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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 설문지 검사를 이용한 성기능 장애 환자의 

腎氣丸 투여 10례에 대한 임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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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linical results of the 10  male climateric syndrome cases 
while treated with Singi-hwan. All patients were treated with Singi-hwan two times a days for 5 weeks. We 
checked testosterone, PSA in blood, HRV and AMS questionnaire score. The questionnaire score was improved 
after taking Singi-hwan. Stress resistance and autonomic nervous system activity is increased, but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except for ApEn. Taking Singi-hwan did not affect the serum concentration of 
testosterone, PSA and blood biochemical tests. The next placebo-controlled studies about late onset 
hypogonadism treated with Singi-hwan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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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남성 성기능 장애는 발기부전과 조루와 지루의 사정장애로 
구분되는 질환으로 최근 생활의 서구화 및 문화 개방으로 성기
능장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남성 성기능장애의 
대표적인 증후인 남성갱년기 또한 유병률이 증가되고 있는데, 
미국의 44에서 69세 사이 남성 중 증상이 있는 성선기능 저하증
의 유병률은 6%에서 12%로 보고되고 있으며, 매년 481,000명
의 새로운 환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 대한남성갱년
기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 50대 남성의 12%, 60대 19%, 
70대 28%가 갱년기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최
근 이러한 연령층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2).
    남성 갱년기 증후군은 남성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경험하
는 전형적인 증상과 혈청 테스토스테론 결핍을 동반하는 임상
적, 생화학적 증후군으로3), 남성 갱년기 증후군에서는 남성호르
몬의 점차적인 감소에 따라 성적 본능과 발기의 장애, 활력의 
저하, 우울증 및 빈혈, 근육량과 골밀도의 감소 등 특징적인 증

상과 징후가 동반된다4). 남성 갱년기 증후군은 노화로 인한 虛
勞증상과 연계된다. 노화로 생리기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변
화가 발생하는데, 내분비계의 성기능 저하와 더불어 심장 기능
과 근골격계 기능 저하가 나타난다5).
    남성 갱년기 증후군과 성기능장애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연구로는 주로 성기능 장애 및 발기부전을 주증으로 한 증
상에 대한 임상치험례 연구6-10)가 있었고, 남성 갱년기 증후군 
관련한 임상보고 1례1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발기부전, 성적 능력 감소 등의 남성 성기능 장
애 증상을 호소하며, 피로, 두통, 불면 등의 증상을 동반한 남성 
갱년기 증후군 의심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성기능 장애에 사용
하는 대표적인 방제인 腎氣丸을 투여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13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본원 남성 클리닉에 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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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5세 이상의 성기능장애를 호소하는 기혼 중년 남성 환자로
서, 6개월 이상의 성기능 장애 증상이 있고, 최소한 지난 6개월
간 한 명의 파트너와 안정된 이성애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 비아그라 등의 성기능 개선 양약을 6개월 이상 동안 복용하
지 않은 환자로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모든 환자에게 腎氣丸을 1일 2회, 5주간 복용하도록 하였
고, 과거력 청취 및 검사를 통하여 연령, 과거력, 양약복용 여
부, 내원 전의 성기능 장애 치료 여부, 성기능 장애 개선 양약 
복용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고, 腎氣丸 복용 전과 복용 5주째에 
남성 갱년기 증후군 설문지인 AMS 설문지 (Ageing Males‘ 
Symptoms Questionnaire) 검사와 혈액 검사, HRV(Hera rate 
Variability)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졌다. 

Table 1. The Composition of the Singi-hwan
약물명 학명 용량/pill(g)
熟地黃 Rehmannia glutinosa Lobosch. 1 g
山藥 Dioscorea japonia Thunb. 0.5 g

山茱萸 Cornus officinalis Sieb. et. Zucc. 0.5 g
五味子 Schisandra chinensis (Trucz.) Baill. 0.5 g
澤瀉 Alisma orientale Juzepzuk 0.3 g

牧丹皮 Paeonia suffruticosa 0.3 g
白茯苓 Poria cocos(Schw.) Wolf 0.3 g

Total 3.4 g

 1) AMS 설문지 검사 (Ageing Males‘ Symptoms 
Questionnaire)
    성기능 장애를 비롯한 주관적 증상 변화의 측정도구는 
Heinemann 등12)이 개발한 AMS 증상 점수표를 Daig등13)에 의
해 한국어로 번역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세 개의 하
위영역으로 구성되며 정신적 증상 5개, 신체적 증상 7개, 성적 
증상 5개,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없음 1, 
가벼움 2, 보통 3, 심함 4, 매우 심함 5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2) 혈액검사
    혈액 검사 중 일반화학, 혈중 testosterone, 전립선 항원 
검사를 시행했으며, 검사는 공복상태인 오전에 실시하였다. 혈액 
검사는 세명대학교 부속한방병원에 있는 생화학 자동분석기
(Cobas 8000 modular analyzer series, Roche Diagnostics, 
미국)를 사용하였다.
 3) 심박 변이도 검사(HRV)
    HRV 검사는 SA-6000(Medicore, Korea)를 사용하여 표준
화된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검사 전, 귀금속 제거, 센서 부착, 
자세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조용한 방에서 안락의자에 편
안히 등을 기대앉은 상태에서 검사가 이루어졌다. 검사는 오전
에 시행하였으며, 검사 전 최소 15분 정도 앉아서 안정을 취한 
후 검사를 시행하여, 단기 활동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였다. 또, 
간섭파장 없이 깨끗하게 일정한 모양의 그래프가 반복적으로 나
타나는지 확인한 후 5분간 측정하였다. 측정된 HRV parameter
는 시간 영역 분석(Time-domain methods)과 주파수 영역 분

석(Frequency-domain method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분석방법
    모든 통계처리는 SPSS version 10.0 for Windows(SPSS 
Inc., Chicago, USA)를 이용하여 시행하였으며. 측정치는 평균
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腎氣丸 복용 전ㆍ후의 각 혈액검사 
수치의 변화도와 설문지 점수의 변화를 유의수준 5%에서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p<0.05를 
통계학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결    과
1. 환자 분포
    연령대별 분포는 60대가 1명, 50대가 5명, 40대가 4명 이
었고, 환자 모두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과거력이 
없는 사람이 8명, 고혈압이 1명, 발기부전이 1명으로 나타났다. 

2. AMS 설문지 검사 결과
    환자 10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가 腎氣丸 섭취 후 
AMS 설문지 검사 총 점수가 감소하였고, 섭취 전후에 유의한 
차이(p<0.01)가 나타났다. 또한 AMS 설문지 검사 세부 항목인 
신체적, 정신적, 성적 점수도 감소하였고, 섭취 전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신체적, 정신적 점수 p<0.05. 성적 점수 
p<0.01).

Table 2. Change of AMS Questionnaire Score
Before After

Total AMS Questionnaire Score 32.60±9.43 23.60±7.35**
Physical Score 12.70±4.37 8.60±1.65*
Mental Score 8.80±2.45 8.60±4.65*
Sexual Score 11.10±3.63 8.30±3.80**

Values are mean±S.D. *:p<0.05,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with before. **: 
p<0.01,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with before.

Fig. 1. Singi-hwan on the total AMS Questionnaire Score. The total 
AMS Questionnaire Score after consuming Singi-hwan was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with the total AMS Questionnaire Scores before 
consuming Singi-hwan.(*:p<0.05, **:p<0.01)

3. 혈중 테스토스테론 및 전립선 항원 검사
    환자들의 腎氣丸 복용 전후의 혈중 테스토스테론 검사 및 
전립선 항원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고 腎氣丸 복용 전후에 유
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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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 of PSA, Testosterone
Before After

PSA 0.79±0.35 0.83±0.34
Testosterone 4.59±2.54 5.04±1.31

4. 혈액 검사 및 생화학 검사
    환자들의 腎氣丸 복용 전후의 혈액 검사 및 생화학 검사 결
과는 다음과 같았고 腎氣丸 복용 전후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Table 4. Change of Biochemical Examination of Blood
Before After

AST 25.8±6.49 24.0±5.16
ALT 24.7±6.91 24.1±7.77
TG 146.8±96.23 109.6±51.60

BUN 15.51±1.84 16.87±2.21
Creatinine 1.08±0.13 1.13±0.06
Glucose 96.00±11.77 97.1±8.77
WBC 5.34±1.32 5.34±1.23
RBC 4.73±0.42 4.755±0.35

Hemoglobin 14.66±1.13 14.6±0.98
Hematocrit 44.13±3.37 48.79±15.44

MCV 93.37±2.99 86.5±20.19
MCH 31.03±1.67 30.74±1.37
MCHC 33.24±1.31 33.15±0.94
Platelet 211.7±52.71 226.3±91.71

5. 심박변이도 검사
    환자들의 腎氣丸 복용 전후의 심박변이도 검사 결과는 다음
과 같았고 ApEn 수치만 腎氣丸 복용 전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
이고 나머지 결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5. Change of Heart Rate Variability
Before After

Mean HRT 66.33±9.58 62.00±9.38
SDNN(ms) 33.81±6.84 37.10±14.81
RMSSD(ms) 26.79±10.80 25.09±14.51

PSI 46.66±21070 56.77±44.03
ApEn 0.89±0.08 0.98±0.11*
SRD 1.02±0.11 0.97±0.13

Artifact 0.44±0.96 1.00±0.31
TP 991.35±478.33 997.43±655.31

In TP 6.77±0.55 6.47±0.93
VLF 523.12±355.31 513.46±491.99

In VLF 5.84±1.17 5.75±1.02
LF 226.95±194.24 244.28±193.94

In LF 4.93±1.07 5.07±1.00
HF 241.28±179.10 241.58±293.28

In HF 5.25±0.68 4.55±1.63
LF Norm(n.u.) 43.36±20.38 59.87±27.91
HF Norm(n.u.) 56.64±20.38 40.13±27.91

LF/HF 1.28±1.73 3.90±4.97
Values are mean±S.D. *:p<0.05,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with before.

고    찰
    남성 성기능장애는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심리적 좌절, 
자신감 상실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성기능 장애 중 하나인 발기
부전은 미국의 경우 약 1000만명 이상. 우리나라의 경우 약 
200만 이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14), 최근에는 전신적인 무기
력증과 성기능 장애가 함께 나타나는 남성 환자가 증가하고 있
는데 이는 노화와 스트레스로 인한 혈중 남성 호르몬의 저하로 
인한 남성 갱년기로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질환이다. 
남성 갱년기 증후군은 남성호르몬의 감소에 따라 성기능 감퇴와 
발기장애, 활력의 감소, 우울증, 근육량과 골밀도의 감소 등의 
특징인 증상과 징후가 동반된다4). 지각된 갱년기 증후군의 증상
이 많이 나타날수록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아지며15), 
이는 우울을 증가시키고16)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17) 내분비계 이상과 대사증후군을 동반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
하기도 한다18). 남성 갱년기 증후군에서 가장 흔하게 동반되는 
질환은 발기부전이다. 발기부전은 성기능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
니라 남성으로서의 가치 상실, 배우자와의 갈등, 심리적 좌절감 
등의 문제를 야기해 우울을 증가시키고 우울은 다시 발기부전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나타난다19).
    이러한 남성 갱년기 증후군은 그 증상과 징후가 피로와 유
사한데, 피로는 한의학적으로 虛勞의 범주에 속한다. 虛勞의 원
인은<東醫寶鑑>에서 “虛者皮毛肌肉筋脈骨髓氣血 津液不足 是
也”라 하여 氣血津液의 虛損으로 발생하며, 증상은 “脈細, 皮寒, 
氣少, 泄利前後 飮食不入”11), 즉 기력저하, 오한 등의 체온조절 
장애, 무른 변이 발생하거나, 대소변이 자주 배출되면서, 식욕저
하로 인한 음식 섭취가 적어지기도 하며, “飮食減少精神昏短遺
精夢泄腰背胸脅筋骨引痛潮熱自汗 痰盛咳嗽”11), 음식 섭취 감소
로 인해 인체 집중력이나 정신적 피로가 발생하고, 만성화되면 
遺精, 夢泄 등의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素問 陰陽應象大論>에서 “人年四十 陰氣自半也 起居衰
矣, 年五十 體重 耳目不聰明矣, 年六十 陰痿 氣大衰 九竅不利 
下虛上實 涕泣俱出矣”라고 하여 인간이 40세에 이르면 老化현
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60세에서 발기부전인 陰痿가 발생한다
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景岳全書>에는 “凡男子陽痿不起 多由
命門火衰 精氣虛冷 或以七情勞倦 損傷生陽之氣 多致此證.”이라
고 하여 신체적, 정신적인 虛勞가 남성 성기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이와 같이 남성 성기능 장애는 신체적 과로
와 정신적인 피로, 스트레스, 과도한 음주, 흡연, 각종 대사증후
군 치료제 및 신경정신안정제 등과 같은 약물 복용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선천적인 체질과 노화로 인한 혈중 남성 호르몬의 감
소로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古典醫書에서 설명하고 있다. 
    남성 갱년기 장애나 남성 불임 또는 발기부전과 같은 성기능
장애 관련 한의학적 임상 연구는 腎氣丸 투여로 호전된 남성 갱
년기 환자 치험례11), 남성 불임환자를 대상으로 한방 치료 후의 
정자상태를 평가한 연구20), 五子衍宗湯 가미방으로 정자부족증 
치험례21), 五子衍宗丸 加味方으로 정자상태를 평가한 연구22), 발
기부전에 右歸丸6), 八味元을 사용한 치험례23), 성기능 장애시에 
保元丹을 사용한 연구10)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남성 갱년기 
증후군이 의심되는 발기부전 및 성기능 감퇴를 주증으로 호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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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자에게 임상에서 多用되어지고 있는 대표적 방제인 腎氣丸
을 투약한 후 남성 갱년기 증후군 설문지 검사와 혈중 테스토스
테론, 전립선 항원검사와 심박변이도(HRV) 검사를 실시하였다.
    腎氣丸은 <金匱要略>에 최초로 기술된 처방으로 腎虛의 虛
勞症에 응용하며 滋補腎陽의 효능이 있어 주로 自汗, 眩暈, 目
眩, 耳鳴, 耳聾, 遺精, 消渴, 舌燥, 咽痛 등에 활용되었다24,25). 
    연구자는 혈중 테스토스테론 및 전립선 항원 검사 상 정상 
범위에 있는 남성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5주
간 腎氣丸을 복용한 후에 혈중 테스토스테론 및 전립선 항원 검
사와 AMS 설문지 검사를 실시하고, 腎氣丸 복용의 안전성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생화학적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 AMS 설문지 검사상 腎氣丸 복용 전후에 유의한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HRV 검사 중 ApEn 검사
를 제외한 나머지 HRV 검사 및 기타 혈액검사 상에서는 腎氣丸 
복용 전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내원 환자의 대부분은 발기부전 및 피로 등의 남성 갱년기 
증후군에 해당하는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였는데 AMS 증상 점수
는 남성 호르몬 저하 관련 증상 총점이 17∼26이면 증상 없음, 
27∼36이면 경도, 37∼49이면 중등도, 50점 이상이면 고등도임
을 의미한다26). 본 연구 대상인 환자들은 AMS 증상 점수 상 경
도에 해당하는 환자들이었다. 腎氣丸 복용 후에 AMS 점수 상 
증상 없음의 점수 범위로 낮아졌으며, 특히 성적 문항에 대한 
점수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HRV의 시간영역 분석에서 SDNN은 복용 전에 
비해 복용 후 증가하였고, RMS-SD는 감소하였으나 통계적 유
의성은 없었다. ApEn이 腎氣丸 복용 후 높게 측정되었고,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ApEn은 최근에 개발된 비선형적 
분석으로 HRV 신호가 얼마나 복잡한 지를 통계적으로 정량화한 
수치이며, 데이터양이 적고, 잡음이 많은 생리학적 데이터를 분
석하기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27,28). 건강한 사람일수록 HRV
에서의 ApEn은 크다고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腎氣丸 복용 
전에 비해 복용 후가 스트레스 저항도가 비교적 높아진 경향성
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다른 검사 수치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 
    혈액 생화학 검사 상 복용 전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腎氣丸 복용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5주 동
안의 腎氣丸 복용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SA 검사 및 혈중 테스토스테론 검사에서는 복용 전과 후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腎氣丸 복용 전 혈중 테
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 수치 이하로 저하된 1명을 제외하고는 
환자 모두 정상 수치였고, 腎氣丸 복용 후 수치는 복용 전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 이하로 측정되었던 환자 외에는 다른 
환자 모두 상승되는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고, 상승이 되었더라
도 소폭 상승에 그쳤다. 이는 腎氣丸 복용으로 인한 AMS 설문
지 검사 상으로는 증상 호전을 보였으나 실제 복용이 혈중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AMS 설문지 검사를 평가지표로 이용한 위약 대조군 임상시
험은 주로 Testosterone undecanoate을 이용한 연구29-32)였다. 

이들 연구 중 대사증후군 환자 중 성기능 저하 등의 성선기능장
애 환자에게 30주간 Testosterone undecanoate과 위약을 복
용시킨 임상시험이 위약 대조군에 비해 AMS 설문지 검사 점수
가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게 개선되었고, 특히 혈중 테스토스
테론 수치가 정상치에 비해 떨어지는 환자에게서 유효한 효과가 
나타났다29). 또한 2형 당뇨병 환자 중 성기능 장애를 호소하는 
환자에게 30주간 Testosterone undecanoate를 투여한 후에 
AMS 설문지 검사를 실시한 임상시험에서는 AMS 점수가 복용 
후에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우울증 등의 심리적인 문제가 없는 남성들에게서는 유의성 있는 
개선 효과를 보였으며30), 4개월동안 Testosterone 
undecanoate과 DHEA 복용이 남성 갱년기 장애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한 임상시험에서는 Testosterone undecanoate 복용군, 
DHEA 복용군, 위약 복용군의 AMS 설문지 검사 점수와 혈중 
남성 호르몬 수치 변화에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고31), 2형 당뇨병 환자에게 40주간 Testosterone 
undecanoate과 위약을 복용하게 한 뒤에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AMS 설문지 검사를 실시한 임상시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개선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32). 상기 연구들은 대
체로 4개월 이상의 장기간의 AMS 설문지 검사를 이용한 성기
능 장애에 대한 Testosterone undecanoate의 위약 대조군 임
상시험으로 혈중 Testosterone의 농도가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에서는 유효성이 입증되었으나, 정상적인 혈중 Testosterone 농
도의 환자들과 기분장애, 우울 등의 삶의 질 저하를 유발하는 
다른 신체, 정신적인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게선 유효성이 나타
나지 않았다. 이에 반해 腎氣丸을 이용한 본 임상 증례에서는 
혈중 Testosterone 수치가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 성기능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비록 腎氣丸이 혈중 
Testosterone 수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虛勞 증상과 유
사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신체, 정신적 삶의 질 관련 증
상들이 개선되면서 성기능 향상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에 AMS 
설문 검사도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개선된 것으로 사료
된다. 즉, 상기 4개의 임상시험 중에서 3개의 임상시험은 
Testosterone undecanoate 복용에도 AMS 설문지 검사 개선
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5주간 腎氣丸을 
복용한 현 임상증례에서는 성기능장애를 호소하는 남성 갱년기 
의증 환자의 혈중 Testosterone 수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
으나, 補腎, 滋陽, 强壯하여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개선되고, 
이와 함께 성기능 개선에 영향을 미쳤고, 이것은 다기능적인
(multi-functional) 한약의 우수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腎氣丸 복용이 인체 强壯효과로 인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
의 개선과 더불어 성기능장애와 관련된 남성 갱년기 증상 호전
에 관한 객관적이고 장기간의 대규모 위약-대조군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인체 기질적 이상이 없는 남성 갱년기 증후군이 의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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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능 장애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5주간 腎氣丸을 복용한 후 
AMS 설문지 검사와 혈중 테스토스테론, PSA 검사, HRV 및 혈
액 생화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5주간 腎氣丸 복용 후 AMS 설문지 검사 상 증상 개선을 
보였고, 복용 전후 점수 개선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나타
냈다. 
    혈중 테스토스테론, PSA 및 혈액 생화학적 검사 상 腎氣丸 
복용 전후에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HRV 검사상 ApEn을 제외한 나머지 수치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腎氣丸 복용이 신체적, 정신적 기능 개선과 더불어 성기능 
장애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한방치료를 통한 남성 갱년기 증상 호전에 관한 객관
적이고 장기간의 대규모 위약-대조군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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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ging males' symptoms Korean version (written in Korean).

몸의 증상
증상의 정도

증상 없음(1) 조금 있음(2) 보통 정도(3) 심함(4) 매우 심함(5)

1 몸 상태가 안 좋아진 느낌이다(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

2 관절과 근육이 아프다(허리, 관절, 등이 아프거나 팔 다리가 쑤신다)

3 땀이 지나치게 많이 난다(갑자기 식은땀이 나거나 긴장하지 않아도 얼굴이 화끈거린다)

4 수면장애가 있다(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찍 깨서 피곤하거나, 깊은 
잠을 못자거나, 잠을 못 이룬다)

5 수면시간이 늘지만 그래도 피곤하다

6 잘 흥분한다(공격적이거나, 사소한 일에 쉽게 화를 내거나, 변덕스럽다)

7 신경이 과민하다(긴장하거나, 들뜨거나, 조바심을 낸다)

8 항상 불안하다(전전긍긍한다)

9

신체적으로 기진맥진하고 활력이 떨어진다(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거나,
활발하지 못하거나, 여가활동에 무관심해지거나,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기력이 없어서 어떤 일을 억지로 해야만 하는 느낌, 즉 예를 들면 아플 때 일 때문
에 직장에 억지로 나가는 느낌이다)

10 근력이 저하되고 있다(허약해진 느낌이다)

11 기분이 우울하다(기분이 가라앉거나, 슬프거나, 눈물이 맺히거나, 의욕이
없거나, 감정의 변화가 심하거나, 아무 쓸모가 없다고 느껴진다)

12 전성기가 지나버린 느낌이다

13 정서적으로 탈진한 느낌이다(신체적, 정신적 고갈된 상태로 부정적 태도와 무력감 및 절망감 
등을 겪고 있는 느낌이다)

14 수염이 자라는 속도가 떨어진다

15 정력이 떨어지고 성생활 횟수도 줄고 있다

16 아침에 발기되는 횟수가 줄고 있다

17 성욕이 줄고 성적충동도 줄고 있다(성생활의 즐거움이 없어지거나,
성생활을 하고 싶은 욕망이 없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