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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ostoperative medical nutrition therapy on patients who had undergone 
bariatric surgery. Eighty seven patients who underwent bariatic-surgery at Yeouido St. Mary’s Hospital from 
January 2007 to April 2009 were evaluated. The bariatric surgery patients included 42 Laparoscopic Roux-en 
Y gastric bypass (LRYGB) and 45 Laparoscopic adjustable gastric banding (LAGB) patients. Weight loss was 
more significant after LRYGB than after LAGB after 9 months (p＜0.05). The LRYGB group was more sat-
isfied with the weight loss (LRYGB 4.4/5.0, LAGB 3.0/5.0 p＜0.001). The mean albumin, hemoglobin and 
hematocrit levels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LRYGB group than in the LAGB group at the time of dis-
charge (p＜0.05∼0.001). The GOT/GPT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LRYGB group at the time of the op-
eration than the LAGB group (p＜0.01). The LRYGB group showed significantly lower intakes of total en-
ergy, carbohydrates, protein and fat from 1 week after surgery than the LAGB group. Multiple regression 
showed that the weight change after LRYGB was significantly more associated with the intakes of total en-
ergy at 1 week after surgery (p＜0.01), SWS (sweets and high-calorie beverages) at 1 and 6 months after 
surgery (p＜0.001), and fat at 3 months after surgery (p＜0.01). In addition, LAGB was significantly more 
associated with the intakes of protein and NLS (non-liquid sweets) at 1 week after surgery (p＜0.001, p＜ 

0.01), carbohydrate at 1 months after surgery (p＜0.01), total energy at 3 months after surgery (p＜0.001), 
HCL (high-calorie liquids) at 6 months after surgery (p＜0.05), and fat at 9 months after surgery (p＜0.01).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ntinuous-follow-up medical nutrition therapy is needed according to the types of 
bariatric surgery, particularly during the weight loss phase (the first 1 week to 12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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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만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질환으로 많

은 국가에서 연구, 치료, 예방에 관심을 쏟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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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서양인에 비해 

비만 비율이 낮은 아시아권에서 최근 이러한 현상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도 보건복지

가족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비만은 체질이 아

니라 질병입니다’라는 비만에 대한 경고를 제시하였

고, 2007년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한 ‘국민건강 

영양조사’ 중간결과 발표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성인

에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25 kg/m2인 

인구는 31.7%로 10년간 5.7% 증가하였으며 체질량지

수가 30 kg/m2인 인구는 4.1%로 10년간 1.8% 증가하

였다. 특히 고도비만으로 분류되는 체질량지수가 35 
kg/m2인 인구는 15∼20만 정도로 추정되며 이에 따르

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실정이다. 비만을 치료하

기 위한 방법에는 식사요법, 운동요법, 행동치료요법, 
약물치료 등의 비수술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

(Bariatric Surgery)이 알려져 있으며 특히 수술적인 방

법은 고도비만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Hur 2008). American Society for Metabolic 
Bariatric Surgery(ASMBS)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07
년도 한 해에 약 200,000건의 고도비만 수술이 이루어

졌다고 발표하였다(Park 등 2009).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 비해 대중화되지 않았으며 2003년 1월 

최초로 베리아트릭 수술이 시행되었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인의 식습관이 지방식은 적고 대부분 탄수화물 

위주의 폭식과 반복된 과식이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서양과는 분명히 차별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연구

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는 상황이었다

(Drenowski & Popkin 1997).
2005 Asia Pacific Bariatric Surgery Group(APBSG)

에서 아시아인의 비만수술 적용안이 (1) 체질량지수 

＞37 kg/m2인 경우 (2) 체질량지수 ＞32 kg/m2이며 

당뇨 또는 기타 비만과 관련된 동반질환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3) 식사나 약물로 체중감량 또는 유지를 

할 수 없는 경우 (4) 18세 초과 또는 65세 미만인 경

우로 발표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도비

만 환자의 수술방법 중 복강경 루와이 위우회술

(Laparoscopic Roux-en Y gastric bypass, LRYGB)과 복

강경 조절형 위밴드삽입술(Laparoscopic adjustable gast-
ric banding, LAGB)로 나누어 영양소 섭취 및 식품

섭취패턴을 알아보고 수술방법에 따른 기간별 체중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영양교육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07년 1월에서 2009년 4월까지 가톨

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고도비만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중 복강경 루와이 위우회술 42명, 복강경 

조절형 위밴드삽입술 45명으로 총 87명의 환자를 대

상으로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1) 영양소 섭취 및 식품섭취패턴 분석

본 연구에서 영양소 섭취 및 식품섭취패턴 분석

은 체중감량과 당질음료 섭취의 연관성을 보여준 

선행연구(Kenler 등 1990; Park 등 2009)를 참고하여 

기간을 수술 전, 수술 후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의 7단계로 구분하였다.

영양소 섭취 분석은 전화상담을 통한 1일 24시간 

회상법과 식품섭취패턴 분석은 크게 고열량 당질 

식품(sweets and high-calorie beverages, SWS: 탄산음

료, 주스, 당분커피음료, 캔디, 케이크, 쿠키, 빵류)과 

우유 및 유제품(milk and ice cream, MIC: 우유, 아이

스크림, 요플레, 밀크쉐이크) 섭취패턴으로 구분하고, 
고열량 당질 식품을 액상형태인 고열량 음료(high- 
calorie liquids, HCL: 탄산음료, 주스, 당분커피음료)
와 고형당질 식품(non-liquid sweets, NLS: 캔디, 케이

크, 쿠키, 파이, 빵)으로 나누어 총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및 지방섭취와 함께 Can-pro 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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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Age (yr) Height (cm) Weight (kg) PIBW (%) BMI (kg/m2)

LRYGB1) (n=42; 12 male, 30 female) 31.9±9.8 166.3±7.9 112.7±22.0 190.4±29.6 40.6±6.2

LAGB2) (n=45; 18 male, 27 female) 31.8±8.7 168.1±9.6 113.4±23.1 186.5±29.0 40.0±6.3
1) Laparoscopic Roux-en Y gastric bypass
2) Laparoscopic adjustable gastric banding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Mean±S.D.)

Operation Hepatitis Diabetes mellitus Hypertension Fatty liver

LRYGB1) (n=42; 12 male, 30 female) 2 (4.5) 14 (31.1)* 14 (31.1) 15 (33.3)

LAGB2) (n=45; 18 male, 27 female) 0 (0.0) 6 (18.7) 12 (37.5) 14 (43.8)
1) Laparoscopic Roux-en Y gastric bypass
2) Laparoscopic adjustable gastric banding
*p＜0.05

Table 2. Medical history of the subjects.
N (%)

2) 고도비만 수술방법

고도비만 수술방법은 현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장의 크기를 약 20
∼30 cc로 만드는 복강경 루와이 위우회술과 밴드를 

이용하여 위분문부에 약 30 cc의 위낭을 만드는 복

강경 조절형 위밴드삽입술로 구분하였다.
복강경 루와이 위우회술은 상부 위 주머니를 계

란 크기 정도로 줄여 음식의 섭취를 제한하고 소장

의 일부분을 우회시켜 음식의 소화 경로를 바꿈으

로써 흡수를 제한하는 복합형 수술 방법이며 복강

경 조절형 위밴드삽입술은 위 상부에 실라스틱 재

질의 밴드를 장착하여 만들어진 위 상부의 작은 주

머니를 통하여 위의 나머지 부위로 이행되는 방식

으로 음식섭취를 제한하는 수술 방법이다.

3) 과거력 조사

의무기록(EMR) 분석을 통해 과거력을 분석하였

으며 이 중 제2형 당뇨병과 고혈압의 기왕력으로 

내과적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더라

도 수술 전 외래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새로이 진단

받은 경우를 포함시켰다.

4) 체중감소에 대한 만족도

체중감소에 대한 만족도는 전화상담을 통해 Lik-

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5점=매우 만족

한다, 4점=만족한다, 3점=보통이다, 2점=만족하지 않

는다, 1점=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모든 통계처리는 SAS(Statistical Anal-
ysis System ver 8.01, SAS Institute, Cary, NC, USA)
를 이용하였다. 수술 방법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수술 후 만족도, 혈액 생화학적 수치, 영양

소 섭취 및 식품섭취패턴은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고 대상자의 합병증에 대한 분포는 카이제곱검정

(chi-square test)으로 나타내었으며 기간별 체중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stepwise 
regression)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결 과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았다. 
고도비만 수술방법에 따른 체중 분포를 살펴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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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changes of weight by the type of bariatric sur-
gery and periods. 
*p＜0.05. 1) Laparoscopic Roux-en Y gastric by pass.
2) Laparoscopic adjustable gastric banding.

Operation Satisfaction

LRYGB1) (n=42; 12 male, 30 female)    4.4±0.7***

LAGB2) (n=45; 18 male, 27 female) 3.0±1.8
1) Laparoscopic Roux-en Y gastric bypass
2) Laparoscopic adjustable gastric banding
***p<0.001

Table 3. Satisfaction of the type of bariatric surgery.

(Mean±S.D.)

과, 위우회술 112.7 kg, 위밴드삽입술 113.4 kg로 나

타났으며 BMI 또한 위우회술 40.6 kg/m2, 위밴드삽

입술 40.0 kg/m2으로 그룹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수술 대상자의 합병증을 조사한 결과

(Table 2)는 위우회술에서 당뇨병이 유의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p＜0.05).

2. 체중감소 변화

체중감소의 결과는 Fig. 1과 같았다. 두 그룹의 

기간별 평균체중을 조사한 결과 수술 후 6개월까지

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9개월 이후부터 위우

회술을 시행한 그룹이 유의적으로 낮은 체중을 나

타내었다. 체중감소율은 수술 전에 비해 위우회술이 

112.7 kg에서 71.5 kg로 37% 감소, 위밴드삽입술이 

113.4 kg에서 98.1 kg로 13% 감소한 결과로 볼 때 

위우회술이 위밴드삽입술보다 체중감소에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p＜0.05).

3. 수술 후 만족도

수술 후 만족도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위
우회술이 4.4점, 위밴드삽입술이 3.0점으로 위우회술

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이는 위

우회술의 유의적인 체중감소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4. 혈액 생화학적 수치

수술방법에 따른 생화학적 수치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수치는 정상범주에 

있었으나, Albumin, Hemoglobin, Hematocrit 수치는 

위우회술에서 위밴드삽입술에 비해 퇴원 시에 유의

적으로 낮았으며(p＜0.01∼0.001), 특히 간 기능을 나

타내는 GOT/GPT 수치는 수술 전 두 그룹 모두 정

상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나, 수술 직후 위우회술에

서 유의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p＜0.01) 수

술 6개월 후 정상으로 회복하였다.

5. 영양소 섭취 및 식품섭취패턴

수술방법에 따른 영양소 섭취의 결과는 Table 5와 

같았다. 수술 전에는 위우회술과 위밴드삽입술에서 

영양소 섭취의 차이가 없었으나 수술 후 1주부터 

위우회술에서 총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및 지방의 

섭취가 유의적으로 적었다(p＜0.01∼0.001). 식품섭취

패턴을 고열량 당질 식품(SWS), 고열량 음료(HCL), 
고형 당질 식품(NLS), 우유 및 유제품(MIC)으로 나

누어 분석한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고열량 

당질 식품(SWS) 섭취의 경우 수술 후 9개월부터, 우
유 및 유제품(MIC) 섭취는 수술 후 1주부터, 고열량 

음료(HCL) 섭취는 수술 후 6개월부터 위우회술이 

위밴드삽입술에 비해 유의적으로 적은 섭취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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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OPD4) Admission Operation Leaving the 
hospital

3 Mo after 
surgery

6 Mo after 
surgery

9 Mo after 
surgery

FBS
 (mg/dl)1)

LRYGB2)  129.7±51.3  145.1±49.9  156.8±50.2  113.4±34.8

LAGB3)  118.4±31.7  125.3±31.1  140.9±56.5  121.0±26.4

Albumin
 (g/dl)

LRYGB    4.2±0.2    3.8±0.4    3.6±0.4    3.4±0.2**    4.2±0.2    4.1±0.3

LAGB    4.2±0.3    4.0±0.2    3.8±0.3    3.8±0.3    4.5±0.3    4.3±0.5

Total protein 
 (g/dl)

LRYGB    7.5±0.4    6.6±0.9    6.3±0.6    6.1±0.7    7.0±0.6    6.9±0.5

LAGB    7.4±0.4    7.1±0.7    6.5±0.5    6.6±0.4    7.2±0.9    6.9±1.4

TLC 
 (cells/mm3)5)

LRYGB 2615.8±778.0 2643.4±913.5 1602.7±805.7 1917.1±611.3 2404.3±590.3 2456.9±749.5 2074.8±994.6

LAGB 2626.6±536.7 2447.0±668.9 1748.6±600.5 2155.5±593.6 2392.8±552.7 2263.1±534.2 2448.6±887.7

Hemoglobin
 (g/dl)

LRYGB   20.0±26.9   19.4±26.7   13.2±1.5   11.5±1.4***   12.8±0.9   14.1±1.4   14.5±3.1

LAGB   14.3±1.8   14.2±1.0   13.5±1.4   13.3±0.7   15.1±1.7   14.1±1.3   15.5±0.3

Hematocrit
 (%)

LRYGB   42.1±3.8   38.6±2.5   38.9±3.9   34.3±4.0**   38.1±2.5   41.6±4.3   43.3±6.9

LAGB   42.4±4.4   41.1±2.5   39.7±3.9   39.3±2.7   44.0±4.3   41.7±3.9   46.3±2.5

Vitamin B12  
 (pg/ml)

LRYGB  503.0±186.3  404.5±234.3

LAGB  862.5±210.7  357.6±185.0

Vitamin A
 (μg/dl)

LRYGB    0.4±0.1    0.6±0.3

LAGB    0.3±0.2    0.5±0.1

Calcium
 (mg/dl)

LRYGB    9.3±0.3    8.6±0.6    8.2±0.6    9.2±0.2    9.2±0.4

LAGB    9.2±0.4    9.0±0.8    8.4±0.6    9.3±0.6    9.1±0.5

Iron
 (mg/dl)

LRYGB   82.5±38.8   57.0±0.0   61.9±21.4   76.3±28.1

LAGB   71.1±30.8   89.3±36.6   81.0±26.0   78.0±37.3

T. Choleste-
 rol (mg/dl)

LRYGB  208.3±40.1

LAGB  183.3±49.8

Na (mmol/L)
LRYGB  140.0±2.0  140.9±3.0  139.8±2.9  129.9±38.4

LAGB  140.9±2.1  140.7±1.9  140.3±1.9  141.8±1.9

K (mmol/L)
LRYGB    4.3±0.3    4.0±0.4    4.0±0.4   15.2±39.9    4.1±0.4    4.0±0.3

LAGB    4.3±0.2    4.1±0.4    3.9±0.3    3.6±0.2    4.5±0.3    4.9±0.3

TG (mg/dl)
LRYGB  213.7±177.8  149.0±0.0  104.9±24.2  105.6±46.7

LAGB  185.5±107.3  184.5±34.6  138.0±22.9  119.0±29.7

GOT (IU/L)6) LRYGB   42.0±34.9  116.0±206.6  232.3±319.0**   80.0±64.0   31.2±19.2   17.2±2.8   20.5±2.1

LAGB   46.4±43.7   67.4±62.2   89.8±56.7  101.5±90.7   46.0±19.4   20.0±4.1   20.5±2.1

GPT (IU/L)7) LRYGB   62.5±59.5  123.4±145.7  236.5±273.2**  192.9±174.6   27.7±14.3   20.2±10.5   16.0±2.8

LAGB   74.8±71.7   98.9±83.3  105.5±68.1  155.9±119.5   88.0±31.2   16.0±6.3   23.5±0.7
1) Fasting Blood Sugar
2) Laparoscopic Roux-en Y gastric bypass (N=42)
3) Laparoscopic adjustable gastric banding (N=45)
4) Out Patient Department
5) Total Lymphocyte Count
6) Glutamic Oxalacetic Transaminase
7) Glutamic Pyruvate Transaminase
**p＜0.01, ***p＜0.001

Table 4. Clinical variables of the type bariatric surgery according to the periods.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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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Total energy (Kcal) Protein intake (g) Fat intake (g) Carbohydrate intake (g)

LRYGB1)

(n=42)
LAGB2)

(n=45)
LRYGB
(n=42)

LAGB
(n=45)

LRYGB
(n=42)

LAGB
(n=45)

LRYGB
(n=42)

LAGB
(n=45)

OPD 2767.2±400.9 2876.5±435.1 98.9±19.3 104.9±20.7 80.0±33.4 97.1±36.9 413.0±91.0 402.5±80.9

1 Wk 
  after OP  112.1±93.6*** 352.1±188.0  4.9±5.4***  19.4±14.0  3.1±3.2** 10.4±11.8  16.0±13.9***  39.0±9.2

1 Mo 
  after OP  335.6±252.5*** 650.0±149.5  4.0±5.3***  26.0±10.0  2.5±3.4*** 20.6±11.0  28.1±40.5***  88.2±24.8

3 Mo 
  after OP  299.3±130.7*** 610.5±264.9  8.7±5.3***  25.8±13.0  5.2±3.7*** 22.9±12.4 168.9±180.6***  71.5±31.3

6 Mo 
  after OP  377.3±160.8*** 690.1±202.7  9.5±5.9***  29.0±10.6  6.6±7.2*** 17.5±8.9  69.5±28.4*** 101.3±27.0

9 Mo
  after OP  402.9±120.9*** 820.4±358.6 12.7±3.1**  27.8±19.7  6.4±24.8** 29.7±24.8  72.4±18.2  91.9±40.8

12 Mo
  after OP  548.4±101.9*** 1559.3±327.8 18.4±3.3***  57.3±12.8 18.4±7.7*** 48.8±16.5 106.4±34.7*** 223.9±34.7

1) Laparoscopic Roux-en Y gastric bypass
2) Laparoscopic adjustable gastric banding
**p＜0.01, ***p＜0.001

Table 5. Total energy, protein, fat, carbohydrate intake after LRYGB and LAGB expressed of total energy according to the periods.

(Mean±S.D.)

Operation
SWS1) intake (Kcal) HCL2) intake (Kcal) NLS3) intake (Kcal) MIC4) intake (Kcal)

LRYGB5)

(n=42)
LAGB6)

(n=45)
LRYGB
(n=42)

LAGB
(n=45)

LRYGB
(n=42)

LAGB
(n=45)

LRYGB
(n=42)

LAGB
(n=45)

Pre-
  Operation  177.0±175.5 132.5±173.9  68.5±84.7  56.1±99.3 108.6±171.1 76.4±145.3   75.2±80.0   75.5±69.6

1 Wk 
  after OP   13.7±28.3  19.7±25.9  11.4±22.1  17.5±25.2   2.3±10.9  2.2±10.7   52.5±61.2***  210.5±172.5

1 Mo 
  after OP   45.6±43.2  69.8±72.9  25.6±25.0  56.7±75.0  20.1±28.7 13.1±23.2   47.0±59.9***  320.0±241.7

3 Mo 
  after OP   34.5±80.3  64.4±86.7  15.3±31.2  45.9±82.5  19.3±50.8 18.5±49.9   31.3±53.9***  315.0±247.2

6 Mo 
  after OP   59.0±51.4  95.4±56.8  46.0±54.7*  82.0±59.2  13.1±25.4 13.4±26.9   31.3±53.9*  209.0±183.9

9 Mo
  after OP   70.4±63.8** 184.2±120.8  57.3±52.0*** 157.9±102.4  13.1±30.1 26.2±38.0   40.1±58.3***  185.0±112.6

12 Mo
  after OP  180.5±111.1*** 343.8±79.5 134.2±98.9*** 253.1±68.8  46.3±45.7 90.7±97.9   32.7±56.1**  176.5±159.4

1) Sweets and high-calorie beverages
2) High-calorie liquids
3) Non-liquid sweets
4) Milk and ice cream
5) Laparoscopic Roux-en Y gastric bypass
6) Laparoscopic adjustable gastric banding
*p＜0.05, **p＜0.01, ***p＜0.001

Table 6. SWS · HCL and NLS · MIC intake after LRYGB and LAGB expressed of total energy according to the periods.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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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Adjusted R2 F Parameter estimate p-value

1 Wk weight after OP    Total energy 0.5697  9.93 0.11401 ＜0.01

1 Mo weight after OP    SWS1) intake 0.7703 43.59 0.55877 ＜0.001

3 Mo weight after OP    Fat intake 0.5104 12.51 3.17700 ＜0.01

6 Mo weight after OP    SWS intake 0.9121 72.60 0.34713 ＜0.001

9 Mo weight after OP    SWS intake 0.5869  4.26 0.13905   0.052
1) Sweets and high-calorie beverages

Table 7. Total energy, protein, fat, carbohydrate, SWS (HCL and NLS), MIC intake that contributed most of Weight with multiple re-
gression after LRYGB according to the periods.

Variables Adjusted R2 F Parameter estimate p-value

1 Wk weight after OP
 Protein intake

0.7095 20.76
1.36525  ＜0.001

 NLS1) intake 0.94121 ＜0.01

1 Mo weight after OP  Carbohydrate intake 0.4182  9.34 0.32002 ＜0.01

3 Mo weight after OP  Total energy 0.8503 22.72 0.36250  ＜0.001

6 Mo weight after OP  HCL2) intake 0.7969 15.69 0.27602 ＜0.05

9 Mo weight after OP  Fat intake 0.9229  47.89 0.80183 ＜0.01
1) Non-liquid sweets
2) High-calorie liquids

Table 8. Total energy, protein, fat, carbohydrate, SWS (HCL and NLS), MIC intake that contributed most of Weight with multiple re-
gression after LAGB according to the periods.

내었다(p＜0.05∼0.001). 고형 당질 식품(NLS)에 있어

서는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고열량 당

질 식품(SWS) 섭취에 있어서 수술 후 9개월부터 위

우회술이 위밴드삽입술보다 유의하게 적은 섭취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위우회술이 수술 후 9개월부터 

위밴드삽입술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체중을 나타

낸 것(Fig. 1)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우유 및 유제

품(MIC) 섭취에 있어서는 수술 후 1주부터 위우회

술에서 유의하게 적은 섭취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위우회술이 위밴드삽입술보다 수술 후 1주부터 유

의적으로 단백질 섭취가 적은 것(Table 5)과 관련지

어 볼 수 있다.

6. 체중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수술방법에 따른 기간별 체

중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7, 8에 제시하였다. 위우회술의 경우, 수술 후 1주에

는 총열량이 약 57%(p＜0.01), 수술 후 1개월에는 고

열량 당질 식품이 약 77%(SWS)(p＜0.001), 수술 후 

3개월에는 지방이 약 51%(p＜0.01), 수술 후 6개월에

는 고열량 당질 식품이 약 91%(SWS)(p＜0.001)로 유

의적으로 체중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위밴드삽입술의 경우는 수술 후 1주에 단백질 

및 고형 당질 식품(NLS)이 약 71%(p＜0.001, p＜ 

0.01), 수술 후 1개월에는 탄수화물이 약 42%(p＜ 

0.01), 수술 후 3개월에는 총열량이 약 85%(p＜ 

0.001), 수술 후 6개월에는 고열량 음료(HCL)가 약 

80%(p＜0.05), 수술 후 9개월에는 지방이 약 92%(p＜ 
0.01)로 유의적으로 체중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고 찰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도비만 환자의 수술적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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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방법에 따른 영양소 섭취 및 식품섭취패턴을 분

석하여 두 그룹의 기간별 체중변화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한 후 영양교육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위우회술과 위밴드삽입술에서 대상자의 키, 
체중, PIBW(%), BMI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선행 연구(Kenler 등 1990)와 유사하였다. 수술

방법에 따른 체중감소는 수술 전에 비해 위우회술

이 37%, 위밴드삽입술이 13%로 유의적으로 위우회

술에서 높은 체중감소를 나타내었다. 이는 수술 후 

만족도에서 위우회술이 4.4점, 위밴드삽입술이 3.0점
으로 위우회술이 유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결과와 연관지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Buch-
wald 등(2004)의 연구에서 위우회술의 체중감소율이 

위밴드삽입술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인 

것과 유사하였고, 이와 같은 결과의 선행연구가 발

표되었다(Schilling 등 1984; Lechner & Elliott 1983; 
Näslund 1987; Hur 2008). 대상자에서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은 위우회술에서 당뇨병이 유의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혈액 생화학적 수치에서는 대부분 정상범주에 있

었으나, 퇴원 시 위우회술에서 Albumin, Hemoglobin, 
Hematocrit 수치가 위밴드삽입술에 비해 유의하게 낮

았으나 이는 차츰 회복되었다. 간 기능을 나타내는 

GOT/GPT수치는 수술 후 위우회술에서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두 그룹 모두 수술 6개월 이후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이는 고도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지

방간이 있던 대상자들이 수술 후 체중감소에 따라 

호전된 결과로 여겨진다.
수술방법에 따른 영양소 섭취에 있어서는 수술 

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수술 후 1주부터 위우회술

이 위밴드삽입술보다 총열량, 단백질, 지방 및 탄수

화물의 섭취가 유의적으로 적었는데, 이는 Kenler 등
(1990)의 연구에 있어서도 수술 후 6개월 이후부터 

위우회술의 섭취가 위밴드삽입술에 비해 유의적으

로 적었던 결과와 유사했으며 이 연구의 2년 후 추

후결과에서도 위우회술이 더 적은 섭취를 유지한다

고 발표하였다. 현재 임상 영양에서는 비만수술(bari-

atric surgery) 후 저열량의 식사를 진행할 때 단백질

을 약 60 g/d 이상으로 권장(ASMBS)하고 있다(일반

성인 기준 50 g/d RDA).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번 조

사에서는 단백질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원인으로는 첫째, 서양과 달리 한국인의 고

도비만 식습관의 문제로 고지방어육류가 아닌 탄수

화물의 과다섭취가 원인으로, 이는 수술 전 식습관

이 수술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향을 미치게 되

는 결과(Goergen 등 2007)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둘째로는 수술 후 유동식에서 연식, 상식순

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열량고단백식의 지속적

인 섭취가 고단백식에 대한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식품불내성을 일으키게 하는 것도 이유가 될 것으

로 판단된다(ASMBS guidelines 2008). 이와 같은 영

양소 섭취상태는 체중감소에 있어 체지방량 뿐 아

니라 제지방량도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도 발표되

었다(Strauss 등 2003). 특히 위우회술은 위를 잘라낸 

경우로 단백질의 소화 및 흡수 제한이 위밴드삽입

술에 비해 크므로 섭취량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나

타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수술방법에 따른 

식품섭취패턴에 있어서는 위우회술에서 고열량 당

질 식품(SWS) 섭취는 수술 후 9개월부터, 고열량 음

료(HCL)는 수술 후 6개월부터, 우유 및 유제품(MIC)
은 수술 후 1주일부터 위밴드삽입술보다 유의하게 

적은 섭취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Kenler 등(1990)의 

선행연구와 유사하였다. 고형 당질 식품(NLS) 섭취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고형식보다 유동

식 섭취의 제한이 체중조절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와 비슷하였다(Mattes 1996; Chen 등 2009).
수술방법에 따른 기간별 체중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조사한 결과 위우회술은 수술 후 1주에는 

총열량, 수술 후 1개월에는 고열량 당질 식품(SWS), 
수술 후 3개월에는 지방, 수술 후 6개월에는 고열량 

당질 식품(SWS)섭취의 제한이 요구된다. 위밴드삽입

술의 경우는 수술 후 1주에는 단백질 및 고형 당질 

식품(NLS), 수술 후 1개월에는 탄수화물, 수술 후 3
개월에는 총열량, 수술 후 6개월에는 고열량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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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L), 수술 후 9개월에는 지방섭취 제한을 통한 영

양중재가 수행되어야 하며 위우회술보다 지속적인 

추후 영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열량 

당질 식품(SWS)이 체중에 미치는 연구를 살펴보면 

1인량(350 cc)의 당질음료(sugar-sweet-beverages, SSB)
섭취를 줄이면 6개월에 0.49 kg의 체중이 감소하는

데(Mattes 1996) 이는 당질음료(SSB)에 많은 과당

(fructose)이 중성지방으로 저장되고(de novo lipogene-
sis), 위에서는 고형음식에 비해 포만감을 덜 느끼게 

되어 섭취가 증가될 수 있다(Elliott 등 2002)고 당질

음료(SSB) 섭취 제한의 중요성을 보고하였다. 특히 

고열량 당질 식품(SWS)의 영향이 많았던 위우회술의 

경우, 위밴드삽입술에 비해 엄격한 제한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이는 수술 직후 덤핑증후군(Dumping 
syndrome)으로(Halmi 등 1981; Sugerman 등 1989) 당
질불내성(sweets intolerance)이 생겨 주의하던 환자들

이 수술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과거 식습관으로 

돌아가 섭취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07년 1월에서 2009년 4월까지 가톨

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고도비만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중 복강경 루와이 위우회술(LRYGB) 42
명, 복강경 조절형 위밴드 삽입술(LAGB) 45명으로 

총 8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고도비만 환자의 수술적 치료방법에 따른 영양소 

섭취 및 식품섭취패턴을 알아보고 기간별 체중감소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이에 본 연구

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서, 고도비만 수술방법에 따른 위

우회술과 위밴드삽입술에서 키, 체중, PIBW(%), 
BMI(kg/m2)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수

술 대상자의 합병증을 조사한 결과 위우회술에서 

당뇨병이 유의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2. 수술방법에 따른 체중감소는 수술 후 6개월까지

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9개월부터 위우회

술을 시행한 그룹에서 유의적으로 낮은 평균체중

을 나타내었다. 수술 후 만족도는 위우회술 4.4
점. 위밴드삽입술 3.0점으로 위우회술에서 유의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수술방법에 따른 혈액 생화화적 수치는 위우회술

에서 위밴드삽입술에 비해 Albumin, Hemoglobin, 
Hematocrit 수치가 퇴원 시에 유의적으로 낮았으

며, 간 기능을 나타내는 GOT/GPT수치는 수술 후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6개월 이후 정상수치로 회

복되었다.
4. 수술방법에 따른 영양소 섭취는 수술 후 1주부

터 위우회술에서 총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및 

지방섭취가 위밴드삽입술에 비해 유의적으로 적

었다. 식품섭취패턴에 있어서는 위우회술이 고열

량 당질 식품(SWS) 섭취는 수술 후 9개월부터, 
우유 및 유제품(MIC)는 수술 후 1주부터, 고열량 

음료(HCL)는 수술 후 6개월부터 위밴드삽입술에 

비해 유의적으로 적었으며 고형 당질 식품(NLS)
섭취에서 두 그룹 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5. 수술방법에 따른 기간별 체중감소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위우회술의 경우 수술 후 1주에는 총열

량, 수술 후 1개월에는 고열량 당질 식품(SWS), 
수술 후 3개월에는 지방, 수술 후 6개월에는 고

열량 당질 식품(SWS) 섭취가 체중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위밴드삽입술은 수술 후 1주에 

단백질 및 고형 당질 식품(NLS), 수술 후 1개월

에는 탄수화물, 수술 후 3개월에는 총열량, 수술 

후 6개월에는 고열량 음료(HCL), 수술 후 9개월

에는 지방섭취가 체중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위우회술은 수술 후 1주는 총열량, 
수술 후 1개월에는 고열량 당질 식품(SWS), 3개월에

는 지방, 6개월에는 고열량 당질 식품(SWS) 섭취 제

한을 통한 영양중재가 필요하며 위밴드삽입술은 수

술 후 1주에는 단백질 및 고형 당질 식품(NLS),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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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후 1개월에는 탄수화물, 수술 후 3개월에는 총열

량, 수술 후 6개월에는 고열량 음료(HCL), 수술 후 

9개월에는 지방섭취 제한을 통한 영양중재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고도비만 환자의 수

술 후 치료과정에는 전문 임상 영양사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임상영양치료가 수술 후 6개월에서 1
년까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하며 특히 위우회술

보다 위밴드삽입술에서 장기적으로 더욱 엄격히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실제적인 영양중재 행위를 

통한 상대적인 비교 평가가 아닌 후향적으로 의무 

기록 분석을 진행하였던 점이라고 여겨지며, 향후 

단계별 영양지원 프로토콜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

로 한 전향적 중재를 시도하여 실제적 효과를 판정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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