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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은 순환하는 성호르몬의 혈청 수준, 분비패턴, 제거속도 등과

한 남성 성선기능저하증 환자에서는 체지방이 증가할 뿐 아니라 대사

연관성을 보인다. 경·중 정도의 비만 남성에서 총 테스토스테론의 변

증후군의 다양한 임상양상을 보이는데11,12, Laaksonen 등8,9의 연구

화는 성호르몬 결합글로불린(sex hormone binding globulin, SHBG)

에 의하면 낮은 혈청 테스토스테론 농도는 남성에 있어서 대사증후

의 변화 때문이다. SHBG는 비만 정도와 반비례하는데 유리 테스토스

군 발생 예측의 독립적인 인자라고 보고하고 있다.

테론 농도는 정상을 유지한다. 비만은 고인슐린혈증을 야기하고 간

Lee 등13의 ‘연령별 남성호르몬 농도와 비만지표들과의 연관성’ 연

에서 SHBG 생산을 억제하지만 노화의 경우는 SHBG가 증가한다. 나

구에서는 남성호르몬과 비만지표들인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체지방

이든 남성에서 총 및 유리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다. 이런 변화는 동

률뿐만 아니라 CT검사를 시행하여 피하지방면적과 내장지방면적을

반질환, 비만 정도, 신체활동, 흡연 및 SHBG 증가와 연관이 있다. 연령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남성호르몬과의 연관성과 그리고 이러한 남성

증가에 따라 남성호르몬 농도(testosterone)의 결핍상태를 후발성 성

호르몬과 다양한 비만지표들 사이의 연관성을 연령대별로 나누어 분

선기능저하증(late-onset hypogonadism, LOH)이라 명명하고 , 연령

석하였다.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모든 연령대에서 총 남성

의 증가에 따라 유리 테스토스테론 농도는 1년에 약 1.2%씩 감소하고

호르몬의 농도가 낮을수록 비만지표가 증가하는 음의 연관성을 보여

알부민과 결합된 테스토스테론 농도는 1년에 1.0% 감소 하며, SHBG

주었고, 내장지방면적과 피하지방면적 각각 모두가 전 연령대에서 총

는 1년에 1.2% 증가하여 총 테스토스테론 농도는 매년 0.4%씩 감소한

남성호르몬이 증가할수록 면적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학

다. 실제로 총 남성호르몬 농도(testosterone)를 기준으로 진단하면

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그룹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

후발성성선기능저하증의 발생률은 60세 이상에서 20%, 70세 이상에

(35-44세 그룹)와 고연령대(65세 이상 그룹)에서 관찰되었다. 연령그

서 30%, 80세 이상에서는 50% 정도 발생한다. 남성에서 이러한 혈중

룹에 따라 특별한 농도의 경향변화를 보이지 않는 총 남성호르몬의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는 근육량의 감소, 복부 비만, 인슐린저항성의

경우는 비만지표들과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증가를 비롯한 대사증후군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 혈중 테스토스테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감소하는 유리 테스토스테론 농도는

론 농도가 대사증후군의 각 요인들에 대한 위험도와 연관성이 있다는

비만지표들과의 상관성이 유의한 경우가 총 테스토스테론 농도보다

단면적 연구 결과들 외에도, 일부 전향적 코호트 연구들은 비만, 인슐

적었다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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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저항성,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대사증후군, 그리고 심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을 통한 체형변화의 효과는 최근 고령의(65-

혈관 질환 및 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소들에 대한 독립적인 발생 예측

78세) 남성에서 6개월간 하루 50 mg의 DHEA를 투여했을 때 내장지

지표로써 혈청 테스토스테론 농도의 유용성을 제시하고 있다.

방, 피하지방의 감소 및 인슐린 저항성이 호전되었고14 국내에서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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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성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은 남성에게 12개월간 남성호르몬

Schouw YT. Endogenous sex hormones and metabolic syndrome

을 투여한 결과 제지방 근육량이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호전된

in aging men. J Clin Endocrinol Metab 2005;90:2618-23.

연구보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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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TP, Salonen R, et al. Sex hormones, inflammation and the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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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체질량지수 및 허리둘레가 유의하게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젊

HA. Low levels of endogenous androgens increase the risk of ath-

은 연령대 및 고령에서는 체지방량, 내장지방면적 및 피하지방면적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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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여주어 연령별 남성호르몬 농도와 비만지표

Metab 2002;87:3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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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의 연관성이 존재함을 제시하였지만 추후 대규모 연구와 남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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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몬 투여 후 비만지표들에 변화를 알아보는 연구가 진행이 되면 남

en TP, Valkonen VP, et al. Testosterone and sex hormone-b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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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ulin predict the metabolic syndrome and diabetes in mid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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