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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ly, metabolic surgery (Laparoscopic Roux-en-Y gastric bypass, LRYGB) has an important role and 
should be recommended as an intervention in the management of obese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T2DM). A successful outcome of surgery requires medical nutrition therapy. Therefore, we performed a retro-
spective study on 25 patients with T2DM who underwent LRYGB at Yeouido St. Mary’s Hospital from 
October 2008 to May 2010. The patients were followed up for an average of 6 months after surgery (range: 
2∼19 months). Diabetes was resolved in 80% of the patients. Percentage of excess weight loss was (%EWL) 
was 56.2%. After surgery, fasting blood sugar (FBS) and HbA1c were significantly reduced (123 mg/dl, A1c 
6.7%, P＜0.001) and triglyceride was also significantly reduced to 107.6 mg/dl (P＜0.05). As diets of the pa-
tients progressed from liquid to soft to regular diet,  energy, carbohydrates, and fat intakes increased sig-
nificantly (P＜0.001). But protein intake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Nutrient intake of the patients after the 
surgery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recommended diet for the non-surgery group. Patients experienced 
side-effects related to the diets after surgery, including hair-loss (76%), smelly gas (52%), vomiting (48%), 
etc.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vomiting and FBS (P＜0.001). There was a sig-
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ide effects and the amount of nutrient intakes. Therefore, guide patients to a di-
et progression with treatment to minimize side effects, especially vomiting. And monitor their dietary life to 
be healthy and not to regain weight until remission of T2DM.

Key words : laparoscopic Roux-en Y gastric bypass (LRYGB), metabolic surgery, medical nutrition therapy, 
diabesity, T2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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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제당뇨연맹(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의 

2009년 발표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당뇨병 인구가 

약 2억 9천만명에 이른다고 보고하였으며, 2010년 

대한당뇨병학회는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가 약 480
만명으로 10년 사이 유병률이 3%에서 7.7%로 급속

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과거에는 

비만한 서양인들의 병으로 인식되던 제2형 당뇨병

이 최근 아시아 국가에서 서구식 식습관, 도시화, 
생활환경의 변화로 비만이 증가하면서 Diabesity라는 

용어(NIH 1980)로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는 실정

이다. 
특히 아시아인의 경우, 당뇨병 등 비만관련 합병

증이 서양인보다 낮은 BMI(체질량지수)에서 발생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아시아인이 서양인

에 비해 많은 체지방량, 내장 지방량 및 복부비만으

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 초기 췌장 베타세포

의 인슐린 분비저하 등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Yoon 등 2006). 지금까지 당뇨병 치료는 약물, 운
동, 식사요법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러한 치료로는 당

뇨합병증의 예방 및 당뇨 완치 효과가 어려운 실정

이다(Lee 등 2010). 
최근 비만이 동반된 제2형 당뇨가 많아지면서 

고도비만환자에게 시행되었던 베리아트릭수술(Bari-
atric surgery)이 당뇨병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들이 보고되어 새로운 당뇨 치료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2005년 Asia Pacific Bariatric Surgery Group 
(APBSG)에서는 아시아인에게 맞는 비만 수술 대상

을 발표하였는데 BMI＞37 kg/m2인 경우, BMI＞32 
kg/m2이면서 당뇨 또는 기타 비만과 관련된 동반질

환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식사나 약물로 체중감량 

또는 유지를 할 수 없는 경우, 18세 초과 또는 65
세 미만인 경우가 적용되었다. 이후에는 조금 수정

되어 2008년 1st World Congress on Interventional 

Therapies for T2DM에서 BMI가 35 kg/m2 이상인 

경우로 하였으며, BMI 30∼35 kg/m2인 경우는 우

선적으로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고, 만약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면 효과가 검증된 복강경루와이우

회술(Laparoscopic Roux-en Y gastric bypass, LRYGB)
이 시행되어야 한다(Rubino 등 2010)고 발표하였다. 
복강경루와이우회술(LRYGB)은 위용량을 약 20∼
30 cc로 줄여서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십이지장

을 우회하여 공장을 남겨진 위부분에 연결하여 흡

수를 제한하는 혼합형 수술방법으로 미국에서 제2
형 당뇨비만 환자에게 있어 가장 대표적인 수술로 

소개되고 있다. 수술 후 기간경과에 따라 식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위장관조영술을 통해 leakage 여

부 확인 후 S.O.W(Sips Of Water)부터 시작한다. 수
분은 시간당 30 ml로 시작하여 4시간마다 30 ml씩 

증량하여 120 ml까지 부작용 없이 마시게 되면 대

부분 수술 다음날부터 식사를 시작하게 된다. 식사

는 수술 후 미음식(Liquid-diet) 1주, 죽식(Soft-diet) 
3주, 1달 이후부터는 고형식(Regular-diet) 순으로 진

행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제2형 당뇨비만환자에게 복강경

루와이위우회술(LRYGB) 이후 체중감소, 당뇨의 개

선, 식사진행 시 부작용 및 기간에 따른 영양소 섭

취량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영양교육 프로토콜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08년 10월에서 2010년 5월까지 가톨

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제2형 당뇨비만으로 

복강경루와이위우회술(LRYGB)을 시행한 환자 총 25
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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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Female (N)
8 / 17 Total 25

Mean±SD Range

Age (year)  44.0±11.1 26∼63

DM1) po2) (year)  4.4±2.5  1∼10

HTN3) po (year)  1.2±2.8  0∼10

Height (cm) 162.8±7.1

Weight (kg)  93.5±17.1  58∼146

BMI4) (kg/m2) 35.2±5.1 30∼49

Time since surgery (mon) 6.0±3.4  2∼19
1) Diabetes mellitus
2) Per os (by mouth)
3) Hypertension
4) Body Mass Index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2. 조사내용 및 방법

1) 신체 및 혈액 생화학적 수치, 영양소 섭취량 

및 수술 후 부작용 경험유무

자료조사는 후향적 분석으로 의무기록(EMR) 분

석 및 전화상담을 통해 진행되었다. 영양소 섭취량

의 경우, 수술 후 미음식(Liquid-diet) 1주, 죽식

(Soft-diet) 3주, 1달 이후부터는 고형식(Regular-diet)
의 기간별로 1일씩 총 3일의 24 hr-recall을 진행하였

으며, 입원 시 당뇨식품교환모형을 이용하여 당뇨식

사요법 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상담을 진

행한 영양사가 외래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조사하

였다. Can-pro 3.0 Program으로 분석하였으며 신체 

및 혈액 생화학적 수치는 수술 전 자료가 추가되었

다. 수술 후 부작용 경험유무는 American Society for 
Metabolic & Bariatric Surgery(ASMBS)에 근거하여 

조사하였다.

2) 당뇨 및 동반질환의 개선

당뇨병의 개선은 2009년 American Diabetes Asso-
ciation(ADA)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당뇨병 

진단 전단계인 고혈당상태로 적어도 1년 동안 경구

약을 복용하지 않는 부분개선(partial remission) 상태

를 정의로 하였으며 고혈압의 경우 경구용 치료제

를 복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비만의 경우는 BMI
가 25 kg/m2 이내인 것으로 정의하였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Statistic 18(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을 사용하여 일반사

항, 당뇨 및 동반질환의 개선, 수술 후 부작용의 경

험은 빈도분석으로, 수술 후 시간에 따른 신체 및 

혈액 생화학적 수치, 영양소섭취량은 repeated meas-
ure Anova로, 수술 후 혈당, 당화혈색소에 영향을 주

는 요인은 Spearma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으며 수

술 후 부작용 경험유무에 따른 혈당변화 및 영양소 

섭취량과의 관계는 Mann-whitney test로 규명하였다.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결 과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수

술 받은 환자 25명 중 17명이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4세였다. 제2형 당뇨병의 유병기간은 평균 

4.4년으로 경구용 당뇨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수
술 전 평균 체중과 BMI는 93.5 kg, 35.2 kg/m2로 나

타났다.

2. 당뇨 및 동반질환 개선

당뇨 및 동반질환 개선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당뇨병의 경우 25명 중 20명(80%), 고혈압은 10명
(59%), 비만은 6명(24%)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식사진행 시 부작용 경험

식사진행 시 부작용 경험은 Table 3에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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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Resolved N (%) Uncontrolled N (%)

DM2) (N=25) 20 (80.0)  5 (20.0)

HTN3) (N=17) 10 (59.0)  7 (41.0)

Obesity (N=25)  6 (24.0) 19 (76.0)

DM/HTN resolved: no medication
Obesity resolved: BMI＜25 kg/m2

1) Laparoscopic Roux-en Y gastric bypass
2) Diabetes mellitus
3) Hypertension

Table 2. Effect of LRYGB1) of subjects.

Side effect Incidence2) N (%)

Hair-loss 19 (76)

Smelly gas 13 (52)

Vomiting 12 (48)

Chest pain  7 (28)

Nausea  5 (20)

Diarrhea 2 (8)

Gout 1 (4)

Abdominal discomfort 0 (0)
1) Laparoscopic Roux-en Y gastric bypass
2) Multiple responses are available

Table 3. Side-effect experience related diet after LRYGB1).

 Variables Pre-op After 1 wk
(Liquid-diet)

After 1 mon
(Soft-diet)

After 6 mon
(Regular-diet) F

Weight (kg)   93.5±17.1a  86.7±15.0b  81.6±14.3c  73.9±12.5d 120.916***

BMI2) (kg/m2)   35.2±5.1a  32.7±4.7b  30.7±4.6c  27.9±4.0d 148.748***

%EWL3)  18.6±8.9a  34.3±10.5b  56.2±15.8c 112.168***

Glycemic control

  FBS4) (mg/dl)  195.5±62.0a 136.5±25.2b 136.4±39.2b 123.2±35.2c  16.853***

  HbA1c5) (%)    8.6±1.5a   6.9±1.2b   6.7±1.2b  37.968***

Lipid profiles

  TC6) (mg/dl)  167.3±27.9 167.2±29.0 164.9±30.3   0.055

  TG7) (mg/dl)  163.3±61.0a 136.7±44.1a 107.6±31.7b   7.632*

  HDLc8) (mg/dl)   44.3±10.3  43.6±11.6  44.8±10.7   0.863

  Iron (mg/dl)   59.5±28.3  50.8±18.3  50.7±30.6   1.311

By repeated measure ANOVA (Scheffe)
1) Laparoscopic Roux-en Y gastric bypass
2) Body Mass Index
3) %EWL=Percentage of Excess Weight Loss=[Weight loss (Operative weight−Current weight)/Excess weight (Operative weight−Ideal body 

weight)]×100
4) Fasting blood sugar
5) Hemoglobin A1c
6) Total cholesterol
7) Triglyceride
8)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P＜0.05, ***P＜0.001 

Table 4. Postoperative follow-up data of subjects after LRYGB1).
Mean±SD

다. 대부분의 환자가 탈모(76%)와 악취가스발생

(52%)을 경험하였으며 구토(48%), 가슴통증(28%), 오
심(20%), 설사(8%), 통풍(4%) 순으로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신체지수, 초과체중감소율 및 혈액 생화학적 수치

신체지수, 초과체중감소율 및 혈액 생화학적 수치

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체중과 BMI가 수술 후 기

간이 지남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며(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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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Coefficient P-value

Current FBS1) (mg/dl)   Vomiting  0.773  ＜0.001

  Intake of fat (Liquid-diet) −0.385 ＜0.05

Current HbA1c2) (%)   Vomiting  0.670 ＜0.01

  Intake of protein (Regular-diet) −0.463 ＜0.05

By Spearman's correlation
1) Fasting blood sugar
2) Hemoglobin A1c

Table 7.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ide effect, diet and FBS, HbA1c after surgery.

Variables Liquid-diet Soft-diet Regular-diet F

Energy (kcal) 360.5±143.4a 594.2±158.3b 1,025.9±365.4c 37.930***

CHO2) (g)  41.3±17.0a  72.4±27.6b  148.0±52.6c 53.224***

Protein (g)  32.7±17.6  35.2±11.9   50.6±48.5  2.572

Fat (g)   5.2±3.0a  18.0±10.3b   28.8±13.4c 32.341***

Water (ml)   8.5±4.6a   7.4±4.7b    7.9±4.4ab  2.082

By repeated measure anova (Scheffe)
1) Laparoscopic Roux-en Y gastric bypass
2) Carbohydrate
***P＜0.001 

Table 5. Postoperative diet data of subjects after LRYGB1).
Mean±SD

 Variables Recommended-diet
(Non-surgery)

Current-diet
(Surgery) Z P

Energy (kcal)  1416.5±148.9 1051.3±352.3 −3.711 ＜0.001

Protein (g)  68.0±7.1  49.3±45.3 −3.467 ＜0.01

By Mann-whitney
1) Laparoscopic Roux-en Y gastric bypass

Table 6. Comparison to postoperative diet data of subjects after LRYGB1).
Mean±SD

특히 초과체중감소율(%EWL)이 약 56%로 나타났다. 
또한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도 수술 전 195.5 mg/dl, 
8.6%에서 수술 후 123.2 mg/dl, 6.7%로 수술 후 1주, 
1개월, 6개월의 기간별 비교에서도 유의하게 낮아지

는 결과를 보여주었다(P＜0.001). Lipid-profile에서는 

중성지방(Triglyceride)만이 수술 전 163.3 mg/dl에서 

수술 6개월 후 107.6 mg/dl로 유의하게 낮아진 결과

를 나타내었다(P＜0.05). 철(Iron)은 수술 전 후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영양소 섭취 

수술 후 기간에 따라 진행한 영양소 섭취량을 

Table 5에 제시하였다. 수술 후 열량, 탄수화물 및 

지방 섭취량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P＜0.001) 단

백질 섭취의 경우,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낼 뿐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연구 대상자들의 섭취

량은 비수술요법 시 권장하는 열량 및 단백질과 비

교하여 유의하게 적었다(P＜0.001, P＜0.01)(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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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s
Smelly gas

Z P
No (n=12) Yes (n=13)

Intake of carbohydrate (g) (Liquid-diet) 34.4±15.0 51.7±15.2 −2.161 ＜0.05

 
Diarrhea

Z P
No (n=23) Yes (n=2)

Intake of fat (g) (Soft-diet) 6.9±3.3 15.0±5.0 −1.969 ＜0.05

 
Nausea

Z P
No (n=20) Yes (n=5)

Intake of water (ml) (Regular-diet) 6.9±3.3 15.0±5.0 −2.522 ＜0.05

 
Chest pain

Z P
No (n=16) Yes (n=7)

Intake of Kcal (kcal) (Regular-diet) 952.4±309.9 1277.4±359.6 −1.972 ＜0.05

Intake of CHO (g) (Regular-diet) 133.9±39.5 197.2±57.2 −2.406 ＜0.05

By Mann-whitney

Table 8. Dietary intake after surgery according to the side effect.

Figure 1. FBS1) according to whether the patients vomits or 
not after LRYGB2).

By Mann-whitney test
1) Fasting blood sugar
2) Laparoscopic Roux-en Y gastric bypass
*P＜0.05, ***P＜0.001

6. 수술 후 혈당 및 당화혈색소에 미치는 요인의 상관관계

수술 후 혈당과 당화혈색소에 미치는 요인을 상

관관계로 분석하여 Table 7에 나타내었다. 구토의 

경험이 혈당 및 당화혈색소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

였으며(P＜0.001, P＜0.01), 식사 진행에 있어서는 

Liquid-diet 시 지방섭취와 Regular-diet 시 단백질 섭

취가 혈당 및 당화혈색소에 각각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5). 이를 토대로 수술 후 부작용의 

경험유무로 나누어 기간에 따른 혈당수치를 조사하

였다. 부작용 중 구토가 유일하게 혈당에 영향을 주

는 요인이었으며(Fig. 1), 구토를 경험한 환자가 기간

마다 유의하게 높은 혈당수치를 나타내었다(Liquid- 
diet : P＜0.05, Soft-diet : P＜0.001, Regular-diet : P＜ 

0.05). 이로써 수술 후 구토의 경험이 많을수록 혈당

과 당화혈색소가 높아지고, 식사진행에 있어서는 수

술 후 식사진행 초기에는 지방, 후기에는 단백질 섭

취가 잘 이루어질수록 혈당과 당화혈색소 조절이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 수술 후 식사진행 시 부작용 경험유무와 영양소 

섭취량과의 관계

수술 후 식사 진행시 부작용 경험유무가 영양소 

섭취량에 미치는 영향을 Table 8에 제시하였다. 수

술 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Liquid-diet 시에는 악취가

스 발생을 경험한 군이 탄수화물 섭취가 유의하게 

많았으며(P＜0.05), Soft-diet 시에는 설사를 경험한 

군이 지방섭취가 유의하게 많았으며(P＜0.05), Regu-
lar-diet 시에는 오심을 경험한 군이 수분섭취가, 가

슴통증을 경험한 군이 열량 및 탄수화물 섭취가 유



212 | 제2형 당뇨비만환자의 수술에 따른 임상영양치료

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고 찰

본 연구는 제2형 당뇨비만환자의 수술요법 후 체

중감소, 당뇨의 개선, 식사진행 시 부작용 및 영양소 

섭취량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영양교육 프로토콜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Schauer 등(2003)과 Sugerman 등

(2003)은 수술 후 제2형 당뇨병이 83%, 86%가 개선

되었고, Sjöström 등(2004)에서도 수술 후 혈당이 

20%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수술 효과를 

측정한 대단위 연구(meta-analysis)에서도 당뇨병의 

76.8%가 완전히 개선되었으며 86%는 개선된 상태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Buchwald 등 2004). 본 연

구에서도 제2형 당뇨비만환자들이 수술을 통해 체

중감소 및 당뇨병이 개선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환

자들은 수술 후 식사진행 시 여러 부작용을 경험하

게 되는데 이는 위의 용량이 30 cc 이내로 적어지고 

상부 위장관이 우회되면서 영양소 섭취 및 흡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대상자의 76%가 단백질 섭취 

부족으로 인한 탈모를, 52%가 섭취 및 흡수불량으

로 인한 가스발생을 경험하였다. 또한 대상자들은 

위암수술 후 환자에서 나타나는 덤핑증후군을 경험

하였다. Kulick 등(2010)의 연구에서는 약 70∼80%의 

환자가 덤핑증후군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덤핑

증후군 중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겪은 부작용은 구

토였다. 본 연구에서 체중과 BMI는 수술 후 기간이 

지남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며, 특히 초과체중

감소율(%EWL)이 56%였는데, 이는 대상자의 수술 

전 BMI가 35 kg/m2인 것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결

과로 생각된다. 공복혈당은 수술 전 195.5 mg/dl에서 

수술 후 1주 136.5 mg/dl로 낮아졌다. 일반적으로 수

술 후 혈당 개선은 체중감량 및 섭취량 감소로 인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체중감량 전에 혈

당이 개선된다는 새로운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Guidone 등(2006)에 따르면 당뇨병 개선 기전은 수

술로 분해 및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상부 위장관

을 우회하여 회장에서 장인슐린축(enteroinsular axis)
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위장관 호르몬인 

GLP-1(glucose-like peptide-1)의 증가 및 GIP(gastric 
inhibitory polypetide)의 감소로 인슐린 민감성 및 췌

장 베타세포의 글루코오즈(glucose) 민감성의 증가로 

당뇨병이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또 Berg 등(2002)은 

수술 후 지방조직에 아디포넥틴(adiponectin)이 증가

되어 인슐린 민감성 및 지방산 대사를 향상시킨다

고 설명하였다. Isbell 등(2010)은 수술과 비수술 그

룹으로 나누고 수술 후 1주동안 미음식을 진행하여 

체중변화, 혈당 및 인슐린 민감성을 측정하였는데, 
두 그룹 간 체중변화는 없었으나, 수술그룹에서 인

슐린 민감성이 약 25% 증가하였다. 이는 짧은 기간

이지만 초저열량식사가 간에서의 글루코오즈 생산

을 감소시켜 근육에서의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하였다(Jazet 등 2005). 따라서 수술 후 

칼로리 제한을 하지 않는 경우, 수술 직후의 스트레

스나 염증반응으로 인해 인슐린 민감성이 둔화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에 제한된 칼로리 섭취가 중요

함을 설명하였다(Isbell 등 2010). Lipid-profile에 있어

서는 중성지방만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는데 이는 수

술 전에 비해 섭취량이 급격하게 감소된 결과로 판

단된다. 수술 후 영양소 섭취량은 수술 후 1주 

Liquid-diet에서 약 360 kcal, 3주 Soft-diet에서 약 600 
kcal, 이후 Regular-diet는 약 1,000 kcal로 외국에 비

해 낮은 섭취량을 나타내었다. 탄수화물, 지방 섭취

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단

백질 섭취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ADA)에서 권장하는 1
일 60 g 이상보다 적은 양을 섭취하고 있었다. 단백

질은 수술에 있어서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

로 중요하여 보충제 사용도 권장하고 있다(Heber 등 

2010). 이는 수술 후 섭취량 감소로 인한 제지방 감

소로 기초대사량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잘라진 위

로 인한 단백질 소화 및 흡수가 어려워져 영양불량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Straus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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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또한 Kruseman 등(2010)의 수술 후 루와이위

우회술(RYGB) 후 8년간 외래추적 조사에 의하면 대

상자들이 약 30 kg을 감량하였으나, 폭식(binge eat-
ing) 비율이 51%로 이들 대부분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들

의 열량 및 단백질 섭취는 비수술요법 시 권장되는 

양보다 유의하게 적은 양을 섭취하고 있었다. 따라

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래의 식습관으로 돌아가 

섭취량이 증가하면 체중 및 혈당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뇨의 완전개선 전까지는 

지속적인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Heber 등 

2010). 수술 후 당뇨의 개선을 나타내는 혈당, 당화

혈색소에 영향을 준 요인에서는 구토의 경험이 양

의 상관성을 나타내었으며, Liquid-diet 시 지방 섭취

와 Regular-diet 시 단백질 섭취가 음의 상관성을 나

타내었다. 구토를 경험한 군은 수술 후 시간이 지나

도 혈당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수술 직후 초저열량식을 진행하면서 오는 저혈당으

로 단순당을 섭취하는 경우, 큰 사이즈의 음식을 먹

거나 빨리 먹을 때, 덤핑증후군의 구토로 인한 심리

적 스트레스와 탈수로 혈당관리가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Ribeiro 등(2009)의 구토와 체중감량, 음식 

섭취빈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구토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경우, 단백질-열량 결핍 위험에 노출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량씩 섭취빈도를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주 먹는 습관

은 장기적으로는 체중증가의 위험요인이 되므로 심

각하게 손에서 음식을 놓지 못하는 환자나(Leite 등 

2009) 수술 후 음식 불내성으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

로 구토를 경험한 환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을 권장

하고(Dalcanale 등 2010) 당뇨의 개선에 있어서는 엄

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하였다. 수술 후 부작용 경험

에 따라 영양소 섭취량이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

러한 부작용들은 혈당 조절의 어려움 뿐 아니라 섭

취량이 제한되는 환자들에게 영양소 섭취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영양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영양

소 섭취를 잘 진행하는 것이 영양교육에 있어 중요

하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08년 10월에서 2010년 5월까지 가톨

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제2형 당뇨비만으로 

복강경루와이위우회술(LRYGB)을 시행한 환자 총 25
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술 후 제2
형 당뇨비만환자의 체중감소, 당뇨 개선, 식사진행 

시 부작용 및 영양소 섭취량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

으로 영양교육 프로토콜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들은 평균 44세로 대부분 여성이 많았으며 

수술 전 평균체중은 약 93.5 kg, BMI는 35.2 
kg/m2로 당뇨약 복용기간은 4.4년, 수술 후 기간

은 평균 6개월이었다.
2. 당뇨 및 동반질환의 개선은 총 25명 중 20명(80%), 

고혈압은 10명(59%), 비만(BMI ≥25 kg/m2) 은 6명
(24%)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식사진행 시 부작용 경험은 대상자의 반 이상이 탈

모(76%)와 악취가스발생(52%)을 경험하였으며 구

토(48%), 가슴통증(28%), 오심(20%), 설사(8%), 통
풍(4%) 순으로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체중과 BMI는 수술 후 기간에 따라 유의하게 감

소되었으며 특히 초과체중감소율(%EWL)이 56%
를 나타내었다. 또한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에 

있어서도 수술 전 195.5 mg/dl, 8.6%에서 수술 후 

123.2 mg/dl, 6.7%로 수술 후 1주, 1개월, 6개월의 

비교 시에도 기간에 따라 유의하게 낮아지는 결

과를 보여주었다(P＜0.001). Lipid- profile에 있어서

는 유일하게 중성지방(Triglyceride)만이 수술 전 

163.3 mg/dl에서 수술 6개월 후 107.6 mg/dl로 유

의하게 낮아진 결과를 나타내었다(P＜0.05), 철

(Iron)의 경우 수술 전 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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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양소 섭취량에서는 수술 후 열량과 탄수화물, 
지방 섭취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의하게 증

가하였으나(P＜0.001). 수술 후 중요하게 권장되

는 단백질 섭취량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현재 대상자들의 섭취량은 비수술요법 시 권장 

열량 및 단백질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적었다(P
＜0.001, P＜0.01).

6. 수술 후 혈당과 당화혈색소에 미치는 요인으로 구

토의 경험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P＜0.001, 
P＜0.01), 식사진행에 있어서는 Liquid-diet 시 지방

섭취와 Regular-diet 시 단백질 섭취가 음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P＜0.05). 부작용 중 구토가 

유일하게 혈당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구토를 

경험한 환자가 기간마다 유의하게 높은 혈당을 

나타내었다(Liquid-diet : P＜0.05,  Soft-diet : P＜ 

0.001, Regular-diet : P＜0.05). 이로써 수술 후 구

토의 경험이 많을수록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높아

지고 식사진행에 있어서는 수술 초기에는 지방, 
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잘 이루어질수록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낮출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7. 수술 후 식사진행 시 부작용 경험유무와 영양소 

섭취량의 관계는 Liquid-diet 시에는 악취가스 발

생을 경험한 군이 탄수화물 섭취가 유의하게 많

았으며(P＜0.05), Soft-diet 시에는 설사를 경험한 

군이 지방섭취가 유의하게 많았으며(P＜0.05), Regular- 
diet 시에는 오심을 경험한 군이 수분 섭취가, 가

슴통증을 경험한 군이 열량 및 탄수화물 섭취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본 연구 결과 제2형 당뇨비만환자에게 루와이위

우회술은 체중감소 및 당뇨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영양교육의 중요성도 알 수 있었다. 이에 제2형 당

뇨비만환자의 수술요법 시 영양교육 프로토콜을 정

리해보고자 한다. 단기적으로는 환자가 수술 후 

Liquid-diet, Soft-diet, Regular-diet 순으로 식사를 잘 적

응하여 영양불량이 되지 않도록 하며 특히 혈당개

선을 위해 구토를 최소화하도록 식사속도, 섭취방법 

등과 같은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적절한 영양소 섭

취를 통해 악취가스, 오심, 설사 등의 환자가 겪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중
요한 부분으로는 탈모나 제지방량 감소로 인한 기

초대사량의 저하를 막고, 당화혈색소 개선을 위해 1
일 60 g 이상의 단백질 섭취를 적극적으로 권장하

고 모니터링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환자의 체중증

가 및 당뇨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

을 유지하도록 당뇨식사요법에 준한 교육을 진행하

여야 한다. 이는 환자들이 비수술요법 시 처방되는 

열량에 비해 적은 양을 섭취하고 있는 점, 당뇨의 

부분적 개선(partial remission) 상태를 감안할 때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섭취량이 늘어나고 체중이 다시 

증가할 경우 혈당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뇨의 완전견해(prolonged remission) 시까지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꾸준한 추구관리가 필요하며 

수술로 인해 부족해 질 수 있는 미량 영양소의 잠

재적인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 종합 비타민제, 칼슘

제, 철분제와 같은 영양소의 꾸준한 섭취를 권장해

야 한다(Kulick 등 2010). 
본 연구의 제한점은 후향적으로 의무 기록을 분

석하였던 점이라고 여겨지며, 장기적인 연구 자료 

부족과 외국에 비해 적은 대사수술의 경험으로 우

리나라의 식습관을 고려한 영양교육을 설정하기 어

려웠던 점이다. 따라서 이 자료가 우리나라에서 제2
형 당뇨비만환자의 수술 후 영양교육 프로토콜 설

정에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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