부작용이 가장 많았

고, 그 외 탈모, 어지러움, 주사부위 이상반응, 저혈당 등이 

위약에 비해 뚜렷하게 많이 발생했다. 위장관계 부작용은 비

당뇨병 비만인을 대상으로 한 SURMOUNT-1 연구에서 티

제파티드 투여 시 세 가지 용량 모두에서 위약에 비해 뚜렷하

게 많이 발생하였고 이는 약제 투여 중단의 가장 흔한 원인이

었다. 위장관계 부작용은 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

행하여 결과가 출판된 5개의 SURPASS 연구들에서도 마찬

가지인데, 이 연구들에서의 부작용 발현을 메타분석한 결과

에서, 티제파티드 5, 10, 15 mg 모두 위약이나 기저 인슐린

에 비해 구역, 구토, 설사의 교차비가 뚜렷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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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혈당 발생 역시 티제파티드는 위약에 비해 빈도가 높

다. SURMOUNT-1 연구에서 혈당 54 mg/dL 미만의 저혈

당 발현은 위약군에서 0.2% 발생했던 반면 티제파티드군에

서는 5, 10, 15 mg군에서 각각 1.4%, 1.6%, 1.6% 발생했

다[16].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SURPASS-1 연구

에서는 저혈당 기준을 70 mg/dL 미만으로 설정한 경우 위

약군에서 1% 발생했던 반면 티제파티드 군에서는 5, 10, 15 

mg군에서 각각 6%, 7%, 7% 발생했고, 혈당 54 mg/dL 미

만의 저혈당 사례는 없었다[46].

췌장염에 대해서는 SURMOUNT-1 연구에서 위약, 티제

파티드 5, 10, 15 mg의 모든 군에서 각 1건(0.2%) 발생했으

나, 티제파티드군에서 췌장 아밀라제가 기저치 대비 20% 가

량, 리파제는 기저치 대비 29-35% 가량 상승하여 위약군에 

비해 상승 정도가 뚜렷했다[16].

부작용 발현에 대해서 티제파티드 15 mg과 세마글루티

드 2.4 mg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2형 당뇨병 환

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결과가 출판된 5개의 SURPASS 

연구들 사이의 티제파티드 부작용 발현율에 차이가 상당하

다. 따라서 서로 다른 연구에서의 서로 다른 약제에 대한 부

작용 발현율의 비교는 합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SURPASS-2 연구[44]에서 2형 당뇨병 환자에서의 티제파

티드 5, 10, 15 mg과 세마글루티드 1.0 mg을 비교할 수 있

는데, 대부분의 부작용은 세마글루티드 군에 비해 티제파티

드 군에서 보다 많이 나타났다. 심각한 부작용, 사망, 부작용

으로 인한 약제 투여 중단 발생 사례는 티제파티드의 세 용

량군 모두에서 세마글루티드 1.0 mg군보다 많았다. 구역, 

설사, 구토 등 소화기계 부작용은 티제파티드 15 mg군에서 

세마글루티드 1.0 mg군보다 많이 나타났으며, 저혈당은 티

제파티드 15 mg군에서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났다. 주사부

위 이상반응, 담석 발생은 티제파티드 세 용량군 모두에서 

세마글루티드 1.0 mg군보다 많이 나타났다.

결론

비만치료에서 생활습관 교정이 밑바탕이 되지만, 섭식 행

동은 비만은 여러 호르몬과 신경전달물질에 의해 복잡하고 

세밀하게 조절되는 섭식 조절 시스템에 의해 결정되는데, 현

대의 급격한 환경 변화는 이 시스템이 인간으로 하여금 더 

맛있고 고열량인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게 하면서 활동량은 

대폭 줄이기 때문에, 현재의 비만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

는 생활습관 교정을 뒷받침할 더 강력한 생물학적 치료 방법

이 필요하다. 최근 소개된 세마글루티드와 티제파티드는 인

크레틴 기반 펩타이드 제제로서 비교적 괜찮은 안전성과 함

께 강력한 체중감량 효과를 보여 앞으로의 비만치료에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 이 논문에 소개된 약제 외에도 개발 중

인 약제들이 있어서 향후 비만에 대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이 사용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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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잘 먹는 것에 치중한 사회적 분위기로 항

상성 기전에서 쾌락 기전으로 섭식 행위가 변하면서 고칼로리, 고

지방, 고당분의 정제된 식사 섭취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비만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소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하고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합병증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은 비만

의 발생 기전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 사용이 가능한 비만 약제

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일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제

까지 잘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국내 출시 이전이지만 뛰

어난 체중감량 효과로 비만 치료의 게임 체인저로 기대를 모으

고 있는 세미글루티드와 티제파티드에 대한 최근 임상 연구 결

과들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은 임

상 현장에서 비만치료제의 최신 지견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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