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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치료를 위한 위풍선 삽입술의 단기 치료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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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term Outcomes of Intragastric Balloon Placement for Obesity Treatment

Younghee Choe, Joon Sung Kim, Byung-Wook Kim
Division of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Incheon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cheon, Korea

Endoscopic treatment for obesity, especially intragastric balloon insertion, is on the rise in Korea. From 2016 to 2019, we performed 
intragastric balloon placement for the treatment of obesity in 12 patients at a single tertiary center. One balloon was removed on 
the next day due to nausea and severe abdominal pain, and the remaining 11 patients were followed up for 6 months. Body weight 
reduction of 8.9±5.4 kg was achieved, and the body mass index was reduced by 3.3±2.0 kg/m2. Significant effects regarding total 
body weight loss and excess weight loss were noted. The effect of weight reduction was greatest within 1 month after the procedure.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significantly decreased by 18.0±18.2 mg/dL,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in blood 
pressure, fasting blood glucose,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and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Common adverse events 
were nausea and epigastric pain, but no serious adverse events occurred. Further studies regarding the long-term effects of endo-
scopic treatment for obesity and the improvement of metabolic syndrome are needed.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20;20:318-323)

Key Words: Gastric balloon; Metabolic syndrome; Obesity; Weight loss

Received: May 18, 2020  Revised: May 19, 2020  Accepted: May 24, 2020

Corresponding author: Joon Sung Kim
Division of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Incheon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56 Dongsu-ro, 
Bupyeong-gu, Incheon 21431, Korea
Tel: +82-32-280-5052, Fax: +82-32-280-5082, E-mail: kijoons@catholic.ac.kr

서 론

비만 환자가 증가하면서 내시경 비만 치료 또는 비만 수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1,2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시경 치료는 

위풍선(intragastric balloon) 삽입술, 위성형술(gastroplasty), 

흡입 치료(aspiration therapy) 등이 있다.3 이 중 가장 먼저 시

작된 방법은 위풍선 삽입술로,4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 활발하

게 시행되고 있고 단기간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입증되었다.4-7

최근 국내에서도 내시경을 통한 위풍선 삽입술의 시행 횟수

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8,9 위풍선을 제거한 후에도 감소된 체

중이 유지되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관련된 연구 역시 부족하

다.10 현재 내시경 비만 치료는 체질량지수(BMI)가 35 kg/m2 

이상이거나 체질량지수가 30 kg/m2 이상이면서 이상지질혈증

(dyslipidemia), 2형 당뇨, 고혈압 등의 대사성 질환이 동반된 

사람들에게 우선 권고되고 있다.2,8 그러나 실제로는 단순히 미

용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고, 시술에 따른 합병증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본원에서는 생활습관 변경(lifestyle modification)이나 약물 치

료(pharmacotherapy)에 실패한 12명의 환자에게 지난 4년 동안 

위풍선 삽입술을 시행하였고, 그중 11명을 6개월간 추적 관찰하였

다. 본고에서는 위풍선 삽입술의 단기 치료 결과와 동반된 합병증

을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내시경 비만 치료를 위하여 본

원에 내원한 사람은 총 12명이었다. 이들은 이전에 식이 조절

이나 운동 요법, 약물 치료에 실패하였고, 수술 치료에 대한 두

려움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상부위장관 수술력이나 악성 

종양의 과거력이 있던 사람은 없었다. 12명의 환자에게 위풍선

을 삽입하였으나 1명은 하루 만에 제거하여 추적 관찰은 나머

지 1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증례 보고는 위풍선 삽입

술의 단기 체중 감량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대사성 질환

과 관련된 지표들의 변화 양상 및 시술에 동반된 합병증을 알

아보고자 하였다.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7704/kjhugr.2020.0031&domain=pdf&date_stamp=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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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process of placing and re- 
moving an intragastric balloon (IGB) 
while performing esophagogastroduod-
enoscopy. (A~C) Process of inserting 
the IGB. (D) Removal of the balloon 
after 6 months.

Table 1. Baselin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ho 
Underwent Endoscopic Treatment for Obesity

Patients (n=11)

Age (years) 40.1±14.4

Sex (M:F) 2:9

Body weight (kg) 85.6±10.7

Body mass index (kg/m2) 32.4±3.7

  ≥30 8

  ≥35 4

Metabolic syndrome 3

Comorbidity 8

  Hypertension 5

  Hypertension 4

  Dyslipidemia 2

  None 3

Previous history of pharmacotherapy for 
weight reduction

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unless 
otherwise indicated.
M, male; F, female.

체중 감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체중, 체질량지수, 총 체중 

감량률(total body weight loss, %), 초과 체중 감량률(excess 

weight loss, %)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체질량지수는 체중

(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우리나라의 비만 기준은 

체질량지수 25 kg/m2 이상이다. 총 체중 감량률은 시술 전의 

체중에 대하여 시술 후에 얼마나 감량하였는지를 비율로 나타

낸 것이고, 초과 체중 감량률은 체질량지수 25 kg/m2 기준으로 

초과된 체중에서 얼마나 감량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4

11명의 환자들은 시술 당일, 시술 1개월, 2개월, 6개월 후에 

내원하여 체중을 측정하였고, 불편한 증상을 보고하였다. 위풍

선 삽입일과 그로부터 6개월 후인 위풍선 제거일에는 추가로 

혈압을 측정하고 혈액 검사를 시행하였다. 시술은 내시경을 통

하여 위 안에 엔드볼(End-Ball®; Endalis, Brignais, France)이

라는 풍선을 삽입하고 400~600 mL의 공기와 생리식염수를 풍

선 안에 넣어 부풀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Fig. 1).

위풍선 삽입 후 6개월간 추적 관찰을 완료한 11명의 평균 

나이는 40.1±14.4세였고, 이 중에서 여자는 9명이었다(Table 1). 

이전에 체중 감량을 위하여 약물을 복용하였던 환자는 6명이었

다. 시술 당일 평균 체중은 85.6±10.7 kg, 평균 체질량지수는 

32.0±3.7 kg/m2였고, 체질량지수가 35 kg/m2 이상인 사람은 

4명이었다. 동반된 질환으로는 고혈압과 당뇨가 가장 많았고 

대사 증후군(metabolic syndrome)에 해당하는 사람도 3명이 

있었다. 대사 증후군이란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 요인들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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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the Changes in Body Weight, Blood Pressure, Glucose, and Cholesterol Before and after Intragastric Balloon Placement

Baseline (A)
Six months after the 

procedure (B)
Reduced degree for 
6 months (C=A-B)

P-valuea

Body weight (kg)   85.6±10.7 76.7±8.6 8.9±5.4 <0.001 

Body mass index (kg/m2) 32.4±3.7 29.0±3.0 3.3±2.0 <0.001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35.2±16.0 124.3±7.0 10.9±17.0 0.091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88.2±11.0 82.8±7.2   5.4±10.8 0.169

Fasting glucose (mg/dL) 112.1±13.9 115.8±30.2 -3.6±35.0 0.237

Total cholesterol (mg/dL) 177.8±37.9 164.4±38.8 13.4±20.0 0.097

Triglycerides (mg/dL) 124.9±49.9 116.9±39.7   8.0±19.1 0.276

HDL cholesterol (mg/dL)   84.5±10.2 76.7±8.1 7.8±5.8 0.833

LDL cholesterol (mg/dL) 106.8±26.0   88.8±25.3 18.0±18.2 0.02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aUsing a paired t-test to evaluate the efficacy before and after the procedure.

110

100

90

80

70

60

50
0 1 2 6

B
o

d
y 

w
e

ig
h

t 
(k

g
)

Months

Body weight change

 A

40

35

30

25

20
0 1 2 6

B
M

I 
(k

g
/m

2 )

Months

Body mass index change

 B

25

20

15

10

5

0

0 1 2 6

%
 T

B
W

L

Months

Total body weight loss (%)

 C

150

100

50

0
0 1 2 6

%
 E

W
L

Months

Excess weight loss (%)

 D

Fig. 2. (A~D) Changes in weight loss metrics from baseline to 6 months (n=11). BMI, body mass index; TBWL, total body weight loss; EWL, 
excess weight loss. 



  Younghee Choe, et al: Intragastric Balloon for Obesity Treatment

321

Table 3. Outcomes of Body Weight Loss in Subjects Who Underwent Intragastric Balloon Placement for Obesity Treatment

Subjects Sex
Age 

(years)
Initial 

weights (kg)
Weights after 6 
months (kg)

Weight loss 
(kg)

BMI before the 
procedure (kg/m2)

BMI change 
(kg/m2)

TBWL 
(%)

EWL 
(%)

1 F 38 74 69 5 30.8 2.1   6.8 35.9

2 F 47 76 66 10 32.5 4.3 13.2 57.2

3 F 32 91 88 3 36.5 1.2   3.3 10.5

4 F 54 72 Drop out 28.1

5 F 56 90 72 18 36.1 7.2 20.0 65.2

6 F 31 83 82 1 31.0 0.5   1.7   8.7

7 M 69 86 78 8 32.5 3.2   9.7 42.0

8 F 23 107 90 17 37.3 5.8 15.6 47.2

9 F 18 98 84 14 36.0 5.1 14.3 46.8

10 F 41 70 64 6 28.8 2.5   8.6 65.5

11 F 43 82 75 7 28.0 2.4   8.5 78.7

12 M 43 84 76 8 26.8 2.6   9.5 140.9

BMI, body mass index; TBWL, total body weight loss; EWL, excess weight loss; F, female; M, male.

련된 용어로, 1) 복부 비만(허리둘레 ≥102 cm [남], ≥88 cm 

[여]), 2) 혈청 중성지방 ≥150 mg/dL, 3) 혈청 고밀도지질단백

(HDL) 콜레스테롤 <40 mg/dL (남), <50 mg/dL (여), 4) 혈압 

≥130/85 mmHg, 5) 공복 혈당 ≥110 mg/dL 또는 당뇨, 이 

중 3가지 이상을 만족할 때로 정의한다.11

위풍선을 6개월간 유치한 후 체중은 8.9±5.4 kg, 체질량지

수는 3.3±2.0 kg/m2만큼 감소하였고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both P<0.001) (Table 2). 저밀도지질단백(LDL) 콜레 

스테롤의 경우 18.0±18.2 mg/dL만큼의 감량 효과가 있었다

(P=0.027). 혈압과 혈당,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

스테롤도 6개월 후 수치는 낮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체중 감량의 추세는 0, 1, 2, 6개월 후의 체중, 체질량지수, 총 

체중 감량률, 초과 체중 감량률의 변화로 확인하였다(Table 3). 

총 체중 감량률은 평균 10.1±5.4%, 초과 체중 감량률은 평균 

54.4±36.0%를 보였다. 치료에 대한 반응을 6개월 후 총 체중 

감량률이 5% 이상일 때로 정의하였을 때,12 11명 중 9명에서 

치료에 대한 반응이 있었다. 1, 2, 6개월 후의 체중 변화 추세

를 보면(Fig. 2), 특히 시술 직후 1개월 이내에 체중 감량 효과

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풍선 삽입술 후 가장 흔한 부작용은 구역감과 명치부 통증

이었다. 시술 하루 만에 풍선을 제거한 환자가 있었는데, 기저

질환이 없는 54세 여성이었다. 이 환자는 위풍선을 삽입한 직

후부터 구역감, 구토, 심한 복통을 호소하여 영상학적 검사 및 

혈액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였고, 검사 결과 천공이나 장폐색 등

의 심각한 합병증은 없었다. 그러나 환자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

끼는 통증의 정도가 심하여 더 이상 치료를 유지할 수 없었다.

6개월간의 추적 검사를 완료한 나머지 11명의 환자 중 10명

에서도 시술 직후 구역감, 복통 등의 합병증이 있었으나 경미한 

수준이었고 1~2주 안에 호전되었다. 11명 중 6명은 추적이 끊긴 

상태이고, 5명은 이후 병원에 내원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위

풍선 제거 후 근소하게 체중이 증가하여 다시 삽입하기를 희망하

였고, 실제로 1명은 풍선 제거 1년 후 두 번째 위풍선을 삽입하

였다.

고 찰

본 증례 보고는 내시경 비만 치료를 위하여 내원한 11명의 

환자에게 위풍선을 삽입하고 6개월간 추적 관찰을 시행한 치료 

결과에 대한 것이다. 위풍선 삽입술 후 총 체중 감량률은 평균 

10.1%, 초과 체중 감량률은 평균 54.4%를 보여주어 단기간의 

체중 감량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사성 질환 자체

가 개선되는 것은 이번 연구에서 입증되지 않았다.3,4,6,9 위풍선

을 삽입한 12명의 환자 중 1명은 복부 불편감으로 조기에 풍선

을 제거하였으며, 나머지 11명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

지 않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시경 비만 치료는 위풍선 삽입술, 위

성형술, 흡입 치료, 십이지장-공장 우회소매(duodenal-jejunal 

bypass liner), 내시경 위축소술(endoscopic gastric plication), 

일차 내시경 비만 수술(primary obesity surgery endoluminal 

procedure) 등이 있다.5 내시경 비만 치료의 원리는 위 용적을 

줄이거나 영양분의 흡수를 줄이는 것인데, 이 중 미국 식품의약

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승인을 받은 방법은 위

풍선 삽입술, 위성형술, 흡입 치료이다. 위풍선 삽입술은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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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만감을 주고 위배출(gastric emptying)을 지연시켜 식사

량이 줄면서 체중도 줄어든다. 또한 그렐린(ghrelin), 렙틴(leptin) 

등의 다양한 신경호르몬의 작용에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

다.8,10

최근 시행된 메타분석에서5 내시경 비만 치료를 받은 환자들

은 생활습관만 조절하는 환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6개월 후 총 

체중 감량률과 초과 체중 감량률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체주입풍선(fluid-filled balloon)의 경우 대조군에 

비하여 5.3%의 총 체중 감량률, 22.4%의 초과 체중 감량률을 

보여주었다. 위풍선 삽입 후 12개월까지 추적하여 감량된 체중

이 유지된 연구 결과도 있다(REDUCE Pivotal Trial).7 이 연구

에서 위풍선을 삽입한 환자는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비만은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2형 당뇨나 고

혈압, 이상지질혈증, 심혈관 질환 등과도 연관이 있으며,13,14 

악성 종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

다.1,12,15,16 위풍선 삽입은 체중 감량과 더불어 이러한 비만과 

관련된 질환들이 호전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13 고도 비만

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내시경 비만 치료 시술이 많이 시행되는 것으로 

추정되나 그 효과에 대한 연구 보고는 현재까지 없다. 이번 연

구는 위풍선 삽입술 후 단기간의 체중 감량 효과와 안전성을 

보여준 국내의 첫 번째 연구로 의의가 있다. 또한 12명 중 위풍

선을 6개월 동안 유지한 사람이 11명에 달하여 높은 치료 순응

도를 보여주었고, 심각한 합병증은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술을 받은 환자수가 11명으로 적었고, 2명은 총 체중 

감량률이 5% 미만이므로 어떠한 환자에서 위풍선 치료가 더 효

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술 

6개월 후 환자의 콜레스테롤, 공복 혈당, 혈압 등에서는 의미 

있는 호전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것은 적은 환자수와 짧은 추적 

관찰 기간 때문일 수 있다.

요약하면, 비만 치료를 위하여 11명에게 삽입한 위풍선은 단

기간의 유의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장기적으

로 체중 감량 효과가 유지되는지와 대사성 질환과 관련된 지표

들이 호전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풍선 삽입술을 포함한 내시경 비만 치료들이 효과적

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상자의 범위와 시술 합병증

에 대한 대처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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