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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체중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분

명하다. 하지만 섭취량 감소와 활동량 증가만으로 유의한 체

중감량을 유도하거나 감량된 체중을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것

은 매우 어렵다. 식사량과 활동량을 조절하는 것이 우리 의

식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 우리 몸 안

에 탑재된 섭식행위 조절 및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생리기전

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진화 과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에 섭취

할 수 있는 음식의 양은 제한적이었고 음식을 확보하는 과정

에서 소모되는 열량은 매우 많았다. 하지만 최근 백 년도 안

되는 짧은 시기에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음식의 양이 폭발적

으로 늘어나고 음식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활동량이 대폭 줄

어드는 급격한 환경변화가 발생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비만의 유병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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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last 5 years, the Korean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has approved four anti-obesity drugs for 
long-term weight management. In this review, the mechanisms of action and clinical applications of lorcaserin, 
naltrexone/bupropion, liraglutide, and phentermine/topiramate have been clarified. Lorcaserin stimulates 
proopiomelanocortin/cocaine- and amphetamine-regulated transcript neurons in the arcuate nucleus. Naltrexone/
bupropion reduces body weight by controlling the hedonic reward system of food intake. The hypophagic effect 
of liraglutide depends on the direct activation of the proopiomelanocortin/cocaine- and amphetamine-regulated 
transcript neurons and indirect suppression of neuropeptide Y/agouti-related peptide neurons through gamma-
aminobutyric acid-dependent signaling, with an additional thermogenic effect. Phentermine/topiramate induces 
weight loss by elevating the norepinephrine levels in the hypothalamus, reducing energy deposition in the adipose 
tissue and skeletal muscle, and elevating the corticotropin-releasing hormone in the hypothalamus. In patients 
with high cardiovascular risks or type 2 diabetes mellitus, lorcaserin and liraglutide are appropriate. In patients with 
mood disorders, naltrexone/bupropion could be considered as the first choice of therapy. Notably, lorcaserin and 
liraglutide are neutral in the aspect of sleep disorder. In case of obese individuals with obstructive sleep apnea, 
liraglutide or phentermine/topiramate would be selected as the treatment option. These four drugs should be used 
after considering the patients’ co-morbidities of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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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고 있다. 지금의 비만 유행은, 비만의 예방과 치료를 개

인의 의지에 맡길 수 없는 상황이며, 공중보건 측면의 정책적 

접근과 의료인에 의해 제공되는 수동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

한 상황이다.

비만에서 의료인에 의해 제공되는 수동적 치료법으로는 약

물요법과 수술요법이 있다. 비만 약물요법의 역사는 1800년 

대 말 갑상선호르몬을 사용하던 것까지 기원을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는데, 지난 백여 년 간 다양한 치료약제가 사용되었

으나, 불행하게도 20개 이상의 약제들이 부작용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혹은 일부 지역이나 국가에서 사용 금지된 바가 

있다[1]. 비만은 유병률이 매우 높은 질병이며 비만인은 심

혈관질환 등 여러 합병증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

료에 사용되는 약제는 높은 안전성이 필요하다. 비만은 대부

분의 경우 완치가 불가능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악화되

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에서의 약물치료와 마찬가지로 

장기간 조절한다는 개념으로 약물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바

람직한데, 2019년 11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기 투여에 대

한 허가를 받은 비만 치료약제는 오르리스타트(orlistat), 로

카세린(lorcaserin), 리라글루타이드(liraglutide), 날트렉손/

부프로피온(naltrexone/bupropion), 펜터민/토피라메이트

(phentermine/topiramate)이며, 이들의 특성은 Table 1에 

요약되어 있다. 이 중 오르리스타트를 제외한 나머지 약제

들은 모두 최근 5년 이내에 사용 승인을 받았다. 본 종설에

서는 장기 투여에 대해 최근 승인받은 약제들의 작용기전과 

임상에서 사용 시 고려해야 할 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 약

제들의 부작용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기존의 문헌에서 서술

된 바 있다[2]. 

항상성 체계와 쾌락보상 체계

개체가 무엇을 얼마나 먹을 것인지 결정하는 방식은 복잡

하며 이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이 방

식이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다. 개체의 섭식행위에 관여

하는 인자로는 감각, 인지, 기억, 감정, 체내에 저장된 에너

지의 양, 현재 섭취하는 음식에 포함된 영양성분 등이 포함

된다. 중추 신경계에서 개체의 체중을 결정하는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항상성 

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쾌락보상 체계이다. 항상성 체계는 

섭취하는 에너지와 소모하는 에너지 사이의 균형을 맞춤으

로써 비교적 일정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하는 체계인데, 이 

체계는 개체가 비교적 일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기전을 이해

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환경변화에 따른 비만의 급격한 증

가를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 쾌락보상 체계는 음식의 풍

Table 1.  Currently available anti-obesity drugs for long-term weight managementt

Drug Drug category Mechanism of action
Effect of 
weight 

reduction
CV safety AE profile Controlled 

substance

Orlistat Gastric/pancreatic lipase  
   inhibitor Inhibits gastric/pancreatic lipase Mild Good Mild No

Lorcaserin 5-HT2C receptor agonist Stimulates POMC/CART neurons in arcuate nucleus Mild Good Mild Yes
Naltrexone/ 
   bupropion

Opioid antagonist/ 
   anti-depressant

Decreases hedonic impact by blocking MOP-R in  
   hypothalamus
Decreases incentive motivation of food by elevating  
   dopamine levels in the hypothalamus

Moderate NA Moderate No

Liraglutide GLP-1 receptor agonist Stimulates POMC/CART neurons directly
Inhibits NPY/AgRP indirectly via GABA-dependent  
   signaling

Moderate Best Mild No

Phentermine/ 
   topiramate

Sympathomimetic amine/ 
   antiepileptic drug

Phentermine: Elevates norepinephrine levels in  
   hypothalamus
Topiramate:  Reduces energy deposition in adipose  
   tissue and skeletal muscle
Elevate CRH in hypothalamus

Strong NA Cautious Yes

CV, cardiovascular; AE, adverse event; POMC, proopiomelanocortin; CART, cocaine- and amphetamine-regulated transcript; MOP-R, mu-opioid receptor; NA, not available; 
GLP-1, glucagon-like peptide 1; NPY, neuropeptide Y; AgRP, agouti-related peptide; GABA, γ-aminobutyric acid; CRH, corticotropin-releasing horm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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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음식 획득의 동기와 용이성, 음식에 관련된 신호에 따라 

섭식행위를 조정하는 체계인데, 중독행위에 관련되어 연구

되었던 결과들이 지나친 음식 섭취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과도한 음식섭취로 인한 비만 발생

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체계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두 체계가 서로 다른 별개의 체계가 아니라 밀접하게 얽

혀서 함께 체중을 결정하게 된다. 여기에 관여하는 신경해

부학적 구조로는 복측피개영역, 중격의지핵, 배쪽 창백, 전

전뇌피질, 안와전두피질, 대상회, 뇌섬, 해마, 편도, 시상하

부의 외측시상하부구역, 시상하부 뇌실방핵, 등쪽내측 시상

하부핵, 복내측 시상하부핵, 궁상핵, 고립로핵, 결절 신경절 

등이 있으며, 이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서로 신호를 주고 

받음으로써 개체의 섭식행위와 체중을 조절한다[3]. 중추신

경계에서의 이 두 체계 각각과 이들의 연관성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기존 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4-6]. 본고에서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의 작용기전과 관련된 부분만 개

략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에너지 항상성과 시상하부 궁상핵

개체가 에너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내에 저장

되어 상당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 섭식행위를 통

해 갑자기 체내로 들어온 에너지 양, 음식에 대한 접근성, 음

식획득을 위해 소모해야 하는 에너지, 음식획득 행위에 따

른 위험도, 과거 해당 음식의 섭식 행위에 대한 경험과 기

억, 체내에 필요한 에너지 양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시상하

부와 시상하부의 궁상핵는 이러한 정보들을 모으는 데 해부

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와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항상성 체계

의 복잡한 신호전달 과정을 단순화하여 설명하자면, 체액과 

신경을 통해 궁상핵에 전달된 신호는 두 그룹의 뉴런에 전

달되어 음식 섭취와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게 된다. 한 그룹

의 뉴런은 neuropeptide Y (NPY) 및 (혹은) agouti-related 

peptide (AgRP)를 나타내는 뉴런이며, 이는 Y 수용체를 통

해 체중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신호를 전달한다. 다른 그룹의 

뉴런은 proopiomelanocortin (POMC) 및 (혹은) cocaine- 

and amphetamine-regulated transcript (CART)를 표현

하는 뉴런인데, POMC는 α-melanocyte-stimulating-

hormone으로 분해되어 melanocortin 3와 4 수용체를 자

극함으로써 체중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신호를 전달한다. 단

순하게 말해서, 궁상핵의 POMC/CART 뉴런은 체중을 감소

시키는 뉴런인 반면, NPY/AgRP 뉴런은 체중을 증가시키

는 뉴런이다.

포만감과 세로토닌

세로토닌(serotonin, 5-hydroxytryptopan, 5-HT)은 중

추와 말초에 모두 존재하는 모노아민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

이다. 세로토닌의 수용체는 매우 다양한데, 현재 5-HT1R부

터 5-HT7R까지 7개의 패밀리로 분류되고 그 안에 또 다양

한 아형이 존재한다. 이 수용체들을 통해 세로토닌은 인지, 

감정, 성 생동, 섭식 행동, 평활근 수축, 혈소판 응집 등에 관

여한다. 섭식행동에 관한 세로토닌의 역할을 살펴보면, 뇌

실에 세로토닌 작용을 방해하거나 세로토닌 합성을 방해하

는 물질을 투여하면 음식섭취량이 늘어나는 반면, 세로토닌

이나 세로토닌의 전구체인 5-hydroxytryptophan를 투여하

면 섭취량이 감소한다[7-10]. 또한 세로토닌 분비를 유발하

고 재흡수를 억제함으로써 신경 시냅스의 세로토닌 농도를 

높이는 덱스펜플루라민을 사람에게 투여하면 체중이 감소한

다[11]. 이와 같이, 오래 전부터 섭식에 관련한 중추신경계에

서의 세로토닌의 작용은 전반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경향

으로 생각된다.

세로토닌의 여러 수용체에 대한 친화성이 각기 다른 여러 

물질들을 이용하여 각기 다른 세로토닌 수용체의 기능을 알

아볼 수 있다. 이 물질들을 이용한 연구에 따르면, 여러 세

로토닌 수용체 중 주로 5-HT1B와 5-HT2C가 포만감 유발

에 관여한다[12]. 세로토닌의 포만감 유발 효과는 주로 궁

상핵의 POMC/CART 뉴런과 NPY/AgRP 뉴런에 있는 세

로토닌 수용체에 결합함으로써 나타나며, 시냅스 후 뉴런의 

melanocortin 4 수용체을 통해 식욕에 개입하게 된다. 세로

토닌이 NPY/AgRP 뉴런의 5-HT1B수용체(5-HT1BR)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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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면, NPY/AgRP 뉴런의 체중증가 효과 자체를 억제함과 

동시에 이 뉴런이, γ-aminobutyric acid (GABA) 신호 전달

을 통해 POMC/CART 뉴런을 억제하는 작용까지 방해한다

[13]. 즉, NPY/AgRP 뉴런의 5-HT1BR이 활성화되면 NPY/

AgRP 뉴런 자체가 억제되고 POMC/CART 뉴런은 간접적

으로 활성화된다. 그와 함께, 세로토닌이 POMC/CART 뉴

런의 5-HT2CR에 결합하면 직접적으로 POMC/CART 뉴런

의 작용을 활성화하여 포만감을 유발한다[13]. 

로카세린은 5-HT2CR에 대한 선택적 효현제로서, POMC/

CART 뉴런을 활성화시켜서 체중을 감량시킨다. 펜플루라

민은 심장판막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여 퇴출된 바 

있는데, 이는 5-HT2BR의 유사분열 촉진효과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고, 이 때문에 다른 부작용이 없으면서 식욕에 관여하

는 세로토닌 수용체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약제를 개발

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로카세린이 만들어졌다. 식욕에 

관계된 다른 세로토닌 수용체인 5-HT1BR은 식욕중추 외에 

뇌혈관을 비롯한 혈관에 존재하여 혈관수축에 관여하며 수

마트립탄과 같은 편두통 급성 치료제들이 이 수용체의 효현

제이다. 5-HT1BR의 이러한 특성을 비추어 볼 때 5-HT1BR

효현제를 식욕 억제제로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로카

세린은 5-HT1BR에 대한 작용은 없이 5-HT2CR에만 작용하

는 약제이기 때문에, 체중감량 성적은 다른 비만 치료약제들

에 비해 약한 편(최대 초기 체중의 -5.8%)이지만, 부작용은 

매우 적은 안전한 약제이다.

쾌락보상 체계와 아편양 물질 및 도파민

쾌락보상 체계는 에너지나 영양분이 필요한 만큼 충분

히 있는 상황에서도 맛있는 음식에 대한 선호 때문에 음식

을 섭취하게 하는 체계이다. 뮤 아편양 수용체(mu-opioid 

receptor, MOP-R)를 통한 변연계에서의 아편양 전달체계

는 맛있는 음식에 쾌락적 가치를 부여하고 맛있는 음식과 연

관된 신호를 접하게 되었을 때 음식 섭취를 갈망하게 한다

[14]. MOP-R의 길항제인 날록손(naloxone)은 아편양 전달

체계의 쾌락보상 효과를 감소시킨다[14]. 

궁상핵의 POMC 뉴런은 음식섭취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지만, 반대로 섭취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다. 마리화

나와 같은 카나비노이드를 투여하면 카나비노이드 1 수용

체(cannabinoid 1 receptor, CB1R)가 활성화되면서 음식 

섭취량이 늘어나는데, CB1R이 활성화되면 POMC 뉴런도 

활성화되며, CB1R을 통해 활성화된 POMC 뉴런은 포만감

을 유발하는 α-melanocyte-stimulating-hormone 대신 

베타 엔돌핀을 생성하여 일반적인 경우와는 반대로 섭취량

을 증가시킨다[15,16]. 날록손을 투여하면 이러한 과정을 

통한 섭취량 증가도 억제할 수 있다[16]. 즉, 날록손은 쾌

락 보상 체계와 항상성 체계 양쪽에 함께 관여하여 음식 섭

취량을 줄인다.

도파민은 음식과 약물의 보상효과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인데, 아편양 물질과는 달리 음식의 쾌

락적 요소에는 그다지 작용하지 않는 채 주로 보상기전에 작

동한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도파민 분비가 증가하여 보상

을 일으키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더 먹고자 하는 동기가 

강화되는데, 이와 같은 섭식행동에 대한 도파민의 작용이 별

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성 체계에 관여하는 여러가

지 물질 및 뉴런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작용을 일으

킨다. 비만인에서는 선조체의 도파민 D2 수용체(dopamine 

D2 receptor, D2R) 활성이 떨어져 있는데, 저하된 D2R활성

을 보상하기 위해 지나친 섭취를 하는 것이 비만악화의 한 

원인이다[17,18]. 활성이 저하된 D2R은 섭식행동만 증가시

키는 것이 아니라 신체 활동량도 저하시켜서 비만을 악화시

킬 수도 있다[19]. 따라서 도파민을 보충해주면 보상을 강화

하기 위한 음식섭취를 억제하면서 신체 활동량도 늘임으로

써 비만인의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

MOP-R 길항제인 날트렉손과,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

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항우울제인 부프로피온은, 쾌락보상 

체계에서의 아편양 물질과 도파민의 역할을 고려할 때, 효

과적인 체중감량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에서 시행한 실제 임상연구 결과에서는 예상과 

달리 이들 각각의 체중감량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20-

22]. 하지만, 이들을 병용한 동물실험, 전임상 및 임상 연구 

결과는 각각의 약제를 따로 투여했을 때에 비해 초기 체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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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5.9%에서 -8.2%까지의(강력한 생활습관 교정을 시

도한 COR-BMOD 연구의 경우 -11.5%) 훨씬 우수한 체중 

감량 성적을 보였다[23]. 포만감을 유발하는 다른 식욕억제

제들과는 달리 날트렉손/부프로피온은 음식에 대한 갈망 자

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24]. 

장-뇌 연결축과 글루카곤양 펩티드 1

같은 양의 당이 몸에 들어오더라도 혈관을 통해서 들어

오는 경우에 비해 경구 섭취하는 경우에 인슐린 분비가 훨

씬 강하다. 입을 통해서 위장관계에 당이 들어온 경우 위

장관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인슐린 분비를 증강시키기 

때문인데, 이러한 현상을 인크레틴 효과라고 하고, 이 효

과를 유발하는 위장관계 호르몬을 인크레틴이라고 한다. 

인크레틴으로 추청되던 여러가지 호르몬이 있었지만, 현

재에는 포도당 의존형 인슐린 분비자극 펩티드(glucose-

dependent insulinotropic peptide)와 글루카곤양 펩티드 

1 (glucagon-like peptide 1, GLP-1)이 가장 중요한 인

크레틴이다.

인간의 GLP-1은 펩티드 호르몬으로서 프로글루카곤

(proglucagon) 유전자에 의해 코딩되는데, 프로글루카곤이 

소장의 L세포에서 처리 과정을 통해 잘라져서, 경구 당 섭취

에 대한 반응으로 GLP-1의 형태로 분비된다. GLP-1은 이

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글루카곤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

다. GLP-1이 발견될 당시를 살펴보면, 위장관계에 췌장의 

알파 세포와 유사한 세포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 세포

에 글루카곤 항체를 이용하여 염색이 가능한 물질이 있음을 

알게 되면서, GLP-1을 분비하는 세포가 L세포라고 명명되

었다. 프로글루카곤이 어느 세포에서 처리되는가에 따라, 췌

장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분비되고, 소장의 L세포에

서는 GLP-1이 분비되는데, 이들의 혈당에 대한 역할은 판

이하게 다르다. L세포는 상대적으로 하부 위장관인 회장에 

많이 존재하는데, 경구 당 섭취에 의해 빠르게 GLP-1이 분

비되는 기전은, 이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아

직 확실하지 않다. L세포가 회장에 많기는 하지만 소장의 전

반에 걸쳐 GLP-1 분비 세포가 존재하는 것이 이에 대한 설

명일 수 있다. 회장뿐 아니라 뇌간의 고립로핵에도 프로글루

카곤 유전자를 발현하는 뉴런이 존재한다.

사람의 GLP-1은 G단백질 연결 수용체인 GLP-1 수용체

(GLP-1 receptor, GLP-1R)를 통해 목표 세포에 작용하지

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작용을 나타내기도 한다. GLP-1R

은 췌장, 뇌, 심장, 콩팥, 위장관계 등에 존재하는가 하면, 

GLP-1은 지방조직, 근육조직 및 간조직에도 작용을 나타내

는데 이들 조직에서는 GLP-1R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다

[25]. GLP-1의 자세한 작용기전과 임상응용에 대해서는 기

존의 문헌에 잘 기술되어 있다[25]. 

위장관계에서 분비된 GLP-1은 중추신경계의 식욕조절 

중추에도 영향을 준다. 말초의 GLP-1은 단순 확산을 통

해 혈관-뇌 장벽(blood-brain barrier, BBB)을 통과하여 

중추에 도달할 수 있다. 많은 뇌세포에 GLP-1R이 존재하

기는 하지만, L세포에서 분비된 GLP-1은 분비되자마자 

dipeptidyl peptidase-4에 의해 N-터미널의 두개의 아미노

산이 매우 쉽게 잘라져서 혈장 내 반감기가 1-2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L세포에서 분비된 GLP-1이 중추의 GLP-1R

에 결합하여 직접 식욕억제 작용을 나타낼 것 같지는 않다. 

그보다는 GLP-1분비가 미주신경을 통해 결절 신경절로 신

호가 전달이 되고, 다시 고립로를 거쳐서 시상하부에 신호를 

전달되어서 섭식억제 작용을 나타낸다. 

장에서 분비된 GLP-1과는 달리, GLP-1 수용체 효현

제(GLP-1 receptor agonist, GLP-1RA)는 dipeptidyl 

peptidase-4에 의해 쉽게 분해되지 않아서 반감기가 길

고 체내 농도가 충분하게 상승하여, 체액 경로를 통해 BBB

를 통과하여 마치 뇌 안에서 분비된 GLP-1과 같은 작용을 

할 수 있다. 말초로 투여된 리라글루타이드는 장에서 분비

된 GLP-1과는 달리 미주신경, 후뇌, 고립로핵, 뇌실방핵

과는 별개로 체중감량을 유발한다. 리라글루타이드는 궁상

핵을 비롯한 시상하부의 여러 부위로 들어가서 GLP-1R을 

통해 체중감량 효과를 나타내는데, 특히 궁상핵의 POMC/

CART 뉴런을 직접 자극하고 GABA 신경 전달을 통해 

NPY/AgRP뉴런을 간접적으로 억제하여 체중감소 효과를 

유발한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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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분비된 GLP-1의 잘 알려진 생리작용 중 하나는 

위 배출을 억제하는 것이며, 이 작용은 리라글루타이드의 대

표적인 부작용인 구역감과 관련 있다. 하지만, 최소한 래트

에서는, 위 배출 억제작용이 리라글루타이드가 체중감량을 

일으키는 주요 기전은 아니다. 래트에 단기 작용 GLP-1RA

인 엑세나타이드와 장기 작용 제제인 리라글루타이드를 지

속적으로 투여했을 때, 두 경우 모두 체중감량은 유사하게 

일어나지만, 엑세나타이드의 위 배출 억제효과는 투여 기간 

내내 지속되는 반면, 리라글루타이드의 위 배출 억제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한다[27]. 이 때문에 환자에

게 리라글루타이드를 투여하는 경우, 일주일 간격으로 단계

적으로 증량해 가면서 적정 투여 용량을 찾는 것이 구역감을 

줄일 수 있으며, 구역감을 심하게 느끼는 환자의 경우에는 

더욱 천천히 증량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GLP-1은 직접적으로 열생성을 유도한다. GLP-1의 열

생성 유도 효과는 뇌간와 교감신경계를 통해서 발생하며, 갈

색 지방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서 발생하지만, GLP-1의 열

생성 유도 효과가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체중 감량에 기여하

는지는 불확실하다. 

여러가지 GLP-1RA 사이의 차이점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제2형 당뇨병 치료에 사용가능한 

GLP-1RA는 알비글루타이드(albiglutide), 둘라글루타이

드(dulaglutide), 엑세나타이드(exenatide), 리라글루타이

드, 릭시세나타이드(lixisenatide), 세마글루타이드(sema-

glutide)가 있으며, 이 중 세마글루타이드를 제외한 다섯 개

의 GLP-1RA가 국내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 약제들

은 기본적인 특성과 작용기전을 공유하기는 하지만, 각 약

제 사이에 서로 다른 점도 존재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은 기존의 문헌에 잘 기술되어 있다[28]. 여섯 개의 GLP-

1RA를 작용시간에 따라 단순하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

는데, 단기 작용 제제에는 엑세나타이드와 릭시세나타이드

가 있으며, 그 외 네 개의 GLP-1RA는 장기 작용 제제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두 그룹에 다소 임상적 효과의 차이가 

있는데, 단기 작용 제제는 위배출 지연 작용이 강하며 식

후 혈당강하 효과가 두드러지는 반면, 장기 작용 제제는 공

복 상태에서의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고 식후 인슐린 분비

를 강화하여 식전과 식후 양쪽 혈당조절에 좋은 효과를 나

타낸다. 

여러가지 GLP-1RA가 뇌의 식욕조절 중추에 직접적으

로 작용을 나타낼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장에서 분비

되는 GLP-1과 리라글루타이드 및 릭시세나타이드는 BBB

를 통과하여 시상하부에 도달할 수 있는 반면[26,29,30], 

그 외 다른GLP-1RA들은 BBB 통과 여부에 대한 증거가 

없다. 특히 알비글루타이드와 둘라글루타이드는 분자 크기

와 구조가 장에서 분비되는 GLP-1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

어서 이들이 체액 경로를 통해 시상하부에 직접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여섯 개의 GLP-1RA 중 리라글루타이드와 세마글루타이

드의 체중감량 성적이 탁월하다. 이 두 가지 GLP-1RA는 체

중감량에 대한 2상 및 3상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는데, 이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리라글루타이드는 평균적으로 초기 체

중의 -5.7%에서 -8.0% 정도의 체중감량을 유도했으며 세

마글루타이드는 이보다 체중감량 성적이 더 좋아서 최대 초

기 체중의 -17%의 체중감량을 유도했다[23]. 세마글루타이

드는 다른 GLP-1RA들과 다르게 경구용 제형이 개발되었는

데,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의 비만치료 임상연구 결과가 있

는 것은 아니지만 제2형 당뇨병 임상연구 결과를 미루어 볼 

때 경구 세마글루타이드의 체중감량 성적은 피하투여 세마

글루타이드보다는 못한 것 같다. 세마글루타이드의 체중감

량 성적을 감안하면, 향후 GLP-1RA를 이용한 비만 치료는 

세마글루타이드로 대체될 것 같으며, 세마글루타이드는 체

중감량 성적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비만 치료에서 수술적 

치료의 대체 치료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

2019년에 승인된 펜터민/토피라메이트 

병용요법

펜터민은 오래전부터 널리 사용되던 식욕 억제제이고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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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감량 효과도 확실히 입증되어 있지만 작용기전에 대해서

는 잘 연구되지 않았다. 시상하부에서 주로는 노르에피네프

린을 증가시키고, 그 외에도 세로토닌과 도파민도 증가시켜

서 식욕억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한다.

토피라메이트를 복용한 간질 환자들에서 체중감소와 식욕

부진이 가장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토피라메이트의 체

중감량 효과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31]. 토

피라메이트가 뉴런을 안정화시켜서 간질 발작을 억제하는 

기전은 전압 의존성 나트륨 통로 차단, 글루타메이트 수용체

(glutamate receptor) 차단, 전압 민감성 칼슘 전류 감소, 탄

산무수화효소 억제 등에 의한다. 하지만 토피라메이트의 체

중감량 기전은 아직 불확실하다. 추정되는 기전은, 토피라메

이트가 지방조직과 근육조직에서 지단백 지방분해 효소 및 

탈공역 단백질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축적을 억제하고, 뇌하

수체의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분비 촉진 호르몬을 증가시켜

서 식욕을 억제하는 것이다. 

체중감량 성적만을 놓고 봤을 때, 펜터민/토피라메이트 

병용 제제는 최대 초기 체중의 -10.9%의 감량을 유도하여

[32], 현재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비만 치료약제 중 가장 강

력하다. 반면, 이 약제는 집중력 저하, 감각 이상, 미각 변화, 

신장 결석, 폐쇄우각형 녹내장, 태아의 기형 유발 등 다른 비

만 치료약제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부작용들을 유발하기 때

문에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 

여러가지 임상상황에서의 비만 치료약제의 

선택

1.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은 환자

비만은 체질량지수나 허리둘레와 같은 신체 계측치로 진

단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과도한 지방축적 상태가 비만이

며, 이는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이고, 체중감량은 심혈관질환

의 위험을 개선한다. 하지만, 펜플루라민이나 시부트라민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비만 치료약제의 사용이 역설적으로 

심혈관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약제의 심

혈관질환 안전성 혹은 심혈관질환 개선효과는 매우 중요하다

[1]. 본고에서 다룬 네 개의 비만 치료약제 중, 펜터민/토피라

메이트를 제외한 세 가지 약제는 심혈관질환 안전성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23].  이에 관한 비교는 기존 

문헌에 설명되어 있는데[23], 이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로카

세린은 심혈관질환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었고, 날트렉손/

부프로피온은 심혈관질환 안전성이 불확실하며, 리라글루타

이드는 1.8 mg 용량에서는 심혈관질환 예방효과가 입증되

었다.

2. 제2형 당뇨병이 있는 비만 환자 

리라글루타이드는 다른 GLP-1RA들과 마찬가지로 제2형 

당뇨병 치료약제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제2형 당뇨병이 있는 

비만 환자에서 혈당 개선효과가 탁월하다[33]. 하지만, 특히 

당뇨병 이환 기간이 긴 환자의 경우 저혈당에 대한 글루카곤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

가 있는 리라글루타이드는 저혈당 유발 가능성이 있음을 유

의해야 한다.

로카세린은 비록 체중감량 성적이 다른 비만 치료약제에 

비해 떨어지지만, 혈당 개선효과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다

[34]. 제2형 당뇨병이 있는 비만 환자에서 피하 투여를 꺼리

는 환자이거나 저혈당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라면, 체중

조절을 위해 로카세린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3. 기분장애가 있는 비만 환자

임상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위약군에 비해 불안이나 우

울에서 유리한 약제는 날트렉손/부프로피온 제제이다[24]. 

로카세린은 위약군 대비 개선효과는 없지만 최소한 중립적

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35]. 리라글루타이드는 저용량에서

는 중립적이지만, 고용량에서는 기분장애가 악화될 가능성

도 다소 있다[36]. 펜터민/토피라메이트는 여러가지 기분장

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기분장애가 있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게는 피해야 한다[32]. 리라글루타이드는 클로

자핀이나 올란자핀을 복용하는 조현병 계열의 환자에서 내

당능을 개선하고 체중을 감량했다는 소규모 임상연구 결과

가 있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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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면장애가 있는 비만 환자 

로카세린은 위약군 대비 수면장애 증가가 별로 없다[35]. 

리라글루타이드는 수면장애 발생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지

만, 안전성을 평가한 소규모 연구에서 고용량에서 위약에 비

해 수면장애가 다소 많이 발생한 바가 있다[36]. 날트렉손/

부프로피온과 펜터민/토피라메이트의 경우는 수면장애 발생

이 뚜렷하게 증가하므로, 저용량으로 약제 투여를 시작할 때 

수면장애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괜찮은 경우에 증

량을 해야 한다[24,32]. 

5. 수면무호흡이 있는 비만 환자

비만 환자에서 수면무호흡의 개선 여부는 체중감량 성적

에 좌우된다. 리라글루타이드와 펜터민/토피라메이트는 수

면무호흡 개선에 관한 임상연구 결과가 있어서 수면무호흡 

개선을 위한 체중감량 시에는 이들 약제를 우선적으로 고려

해 볼 수 있다[38,39]. 

결론

로카세린은 궁상핵의 POMC/CART 뉴런을 활성화시켜서 

체중을 감량시킨다. 날트렉손/부프로피온은 쾌락보상 체계

에 작용하여 체중을 감량시키며 음식에 대한 갈망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리라글루타이드는 궁상핵의 POMC/

CART 뉴런을 직접 자극하고 GABA 신경 전달을 통해 

NPY/AgRP 뉴런을 간접적으로 억제하여 체중감소 효과를 

유발하며, 열생성 유도 효과도 있다. 펜터민/토피라메이트

는 펜터민의 시상하부 노르에피네프린 증가 효과와 토피라

메이트의 지방조직과 근육조직에서의 에너지 축적 억제효과 

및 뇌하수체의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분비 촉진 호르몬 증가

를 통한 식욕억제 효과를 통해 체중감량 효과를 나타낸다.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비만 환자에서는 로카세린과 리라

글루타이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제2형 당뇨병이 있는 비

만 환자에서는 리라글루타이드와 로카세린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며, 기분장애가 있는 비만 환자에서는 날트렉손/부프로

피온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수면장애가 있는 비만 환자에

게는 로카세린과 리라글루타이드가 비교적 수면에 대해서 중

립적이며, 비만 환자에서 수면무호흡을 개선시키고자 한다면 

리라글루타이드나 펜터민/토피라메이트를 선택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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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국내에서 장기 투여가 승인된 비만 치료 약제들의 작

용기전과 임상에서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최신 지식을 정

리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만 치료 목적으

로 장기 투여가 허가된 약제로는 오르리스타트(orlistat), 로카세

린(lorcaserin), 리라글루타이드(liraglutide), 날트렉손/부프로피

온(naltrexone/bupropion), 펜터민/토피라메이트(phentermine/

topiramate) 등이 있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비만 치료 약제들이 

어떠한 기전으로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비만의 

병태 생리와 연관 지어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

는 점이 특징이다. 이 논문은 임상의들이 비만과 연관된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 적절한 비만 치료 약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

주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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