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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만은 이제 단순하게 체중이 증가된 현상이 아닌 하나의 질환이며, 이의 치료는 많은 성인병을 감소시킬 수 있
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비만의 원인으로 고열량을 가진 서구적 식이나 운동의 부족이 중요하지만, 노화나 이
와 연관된 호르몬의 감소 또한 중요하다. 노화의 진행에 따라 발생되는 성장호르몬의 감소나 성호르몬의 감소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체중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성호르몬의 감소에 따른 체중의 증가여부와 성호르몬의
보충치료에 따른 체중의 변화를 여러 논문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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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균 약 250그램의 체중이 증가된다고 보고하였다.

론

2)

그러나

청․장년기에 발생하는 비만의 원인이 주로 식이와 운동의
비만은 제2형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골관절염, 비만과

불균형이 가장 큰 원인이라면, 노인에서는 식이와 운동의 불

관련된 몇 가지 종류의 암과 대사증후군, 심지어는 불임에

균형 외에도 호르몬의 변화, 즉 성장호르몬이나 성호르몬의

이르기까지 많은 건강적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

변화가 체중의 증가에 한 원인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성장호

1)

이다. 비만의 원인은 운동량의 감소, 칼로리가 높은 서구화

르몬의 분비 감소로 인한 성장호르몬 정지기(somatopause)와

된 식이 습관, 임신, 수면의 부족, 약물의 복용 및 쿠싱병 등

성호르몬의 감소로 인한 여성갱년기(menopause)와 남성갱

과 같은 질환에 의한 비만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청․장

년기(andropause) 등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비만을 초래

년층의 비만이 만성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것과 같이 소아

3)
하는 원인이 되어 , 비만이 원인이 되는 대사증후군, 고지혈

에서의 비만 또한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성인형 질환의

증, 제2형 당뇨병, 동맥경화,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이나 조

원인이 되기에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과 같이, 노인에서의

절의 실패에 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저자는 노인 비

비만 역시 급격한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장수를

만의 여러 원인 중 한가지인 성호르몬과의 관계에 대하여

방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나이가 들어 체중이 증

알아보고, 성호르몬의 감소와 이에 따른 체중의 변화, 이의

가되는 노인의 비만도 다른 연령대의 비만처럼 그 원인이

병태생리학적인 기전, 성호르몬의 보충에 따른 체중 감소

신체활동의 감소와 기초대사량의 감소에 기인하여, 제지방

여부 등을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량(lean body mass)이 줄고 체지방량(body fat mass)이 늘
어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많은 성인병의 발생과 가지고

노화와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비만

있는 성인병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노인에서는 이러한
원인으로 1년에 남자에서는 평균 160그램이, 여자에서는 평

노화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현상이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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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따라 호르몬의 변동이 동반되기에 노인에서의 체중변

효과를 미치는가를 따져 성호르몬과 비만의 관계를 가늠해

화를 노화에 의한 현상인지 호르몬의 감소에 의한 현상인지

보려고 한다.

를 따로 살펴보기란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근육량의 감소, 골량의 감소, 체모의 소실,

여성호르몬과 비만

성기능의 약화는 운동량의 급속한 감소와 기초대사량의 감
소의 원인이 되어, 제지방량의 감소와 체지방량의 증가를

여성호르몬은 여성에서 초경의 시작과 함께 증가하기 시

초래하여 남성에서는 사과형, 여성에서는 서양배모양으로

작하여, 폐경이 되는 50세 경에 이르기까지 분비되다가 폐

체중을 증가시킨다. 노화에 따라 진행되는 성장호르몬의 정

경과 함께 급속히 감소된다. 여러 역학조사에서 여성호르몬

지기, 성호르몬의 정지기, 부신 호르몬의 정지기 또한 비슷

이 급격히 변하는 폐경기 동안의 체중변화에 관하여 보고하

한 모양새의 체중변화를 보여준다. 성장호르몬은 감소는 근

였다. 16세에서 84세의 인구를 대상으로 체질량지수를 조사

육량을 감소시키고, 복부지방량을 증가 시키는 원인이 되며,

한 스웨덴 역학조사에서 폐경기가 시작되는 연령층인 45에

성호르몬의 감소 또한 복부지방의 증가와 근육의 위축을 가

4)
서 54세 구간에서 체질량지수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 우

리나라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폐경을 전후한 45세를

져오게 된다.
즉 노화는 그 자체로서 체중의 증가를 초래할 뿐만 아니

기점으로 60세 말까지 비만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라, 이에 부수되는 호르몬의 생산감소를 통해 체중을 증가

5)
을 보고하고 있어 (Fig. 2), 여성에서 폐경기를 중심으로 체

시켜 비만을 초래한다. 더욱이 노화에 따른 체중의 증가만

중 증가가 다른 연령에 비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으로도 호르몬의 생산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노

폐경기를 중심으로 한 체중의 급속한 증가는 일반적으로 노

화와 호르몬의 변화, 비만을 서로 떼어내어 어느 한가지만

화에 따른 체중의 증가보다 증가 폭이 커 호르몬의 부족이

의 효과를 특정적으로 따지기는 불가능하다(Fig. 1). 단지

체중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폐경을 중

청․장년기에 발생되는 성호르몬의 부족이 체중에 어떠한

심으로 지방의 분포도 또한 여성형에서 남성형으로 변화되

영향을 미치는가, 부족한 성호르몬의 보충이 체중에 어떠한

고 이에 따라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폐경 전보다 급속하

Fig. 1. Correlation between aging, hormonal pause and obesity.

Fig. 2. Prevalence of obesity according to age groups in Korean women and men from 1998 to 2007 by report from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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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증가된다는 보고는 여성호르몬의 급격한 감소가 체중의

사량에 영향을 미치는 렙틴 등이 있다.

증가와 이에 따른 이차적 질환의 유병률을 증가시키는데 큰

는 여성호르몬 수용체에 의한 효과는 이차전령인 고리에이

6)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세포막에 존재하

엠피(cAMP)를 이용한 전달계와 포스포이노시톨을 이용한

폐경기 이후 체중이 증가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여

전달체계를 통하여 여성호르몬에 반응하는 리파아제의 분

성호르몬의 부족과 지방세포 간의 관계에 관하여는 아직 잘

비나 아지방세포(preadipocyte)의 분화에 관여한다고 알려

알려져 있지 않지만, 폐경에 따라 증가되는 체중 변화의 원

져 있다(Fig. 3).

인을 신체활동의 감소와 안정시의 기초대사율의 감소로 인

여성호르몬의 분비장애로 인한 체중 증가에 대한 여성호

한 에너지 소비의 감소로 설명을 하고 있다. 폐경 이후 가장

르몬 치료의 효과는 대개의 연구에서 체지방량을 감소시키

중요한 변화인 기초대사율은 노화에 따른 변화와 정확히 구

고 복부 비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단기간의 여성

분하기는 어려우나, 여성에서 폐경이 생기는 나이인 50세를

호르몬 치료에 따른 체중변화를 살펴보면 21명을 대상으로

7)

기준으로 매년 2~3%씩 감소되며 , 이러한 기초대사율의 감

한 소규모 연구이기는 하나 비만한 폐경 후 여성에게 3개월

소는 제지방량의 감소와 월경 중지에 따른 황체기 에너지

간의 주기형 여성호르몬 치료했을 때 대조군에 비하여 의미

소비가 없어지는 것에 의한다고 한다. 폐경주변기의 나이에

있게 체중의 감소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폐경이 생긴 여성과 폐경이 생기지 않은 여성을 비교한 자

르면 에스트로겐 보충요법을 1년 동안 시행한 경우 시행 받

료에서 보면 알 수 있다. 폐경에 들어간 여성에서는 폐경에

지 않은 군에 비하여 체중 증가가 1~2 kg 더 적었다고 보고

들어가지 않은 여성에 비하여 제지방량의 감소와 기초대사

하였고

량의 감소를 보였으며, 신체 활동의 감소에 따른 에너지 소

키는데 이러한 기전으로는 폐경기에 보이는 체지방의 중심

비의 감소를 보여,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서 여성호르몬의

성 이동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Kohrt

감소 즉 폐경만으로도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

등은 폐경기 여성에서 에스트로겐 투여가 운동을 중단 경우

17)

16)

다른 연구에 따

여성호르몬 대체요법이 주로 복부 비만을 감소시

8)

발생되는 복부 비만을 예방한다고도 하였다.

18)

체중의 증가의 중요한 병태생리학적인 기전인 여성호르

호르몬의 체중에 대한 효과를 본 연구로는 초기 폐경 시부

몬에 의한 비만세포의 변화는 여성호르몬이 전사인자로 작

터 3년간 DEXA를 이용하여 체지방의 분포를 살펴본 것으

용하여 지방세포의 증식과 비대에 관여하는 직접적으로 유

로 대조군에서 점차적으로 체중이 증가된 것에 비해 여성호

전자를 전사를 증가시키거나, 세포막에 있는 여성호르몬 수

르몬의 치료 시에는 체중의 증가가 없었다.

다.

9)

10)

19)

장기간 여성

위에서처럼

용체 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효과 를 나타냄으로써 보여진

몇 자료에서 여성호르몬과 체중 사이에 의미 있는 변화가

다. 여성호르몬의 수용체인 에스트로젠 수용체, 프로제스테

생긴 보고들을 살펴보았지만, 보고에 따라 체중의 증가 혹

론 수용체가 지방세포에 존재하며, 지방의 분화에 필요한

은 감소, 변화 없음이 다양하게 있어 효과를 단적으로 설명

여러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위에 에스트로젠이나 프로제스

하기는 어렵다. 여러 보고를 모아놓은 메타분석을 보면 여

테론에 의해 유전자의 전사가 증가될 수 있는 반응 부위가

성호르몬의 치료에 의해 허리둘레는 약간 감소하거나 변화

있다고 한다. 여성호르몬에 의해 전사가 증가되는 유전자

가 없지만, 복부지방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보고가 많

들로는 순환되는 중성지방을 지방산으로 가수분해시키는

아 모두를 종합하였을 때 여성호르몬의 치료는 복부지방량

주된 효소인 아포단백질 리파아제(lipoprotein lipase)

11-13)

와

에 관하여는 의미 있게 감소시킨다고 한다(Fig. 4).

음식의 섭취 조절에 영향을 미치며, 체중의 조절과 기초대

여성에서 여성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인

Fig. 3. Scheme for Possible mechanism of sex hormone in adipoc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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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기를 전후하여 비만의 발생이 증가되었으며, 이러한 일

남성호르몬의 부족과 체중증가의 사이의 관계는 상호 간

련의 과정은 여성호르몬에 의해 이루어진 비만억제의 효과

에 영향을 준다. 체중의 증가는 많은 연구의 보고에서 알 수

가 폐경에 의해서 소실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 여

있듯이, 남성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킨다. 반대로 남성호르

성호르몬의 치료는 체중의 증가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져

몬의 감소를 보이는 성선기능저하증이 있는 환자는 나이가

올 수 있고, 또한 비만에 의해서 발생이 증가되는 제2형 당

같은 대조군 보다 체지방량이 증가되어 있었다. 지방량의

뇨병이나, 고지혈증,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등의 증가를 억

증가와 남성호르몬의 관계를 보면 남성호르몬의 감소는 지

제하는 효과를 줄 것이다.

방세포의 분화증가와 지방세포의 중성지방 흡수를 증가시
켜 지방량을 증가시키며, 지방량의 증가는 아로마타아제
(aromatase)의 활성을 높여 에스트라디올(estradiol)로의 전

남성호르몬과 비만

환을 증가시키고, 지방세포에서 렙틴, 전염증성 시토카인의
남성에서 남성호르몬의 부족과 비만도의 증가, 복부둘레
의 증가는 노화와 함께 진행되며(Fig. 2), 여성에서처럼 급

분비가 증가되어 남성호르몬의 감소를 더욱 조장하게 된다
(Fig. 5).

격한 성호르몬의 감소현상을 관찰할 수 없기에 그 관계를

성선기능을 저하시의 남성호르몬 치료에 따른 효과를 동

규명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정소를

물모델에서 살펴보면, 정소를 제거한 흰쥐에 남성호르몬을

제거한 동물모델이나, 남성호르몬을 지방세포에 처리함으로

투여하면 지방산의 분해 증가와 지방세포내의 베타-아드레

써 간접적으로나마 그 효과를 알아 볼 수 있다. 지방세포에

날린 수용체 증가로 인하여 체중의 감소를 보인다고 하였

는 남성호르몬에 반응하는 안드로젠 수용체가 존재하며, 이

다.

의 역할은 여성호르몬 수용체와 같이 직접적으로 유전자의

연구로서는 HIV에 감염된 환자의 경우 여러 복합적인 호르

전사를 증가시키거나, 간접적으로 세포막 수용체에 결합하

몬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복부비만이 특히 남성호르몬의 감

여 세포 내 2차 전달체계를 통하여 효과를 나타낸다.

소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이러한 환자에게 남성호

21)

젊은 사람에서 남성호르몬의 효과를 알아볼 수 있는

Fig. 4. Meta-analysis about weight reduction effect of estrogen (adapted from Salpeter SR et al. 200619)).

Fig. 5. Connection between fat mass and testoste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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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몬을 투여하면 위약을 투여한 군에 비해 전체 지방 양의

ABSTRACT

22)

감소(특히 복부의 피하지방 감소)와 제지방량이 증가한다.

Obesity and Sex Hormones

정상적인 성선기능을 가지고 있는 젊은 남자에게 전립선의
이상으로 생식샘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작용제(GnRH agonist)
를 투여하여 성선의 기능이 감소시킨 상태에서 20주간 남성

Obesity is not a simple condition which only concerns

호르몬을 25~600 mg까지 용량별로 보충하여 체중의 변화

weight gain, rather it is one of the major disease entities.

를 살펴본 결과, 보충 용량의 증가에 따라 체중의 감소폭이

Treating obesity will be the most effective way of

23)

증가되는 알 수 있었으며 , 비슷한 연구 모델을 노인 환자

reducing many types of chronic diseases including

에 적용한 경우에도 20주까지 남성호르몬 보충용량에 따라

hypertension, diabetes, atherosclerosis, cardiovascular and

더 많은 체중감소를 관찰 할 수 있었다.22) 노인에서 더 오랜

cerebrovascular diseases, and peripheral artery diseases.

기간 동안의 남성호르몬의 치료효과를 살펴 본 경우는 36개

The major cause of obesity is attributed to westernized

월 동안 패치를 이용하여 치료하면서 체중의 변화를 본 연

high calorie diet and exercise deficit, however the aging

구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체지방은 감소하고, 제지방 혹은

process and its related hormonal deficiency seems to be

24)

또한 비만한 중년 남

the more important factors among the elderly population.

성에게 남성호르몬의 투여는 복부지방량을 감소시킬 뿐만

Growth hormone deficiency along with sex hormone

아니라 대사증후군과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의 발생을 낮

deficiency, which each progresses with aging process, will

근육량의 증가를 관찰 할 수 있었다.

25)

이러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influence weight gain. In this

한 결과와 비슷하게 당뇨병, 심혈관 질환, 대사증후군이 있

review, articles on studies of whether sex hormone

거나 복부지방이 증가된 경우에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와 남

deficiency can affect weight gain will be reviewed and

성호르몬의 수치 감소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환자

also whether its replacement through treatment can help

에서의 단기간 남성호르몬의 사용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출

reduce weight.

출 수 있으며, 참살이의 느낌도 증가시킨다고 한다.

26)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아직까지 남성호르몬의 투여에
Key words: Sex hormone deficiency, Sex hormone

따른 체중의 변화와 지방량 감소에 대한 공통적인 연구 결
과는 없지만 최근 계속적인 관심이 있어 이에 대한 치료 효

treatment, Obesity

과도 조만간 밝혀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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