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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성호르몬 농도는 감소하게 되는데, 남성호
르몬 농도의 감소는 체지방률, 허리-엉덩이둘레 비 및 복부둘레가 증

총 남성호르몬 농도의 변화를 관찰하기에는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
던 것으로 생각된다.

가하고, 근육량이 감소하는 상관관계를 보이게 된다. 본 연구는 이

독자투고에서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비만 여부에 따른 남성호르몬

렇게 알려져 있는 남성호르몬과 비만지표들의 관계를 연령대별로 나

농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에 대해서는 위에 언급하였듯이

누어 살펴보았을 때 그 연관성이 연령대별로 혹 다르게 나타나지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남성호르몬 농도가 감소할수록 비만지표들의 유

않는지를 알아보고자 시행한 연구였다.

의한 변화들이 보고되었고, 본 연구의 목적은 비만 여부에 따른 호르

1,2

총 남성호르몬(total testosterone)은 약 43%가 성호르몬결합글로

몬변화를 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비만지표와 남성호르몬의 연관성이

불린(sex hormone binding globulin, SHBG)에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

연령대별로 관찰하였을 때 그 연관성이 어떠한 지를 살펴 본 것이라

실제로 생활성을 할 수 있는 남성호르몬(bioavailable testosterone)은

본 연구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지 못해 추후 질의해주신 부분을

57% 정도로 그중 55%가 알부민에 약하게 결합되어 있고 나머지 2%

참조로 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추가로 만성질환 유

만이 유리 남성호르몬(free testosterone)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이

무에 따른 보정은 매우 중요한 지적 사항으로 보이며 실제로 본 연구

증가하게 되면 SHBG가 증가하게 되어 결국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

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와 고령에서 총 남성호르몬과 대부분의

는 생활성이 가능한 남성호르몬 농도가 감소하게 된다. 결국 연령증

비만지표들이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는데 만성질환에 많이 이환될 수

가에 따른 남성호르몬 감소의 신체변화는 생활성이 가능한 남성호르

있는 고령대의 경우는 이를 고려한다면 다른 결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몬 감소가 주 원인으로 실제로 총 남성호르몬의 감소는 연령변화에

추가연구가 필요하겠다.

3

그리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독자투고에서 질의

마지막으로 질의된 독자투고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 의하면 비만

해 주신 본 연구에서 연령에 따라 유리 남성호르몬의 농도 감소는 관

여부와 상관없이 연령증가에 따라 남성호르몬이 감소되면 이에 대한

찰되었으나 총 남성호르몬의 농도 감소가 관찰되지 않는 이유는 총

되먹이 기전으로 황체호르몬이 증가되는데, 그 평균값이 비만한 경

남성호르몬 농도는 유리 남성호르몬과 비교하여 연령에 따른 감소 정

우, 남성호르몬 농도가 비만하지 않은 경우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적은 편이라 156명이라는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연령에 따른

황체호르몬 또한 낮은 수치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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