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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남성갱년기는 혈중 남성호르몬이 350 ng/dL 이하이면서 갱년기 관련증상이 있을 때 진단할
수 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정하는 남성갱년기의 증상은 체모감소(수염감소),
근육량의 감소, 성욕감소, 발기력감소 등이 있는데, 이러한 증상을 호소할 때, 남성호르몬의 측
정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비뇨의학과 학회에서는 상기 증상뿐만 아니라 업무능률의 저
하, 운동능력의 저하, 피로, 비만, 인지력저하, 집중력저하, 기억력저하, 우울감 등의 고령에서
보일 수 있는 전반적인 사회적, 신체적, 정신신경학적 퇴행 증상들을 갱년기 증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유럽, 국제 성의학회등 대다수의 학회에서는 성기능감소, 비만, 당뇨, 근육량
감소(sarcopenia), 골밀도감소(또는 골다공증), 원인불명의 빈혈, 만성 스테로이드 사용자, 우울
증 등에서는 남성호르몬을 측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1].
남성갱년기로 진단이 된다면,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을 시도하기 전에 환자와의 긴밀한 면담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남성호르몬 수치가 매우 낮은 수준(200 ng/dL)이 아닌 경우,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제형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복약 순응도도 달라
질 수 있으며, 증상 조절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testosterone enanthate는 근육주사제로
반감기가 5일 정도이고 약 2주 내외로 남성호르몬 혈중 치료농도를 유지시킨다. Testosterone
undecanoate 역시 근육주사제이나 반감기는 90일 정도이고 10주~12주 동안 혈중 치료농도를 유
지한다. 상기 두 주사제의 가격은 20배 내외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병원에 방문하는 횟수나, 혈중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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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변화의 폭이 차이가 나므로,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는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겠다.
남성갱년기의 유병율은 연구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보통 50대 10~15%이고 10년마다 10%
의 유병율 상승이 관찰된다 [2]. 따라서 중년기나 노년기 남성의 갱년기환자에서 호르몬 보충요
법은 호르몬 보충요법이 잠재적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험요인이 없는 한 주저할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본 글에서는 어떤 요인들이 호르몬 보충요법과 관련하여 위험요소들로 인식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요인들은 정말 위험요소가 맞는지 그 근거를 확인해야 하겠다. 이를 통해 정확
한 사실을 인지하고 진료에 활용해야 한다.

2. 본론
남성갱년기에서 호르몬 보충요법을 시작할 때 가장 논쟁거리가 되었던 핵심적인 사항은
1) 심혈관계에 대한 영향, 2) 전립선에 대한 영향, 3) 임신에 대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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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심혈관계에 대한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의 안정성 고찰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이 심혈관계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을 줄 수 있다는 근거는 2013년 Vigen 등이 JAMA에 논문을
발표하면서 부터이다 [4]. 이 논문이 발표되고 미국 식품의약국은 즉각적으로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의 심혈관계에 대
한 경고문을 발표하였고, 이후 모든 남성호르몬 제제에 심혈관계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이 문헌은 후향적 차트리뷰에 의거한 것으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관상동맥조영술과 남성호르몬 농도를 검사한
모든 재향 군인 23173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이중 8709명이 최종 등록되었다. 결과적으로 남성호르몬 보충요법
을 받은 사람(치료군)은 1223명, 그렇지 않은 사람(대조군)은 7486명이었는데, 다른 인자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치료
군의 부작용 발생율은 10.1% (123명), 대조군의 부작용 발생율은 21.2% (1587명)으로 나왔지만 50여가지의 다른 인
자들을 고려하고 난 후 Kaplan-Meier 분석에 따른 부작용의 누적발생율을 계산한 결과 치료군의 부작용 발생율이
25.7%, 대조군은 19.9%로 역전되었다. 이에 많은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논문의 오류들을 지적 하였다. 첫
째, 아무리 50 종류의 교란인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치료군에서 부작용 발생율이 통계적 처리 후 2.5배 이상 높
아질 수 있는가?, 그렇다면 치료군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1100명(1223명 - 123명)중 다수의 환자들이 50여 종
류의 다른 교란인자로 인해 통계적으로 제거되었다는(즉,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적어졌다.) 말이다. 그
러나 저자들은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주장을 제시하지 못했다. 둘째, 제외기준(exclusion criteria)에서 심혈관 부작용
이 있은 후 남성호르몬을 투여 받은 환자를 제외했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이 환자들의 경우, 남성호르몬 보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므로, 대조군의 부작용 발생율이 증가하여야 한다. 셋째, 63%의 환자에서 패치를
처방받았는데, 한번만이라도 처방받았다고 하더라도 남성호르몬 치료군에 포함되었다(단 몇 회의 패치 처방으로 남
성호르몬의 혈중농도를 의미 있게 높이고 이로써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믿기는 어렵다.). 치료군의 17.6%는 한
번만 처방받은 환자이다. 넷째, 치료군의 평균 치료 후 남성호르몬의 혈중농도가 332.2 ng/dL 였다. 이는 European
Urology Guideline, International Society for Sexual Medicine Guideline, Endocrine Society Guideline에서 제시하
는 목표농도에 훨씬 못 미치고 오히려 갱년기 진단기준에 포함될 정도의 저조한 수치이므로, 불충분한 치료였다. 다섯
째, Endocrine Society Guideline에서는 남성호르몬 혈중농도가 150 ng/dL 이하의 경우 뇌하수체에 대한 검사가 필
요하다고 권고되어 있는데, 이 환자들에 대한 조사(work-up)이 없다. 여섯째, 재향군인을 대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이
므로 선택오류가 발생했을 소지가 매우 높다. 일곱째, 헤마토크리트(Hematocrit)의 변화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여기
에 포함된 많은 환자들이 이미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예, 흡연, 고령, 당뇨, 고혈압, 고지혈
증, 수면무호흡증 등), 이런 환자들에서 헤마토크리트가 상승할 소지는 충분히 있으나, 이에 대한 고찰이 없었다. 즉 헤
마토크리트가 높았던 군에서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을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은 매우 감소했을 것
이다. 여덟째, 평균적으로 호르몬 보충요법이 치료군에서 1년간 이루어졌었다. 이는 비교적 단기간 치료이므로, 치료
군에서의 심혈관 합병증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아홉째, 치료군에서 남성호르몬의 기저치가 175.5 ng/dL 였고 대조군
에서 206.5 ng/dL 였는데, 남성호르몬의 기저치는 사망률과 역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고려했
어야 한다. 즉, 애당초 치료군의 mobidity 와 mortality가 더 높은 것이었다.
Shores 등은 약 4년간의 관찰연구에서, 남성갱년기 환자에서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을 시행한 398명과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을 시행하지 않은(대조군) 633명을 관찰하였을 때, 연간 100명당 치료군에서 3.4명의 사망률을 보인 반면,
대조군에서는 5.7명의 사망률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5]. Muraleedharan 등은 당뇨가 합병된 남성갱년기 환자 581
명을 대상으로 5.8년간의 관찰연구를 시행하였는데,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2배 이상의 사망률
증가를 확인하였다 [6]. 현재, 대부분의 메타분석이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은 심혈관계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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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는 것이 지배적이며, 오히려 남성호르몬의 혈중농도가 낮은 경우 심혈관 합병증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최근 6개월 이내에 협심증을 앓았다면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은 유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
견이다. 심혈관질환과 관련하여 진료시 주의를 요할 점이 있다면, 반드시 혈중 헤마토크리트를 최소 6개월마다 모니터
링하여 5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2. 전립선에 대한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의 안정성 고찰
1941년도에 찰스 허긴스(Charles Huggins)는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이 전립선암을 활성화시킨다고 보고하여 1966
년도 노벨상을 탔다 [7]. 그의 명언, “불에 기름 붓기(pour gasoline on the fire)”는 50년 이상 명언으로 남아 있었다.
그의 연구는 전이성 전립성암을 앓고 있는 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대상자 모두 고환을 적출하였다. 이 상
태에서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을 했을 때, 고환 적출 후 감소된 혈중 포스파타제(phosphatase)가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이 연구는 현시점에서 볼 때, 거세수준의 남성호르몬 수치(castration level)가 전립선암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매우 중요한 업적임에 틀림없다. 이로 인해, 현재에도 전립선암에서 남성호르몬 억제요법(androgen deprivation
therapy)은 많은 환자들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50년 이상동안, ① 남성호르몬이 전립선암
을 유발할 수 있다거나, ② 남성호르몬의 감소가 전립선암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③ 남성호르몬 보
충요법이 전립선비대증을 유발 및 악화시킨다는 미신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했다. 전립선에 존재하는 남성호르몬
수용체는, 거세수준의 남성호르몬 혈중농도에서는 남성호르몬의 투여에 민감하게 반응하더라도, 남성호르몬 혈중농
도가 일정수준(150~240 ng/dL)이 되면 모두 포화되어 이후 투여되는 남성호르몬에 대해 전립선의 반응이 거의 없다.
따라서 혈청전립선항원(PSA: prostate specific antigen)의 증가는 미미하거나 없고, 전립선의 크기는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이를 전립선의 포화 이론(Saturation theory)라고 한다 [8]. 이 가설은 최근 10년간 수많은 무작위 대조군 시험
을 통해 입증이 되었고, 이제는 전립선암 발생이나 전립선비대증 등에 대해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에서 남성호르몬 보
충요법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 다만,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는 현재 전립선암의 증
거가 없어야 하고(PSA 증가가 없고 변연부 양성이 없을 때, 수술 전 병기가 T1~2이면서 Gleason score가 7점 이하일
때), 수술 1년 이후에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남성호르몬은 전립선암의 발생과는
무관하고, 남성호르몬이 아주 낮은 수준이 아니라면 전립선암의 성장이나 전립선비대증의 악화와는 무관하다.
재미있는 사실은, 남성호르몬은 바소프레신에 대한 신장의 반응을 최대화 하고, 방광의 유순도를 증가시켜 방광의
저장증상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있다 [9]. 그러므로 하부요로증상, 특히 저장증상에 대한 치료에서 남성갱년기 여부
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흔히, 남성갱년기가 배뇨장애와 성기능장애와 동반되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라도 전립
선과 관련된 폐색증상이 있고, 전립선비대증이 심한 경우, 5알파환원효소억제제(5ARI: 5 alpha-reductase inhibitor)
와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을 함께 병용해 볼 수 있다. Page 등은 전립선 크기가 30g 이상인 남성갱년기 환자를 대상으로
5ARI를 남성호르몬 보충요법과 함께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 전립선 크기의 의미있는 감소와 동시에 하부요로증상의
의미있는 감소를 확인하였다 [10]. 그러므로, 남성갱년기 치료가 전립선비대증 환자에서 유보되어야 할 근거는 없다.

2.3. 임신에 대한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의 안정성 고찰
가족계획이 있는 환자 또는 비교적 젊은 환자에서는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을 시행할 때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
요하다.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을 시행하면,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인해 뇌하수체의 성선자극호르몬(LH, FSH)의 분비가
감소된다. 따라서 고환내의 Leydig 세포로의 LH자극의 감소가 발생하고, Sertoli 세포로의 FSH자극의 감소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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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곧 고환 내의 남성호르몬 감소 및 정자형성과정 감소로 이어지고, 고환의 위축이 진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
정은 남성호르몬 주입이 중단된다면 1년 이내에 90%가 회복된다 [11]. 최근에는 고령의 남성이 가임여성과 결혼하거
나, 재혼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으므로, 진료할 때 반드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설명과 기록이 필요하다. 겔이나 크림제제
는 접촉이나 사물을 통해 전파가 쉽게 일어나므로, 처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되도록 패치, 주사제, 경구제를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한다. 만약, 가족계획이 있는 환자가 갱년기증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면, hCG 피하자가주사 요법을 주
3회 시행 할 것을 권장한다. 이때 남성호르몬이 치료수준(450~600 ng/dL)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긴 반감기를 가지는
Testosterone undecanoate을 병용투여 하는 것이 좋겠다. 주기적으로 FSH와 testosterone을 포함하여 정액검사를
하면, hCG 용량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Clomiphen (50 mg 또는 그 이상)을 hCG 피하자가주사 대신에 복용해 볼 수
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결과가 필요하겠다.

3. 결론
심혈관계합병증과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암의 발생 등은 갱년기환자에서의 호르몬 보충요법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
기 어렵다. 단, 갱년기환자에서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헤마토크리트가 높지 않은지, 최근 심
혈관계 증상악화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겠다. 전립선암의 위험요소(PSA의 상승, 전립선암의 가족력)가 있다면 충분한
설명과 기록을 한 후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아울러,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가족계획이 있는지를 환자에게 확인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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