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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환경에서 테스토스테론보충요법의 진료지침이 필요

내분비학회는 ISSAM과 달리 처음부터 남성갱년기라는

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발표된 국제학회의 공식 진료지

개념보다는 남성호르몬(androgen) 결핍증후군으로 정의

침은 크게 4가지이다. 2002년 국제갱년기학회 (ISSAM;

하고 혈중 테스토스테론의 진단기준치도 성선기능저하증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the Aging

에 준하는 엄격하고 보수적인 내분비과적 입장을 유지하

Male)는 후기발현성선기능저하증환자의 진단과 치료 및

고 있다. 2015년 국제성의학회는 테스토스테론 결핍환자

추적에 관한 최초의 국제학회차원의 공식권고안을 발표

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성학회 입장의 국제자문회의의 권

하였고 이후 2015년까지 3회의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특

고안을 출간하였는데 이는 국제갱년기학회의 권고안과 유

히, 남성갱년기는 질환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사한 점이 많다. 가장 최근 미국비뇨기과학회도 테스토스

의 의견이 필요하므로 ISSAM은 국제학회의 전문가들과

테론 결핍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관한 논란과 상관없이 테스토스테론 보충요법은 혈중 테

개정과정을 함께하면서 다양한 학회의 공식학술지에도 출

하였는데 기존의 권고안들과 달리 최근의 주요 관심사에

스토스테론치의 저하와 함께 테스토스테론 부족증상이 있

간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자 하였다. 2006

관해서는 환자와의 상담요령에 관해 기술이 되어있다. 우

는 환자에게 시행되어야 하며 그 효과와 부작용에 관한 추

년 미국내분비학회 (Endocrine Society)는 성선기능저하

리나라에서도 ISSAM 2005년판을 우리 실정에 맞게 번역

남성호르몬은 남성으로 태어나면서 거치게 되는 분화,

적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실제 임상진료에

증환자에서 테스토스테론보충요법에 관한 진료지침을 발

한 한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며 2008년 개정판까지

발달 및 성장을 거쳐 일평생동안 남성으로 살아기위해서

서는 권위있는 학회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이 부작

표하였고 2018년까지 2회의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미국

소개하였다.

꼭 필요한 호르몬이다. 과거 남성호르몬에 대한 연구나 치

용을 피하면서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료는 이러한 남성의 분화 및 발달과정에 문제가 되는 일차

이다. 이에 본란에서는 그동안 발표되어왔던 각종학회의

성 성선기능저하증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근래에 들

공식권고안과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면서 최근까지의 개정

어서 남성의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남성갱년기를 비롯한

안에서 달라진 점과 학회별 차이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남성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고, 제약산업적 측

를 통해 실제 임상환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권고안을 사

면에서는 과거에 비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남성호르

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비뇨의학과

문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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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제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
여년간 남성의 평균수명은 급격히 증가하였고 90년대에

테스토스테론 보충요법의 권고안의 종류

남성성기능장애환자의 치료를 위해 안드리올, 테스토겔과
에나스테론이 도입되었고 2000년대 중반 네비도의 도입

일차성 성선기능저하증과 달리 남성갱년기 즉, 후기발

과 함께 대한남성갱년기학회가 활성화 된 이후 토스트렉

현 성성기능저하증의 경우 진단 및 치료에 관해 아직까

스겔, 악세론겔에 이어 최근에는 나테스토겔이 도입되었

지 확립된 정설은 없다. 테스토스테론보충요법에 관한 최

다. 미국의 경우,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테스토스테론

초의 임상진료지침은 90년대 후반 Dr. Morales 가 발표

사용량이 뚜렷한 이유없이 3배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

한 발기부전환자의 치료를 위한 전문가적 견해(Expert

러나, 2013년과 2014년 테스토스테론이 심근경색과 뇌경

Opinion)로 시작되었다. 90년대후반부터 2000년대에 걸

색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논문이 발표된 이후 2013년

쳐 간독성이 없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테스토스

부터 2016년까지 미국내의 테스토스테론 사용량이 줄었

테론제제들이 개발되었고 전세계적인 남성의 수명증가

다고 한다.

로 인해 후기발현 성선기능저하증환자에 대한 테스토스

이와 같은 테스토스테론 보충요법의 문제점이나 득실에
28

테론 보충요법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새로

발표기관

제목

출간 및 개정 연도

Expert opinio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screening
and monitoring male patients receiving
testosterone supplementation therapy.

1996

ISSAM

Investigation, treatment and monitoring
of late-onset hypogonadism in males.
Official recommendations of ISSAM.

2002, 2005, 2008, 2015

Endocrine Society

Testosterone therapy in men with
hypogonadism.

2006, 2010, 2018

ISSM

Diagnosis and treatment of testosterone
deficiency: Recommendations from the
fourth international consultation for
sexual medicine (ICSM 2015)

2015

AUA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testosterone deficiency.

2018

KOSAR

후기발현 남성성선기능저하증에 대한 2006 대한남성갱년기학회
호르몬치료 권고안

2006, 2008

ISSAM: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the Aging Male;
ISSM: International Society for Sexual Medicine;
ICSM: International Consultation for Sexual Medicine; AUA: American Urological Association.
KOSAR: Korean Society for Aging Male Research (Later, Korean Society for Men’s Health &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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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면서 나타나는 테스토스테론치의 감소와 함께 연관

육체적, 정신적 증상군의 세가지 영역에 인지적 증상군을

된 증상이 함께 동반된 임상적 생화학적 증후군으로 정의

추가하여 증상별로 분류하고 있다. 내분비학회 권고안은

이러한 변화는 테스토스테론과 연관된 증상 설문지의

하였다. 2007년 Dr. Morales가 LOH보다 정확한 용어인

2006년부터 더 특이적인 증상 및 증후가 있는 경우에는

개발이 어려울 뿐 만 아니라 남성갱년기 증상 전체로 접근

지난 60여년간 테스토스테론결핍을 표현하는 용어나 정

TDS의 사용을 주장한 이후 2008년 ISSAM 권고안에서 후

테스토스테론치를 측정하여야 하고 덜 특이적인 증상 및

하는 것보다는 테스토스테론치의 저하와 연관이 있는 개

의는 다양하게 변해왔는데 ADAM(androgen deficiency

기발현성선기능저하증(LOH)과 함께 테스토스테론결핍증

증후에서는 측정을 고려할 것을 권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별 증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in the aging male)이나 PADAM(partial androgen

후군(TDS)을 혼용하였으나 2015년 개정안부터 LOH는 더

2018 AUA 권고안에서도 저 테스토스테론치와 연관된 증

여겨진다.

deficiency in the aging male)은 일부 환자들에게서 나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후 발표된 2015 ICSM

상 및 증후가 있는 경우에 테스토스테론치를 측정할 것을

타나는 이차성 성선기능저하증으로 테토스테론치의 감소

와 2018 AUA에서도 TDS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내분

로만 정의하는 생화학적 증후군이었다. 이후 남성의 수명

비학회는 특이적인 테스토스테론보다는 일반적인 안드로

이 점차 증가하면서 2002년 ISSAM은 후기발현 성선기능

겐을 선호하여 Androgen deficiency syndrome을 사용하

저하증 (LOH; late-onset hypogonadism)은 연령이 증

여 오던 중 2018년부터 성선기능저하증으로 변경하였다.

용어와 정의  

발표기관

제목

출간 및 개정 연도

Expert opinion

Andropause, Male climacteric, Male menopause
Androgen decline in the aging male (ADAM)
Partial androgen decline in the aging male (PADAM)

Before official guideline

ISSAM

Late onset hypogonadism (LOH)

2002, 2005, 2008, 2015

Testosterone deficiency syndrome (TDS)

2008, 2015

Hypogonadism or TDS in adult men

2015

Androgen deficiency syndrome

2006, 2010

Hypogonadism in adult men

2018

ISSM

Testosterone deficiency syndrome (TDS)

2015

AUA

Testosterone deficiency syndrome (TDS)

2018

Endocrine Society

발표기관

권하고 있다.

임상증상 진단법 및 설문지

출간 및 개정 연도

Saint Luis ADAM questionnaire
Aging Male Symptom (AMS) Questionnaire; sexual,
somatovegetative, psychological

2002, 2005

AMS & ADAM are not specific

2008, 2015

Sexual symptoms, nonsexual symptoms, & signs

2015

Endocrine Society

Measure testosterone in more specific symptom & sign
Consider measuring testosterone in less specific symptoms &
signs

2006, 2010, 2018

ISSM

Sexual, physical, psychological, cognitive symptoms

2015

AUA

Symptoms associated with low testosterone
Signs associated with low testosterone

2018

ISSAM

ISSAM: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the Aging Male; ADAM: androgen deficiency in aging male;
ISSM: International Society for Sexual Medicine; AUA: American Urological Association.

ISSAM: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the Aging Male;
ISSM: International Society for Sexual Medicine;

테스토스테론의 대사 및 분포를 고려할때 생체이용가능

핍증후군의 진단기준치도 학회에 따라 다른데 ISSAM과

성이 가장 높은 유리 테스토스테론과 알부민과 결합된 테

ISSM은 Total Testosterone 350ng/dL을 기준으로 하고

스토스테론을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를 정확히

보다 보수적인 내분비학회와 AUA는 Total Testosterone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오전에 2회이상 반복 측정한

300ng/dL 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진단기준의 불

AMS설문지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2008년 개정안에서부

총 테스토스테론을 사용하고 있지만 SHBG가 증가되어 있

확실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검사실이나 방법에 따른 차이

터 이러한 설문지는 테스토스테론결핍에 특이적이지 않으

는 경우에는 총테스테론치도 부정확하므로 유리 테스토스

도 있으므로 동일한 검사실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

므로 더 이상 사용을 권하지 않고 있다. 2015 ISSAM은

테론치를 계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이와 같이 테스

고 애매한 경우에는 반복 시행하는 것이 좋다.

ISSAM은 2002년 권고안 발표시에는 7가지 대표적 증

성적 증상 및 증후와 성적인 것이 아닌 경우로 나누고 있

토스테론치의 측정상의 문제점이외에도 테스토스테론결

상을 제시하였다가 2005년 개정안에서는 ADAM이나

고 2015 ISSM은 AMS 설문지에서와 같이 여전히 성적,

ICSM: International Consultation for Sexual Medicine; AUA: American Urological Association.

테스토스테론 결핍 증후군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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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테스토스테론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좋다. 또한,

전립선 안전도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중의 하나이기 때문

테스토스테론 보충요법을 중단하여도 조정기능이 정상적

에 TRT에서 비뇨기과 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으로 회복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

15년간 TRT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TRT의 장기부작

다. 최근 TRT가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인다는 논문 때문에

용을 말하기에는 아직도 더 많은 기간의 경험이 필요하다.

TRT의 심혈관계 위험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 발표된

이와 같이 테스토스테론보충요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논문의 문제점으로 인해 TRT가 심근경색의 위험을 증가

권고안은 계속되는 사용 경험과 축적된 자료를 통해 지속

2015

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오히여 테스토스테론

적으로 개정되어 나갈 것이다. 테스토스테론 보충요법에

TT < 300 ng/dL or free T < 5 ng/dL

2006

치가 낮을 경우 심근경색, 뇌경색, 등 중대한 심혈관계 합

관심이 있는 의사들은 누구나 기존에 발표된 권고안이나

TT < 280–300 ng/dL or free T < 5–9 ng/dL

2010

병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체질량지수가 높

가이드라인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의사와 환자 모

TT < 300 ng/dL or free T < 5 ng/dL

2018

고 테스토스테론치가 낮을 경우 심혈관계 합병증의 위험

두를 위한 길이다. 또한, 새로운 개정안에도 항상 주시하

ISSM

TT < 350 ng/dL (12 nmol/L)

2015

성이 높아지므로 비만환자는 TRT시 체중감소를 같이 하

고 임상진료시에는 이런 권고안을 참고로 환자에게 충분

AUA

TT < 300 ng/dL

2018

는 것이 좋다. 또한 TRT가 정맥색전증을 야기한다는 근거

히 설명하고 동의한 후 시행하고 철저한 추적관찰을 하여

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TRT가 전립선비대증

야 한다.

발표기관

진단 기준치

출간 및 개정 연도

Expert opinion

Total T (TT) or free T below the lower limits of normal

Before official guideline

TT < 231 ng/dL (8 nmol/L)
TT: 231–346 ng/dL (8–12 nmol/L) or free T < 52 pg/mL

2002, 2005

TT < 230 ng/dL (8 nmol/L)
TT: 230–350 ng/dL (8–12 nmol/L) or free T < 52 pg/mL, SHBG

2008

TT < 350 ng/dL (12 nmol/L) or free T < 65 pg/mL

ISSAM

Endocrine Society

환자의 하부요로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전립선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은 최근의 연구결과에서 그렇지 않은 것

테스토스테론 보충요법의 평가

욕, 성기능, 근육기능과 전신지방 등은 보충요법 3-6개월

으로 밝혀지고 있다. 전립선암수술로 완치된 환자에서 잔

후 효과가 나타나고 골밀도의 향상에는 2년정도가 필요하

존 암의 증거가 없고 술후 PSA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 최근 수명의 증가와 함께 테스토스테론 특이적 성적

TRT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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