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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에서 사춘기 시작시기가 빨라지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소아청소년
기 성조숙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2006년부터 2010까지 최근 5년간 통계
에 따르면 성조숙증 진료 인원은 약 6천 4백 명에서 2만 8천 명으로 5년간 4.4배 증가하여 연 평균 증
가율은 44.9%, 총 진료비는 약 23억 원에서 179억 원으로 5년간 7.8배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 67.7%
를 나타내었다.
실제로 성조숙증 환자는 현재 외래 소아내분비질환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장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늘면서 일반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들도 성조숙증 환자들을 진료하는 일이 과거에 비
해 현저히 증가하게 되었다. 성조숙증은 여아는 너무 어린 나이에 초경을 경험하게 되고 남아는 반항
적,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등 정서적,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골 성장판이 빨리 융합하게 되어 결국 저
신장을 초래할 수 있어서 치료가 필요하다. 성조숙증 진료에서 중요한 점은 적절한 시기에 진단이 되고
빨리 치료해야만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치료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며 치료
에서도 예후에 대한 평가와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숙련된 경험이 필요하다.
이런 현실에서 성조숙증 진료에 대한 표준화와 치료 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대한소아내분비
학회에서는 2011년 성조숙증 진료지침을 발간하게 되었다. 성조숙증의 정의 및 분류, 진단, 치료의 3장
으로 나누어 각 진료지침 사항에 대하여 문헌검색을 통한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하여 권고수준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설을 기술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 지침서가 성조숙증을 치료하고 있는 소아내분비 분과전문들의 진료 수준 향상은 물론 성조숙증
이 의심되는 환자를 일차 진료 현장에서 보게 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진료지침 개발에 참여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성조숙증 진료지침위원회 위원들과
지침서가 발간되기까지 자문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소아내분비학회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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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숙증 진료지침 개발 및 제작과정

진료지침위원회 구성
2011년 3월 학술위원회 워크샵을 통하여 학회차원의 소아내분비질환 진료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먼저 최근 급증하는 성조숙증에 대하여 진료지침을 제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학회 운영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성조숙증 진료지침 제정이 결정되었다.
진료지침위원회는 학술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학술위원 6명과 총무이사, 간행이사, 보험이사 총 10명으
로 구성하였다.
2011년 7월 첫 모임에서 진료지침의 대상과 전체적인 성격 및 구성에 대해 토의하고 정의, 진단, 치료의 3
개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별로 문헌검색, 자료정리, 진료지침 개발을 진행하였다. 2011년 8월과 9월의 2
번의 워크샵 및 10월 회의를 통해 진료지침의 구체적인 개개의 항목들을 검토하고 수정보완 하였고, 2011
년 10월 22일 추계소아내분비학회의 1차안을 발표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후 마지막 5차
회의를 갖고 최종안을 결정하였다.

진료지침의 구성과 양식
진료지침의 구성은 총 3장으로 구성하여 제1장 <정의 및 분류>은 성조숙증의 정의와 분류로서 진성 및 가
성 성조숙증, 불완전 성조숙증에 대하여, 제2장 <진단>은 성조숙증의 진단을 위한 문진, 진찰, 기본검사와
GnRH 자극검사 및 영상검사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3장 <치료>에서는 치료의 목적, 대상, 치료 약제, 치료중의
평가, 부작용 및 치료 종결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각 장은 지침-해설-참고문헌 순으로 기술하였다. 먼저 각 장의 주제에 대하여 기본지침을 나열하면서 지침
내용에 대한 권고수준을 근거에 따라 부여하였고, 지침에 대한 배경과 해설을 기술하였으며, 이에 따른 참고
문헌을 첨부하였다.

근거탐색 방법과 참고지침
문헌검색은 의학문헌 데이터베이스인 MEDLINE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국내문헌검색은 KoreaMed를
추가로 이용하였다. 국내문헌은 http://koreamed.org, http://komci.org 등의 국내문헌 검색사이트를 이
용하였고, 국외문헌에 발표된 메타분석, 종설, 주요 대규모 임상시험결과(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등을 근거로 해당주제별로 키워드를 통한 참고문헌 검색작업을 진행하였다(http://ncbi.nlm.nih.
gov).

기존에 개발된 성조숙증 진료지침으로 2009년 미국소아내분비학회(LWPES)와 유럽소아내분비학회(ESPE)가 공동
으로 발표한 “Consensus statement on the use of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analogs in children” 을 참고
하였다.

권고수준 결정
권고수준은 대한당뇨병학회가 당뇨병 진료지침 제작 시 채택한 미국당뇨병학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의 진료지침 권고수준 기준을 참고하였으며(표 1), 국내 및 국외 근거 유무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근거가 부족한 경우
에는 진료지침 위원회 워크샵을 통하여, 즉 전문가 그룹의 합의를 도출하여 권고수준을 최종 결정하였다.

표 1. 권고수준 결정 기준
권고 수준
A

정

의

권고사항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
충분한 검정력을 가지고 잘 수행되어 일반화가 가능한 다기관-무작위 배정 임상연
구(RCT) 혹은 메타분석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된 경우

B

권고사항에 대한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잘 수행된 코호트연구 혹은 환자-대조군 연구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 있
는 경우

C

권고사항에 대한 가능한 근거가 있는 경우:
신뢰할 수는 없으나 소규모 기관에서 수행된 무작위화된 임상연구 혹은 관찰연구
및 증례보고 등을 통한 관련근거는 있는 연구

E

전문가 권고사항:
권고사항에 대해 뒷받침할만한 근거는 없으나 전문가의 의견(expert opinion) 혹은
임상경험에 의해 권고하는 사항

목

제1장

차

정의 및 분류

지침			

2

해설			

3

			

성조숙증의 정의

3

			

성조숙증의 분류

5

			

참고문헌

6

제2장

진

단

지침			

10

해설			

11

			

성조숙증의 병력 청취와 진찰

11

			

골연령 검사 및 성호르몬 검사

11

			

GnRH 자극검사

12

			

성조숙증의 기질적 원인과 검사

12

			

참고문헌

13

제3장

치

료

지침			

16

해설			

18

			

치료 목적

18

			

치료 대상

18

			

GnRHa 제형과 용량

19

			

모니터링

19

			

부작용 20

			

성장 보조 치료

20

			

치료 종료

21

			

참고문헌

22

성조숙증 진료지침 2011

제1장

성조숙중의 정의 및 분류

제1장

정의 및 분류

지침
1. 성조숙증의 정의
1-1. 2차 성징이 여아에서 8세 미만, 남아에서 9세 미만에 나타나면 성조숙증이라 한다.
[B]
1-2. 2차 성징은 여아에서는 유방이 발달하며, 남아에서는 고환의 용적이 4 mL 이상 또
는 장경이 2.5 cm 이상으로 커지며, 음모 발달을 포함한다. [A]
2. 성조숙증의 분류
2-1. 진성 성조숙증
시상하부-뇌하수체-생식샘축이 활성화되면서 생기는 경우를 진성 성조숙증이라고
한다. [A]
2-2. 가성 성조숙증
		시상하부-뇌하수체-생식샘축의 활성화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를 가성 성조숙증이라
고 한다. [A]
2-3. 불완전형 성조숙증
		

2차 성징이 나타나나 부분적으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진행하지 않거나 증상이 소
실되는 경우로 조기 유방 발육증, 조기 음모 발생증, 조기 초경 발생증이 해당된다.
일부는 진성 성조숙증으로의 진행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A]

2

해설

1. 성조숙증의 정의
여아에서 8세 미만, 남아에서 9세 미만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을 성조숙증이라고 하며, 2차 성징의 조
기 발현, 빠른 골 성숙, 최종 신장의 감소, 부적절한 체형과 정신 행동 이상 등이 관찰된다1). 성조숙증은 신
체적 및 정신적으로 환아와 가족에게 불안을 초래하고 성적학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조기 골단 융
합에 의해 최종 성인신장이 작아질 수 있다. 일부에서 중추신경계 종양이나 난소의 종양같이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소아 내분비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중요하다.
성조숙증을 정의하려면 먼저 사춘기 시작 연령의 정상 지표가 인종별, 국가별로 정의되어야 한다. 그러
나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사춘기의 정상 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까지 보고된 자료들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는 대부분의 자료가 전문의의 신체 검사에 의해 분류된 사춘기 단계가 아니라
자가 보고에 의해 수집된 자료들이라는 점이며, 둘째는 여아에서 사춘기 시작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
이다. 미국에서 국가 차원의 조사가 처음 이루어진 것은 1966-1970년이며, 12-17세 3,130명을 대상으로
사춘기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백인 여아의 초경 연령은 12.8세였다2, 3). 1973-1974년4)과 1992-1994년5)에
Bogalusa Heart Study에 의하면 초경 연령은 12.7세, 12.5세였고 Tanner II 유방 발달은 10.4세였다. 19921993년에 PROS(the Pediatric Research in the Office Setting) 자료6)에서는 초경은 12.9세, Tanner II 유방
발달은 9.9세였다. 유럽에서도 여아에서 사춘기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자료가 있다7, 8). 국내 초경 연령과
유방 발달을 포함한 사춘기 지표에 대한 자료는 매우 적다9-11). 다만, 여아에서 초경연령이 빨라지는 추세로
보아 사춘기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 가능한 정도이며, 유방 발육을 포함한 사춘기 시작 시기
와 진행속도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남아에서는 자료가 거의 없어 추세변화를 판단할 수 없으며, 고환
의 크기가 4 mL에 도달하는 시기가 1980년대에 비해 빨라지는 추세는 관찰된 바 있으나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12-14).
현재의 성조숙증 연령의 기준은 1969년 Marshall과 Tanner가 제시한 것이다15). 1999년에 LWPES
(Lawson Wilkins Pediatric Endocrine Society)에서 성조숙증의 연령 기준을 백인 여아는 7세 미만, 흑인
여아는 6세 미만으로 변경할 것을 권장한 바 있으나16), 아직은 여아 8세 미만, 남아는 9세 미만이 통상적으
로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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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성조숙증의 분류
진성 성조숙증(생식샘자극호르몬 의존성)
특발성
뇌의 기질적 병변 - 시상하부 과오종, 뇌종양, 뇌수종, 중증뇌손상, 척수막탈출증
가성 성조숙증(생식샘자극호르몬 비의존성)
여아
동성(여성화) 가성성조숙증
McCune-Albright 증후군
자율성 난소낭종
난소종양
Ollier 병과 연관된 과립난포막세포종
기형종, 융모막상피종
Sex cord tumor with annular tubules (SCAT) associated with Peutz-Jeghers syndrome
여성화부신겉질종양
외인성에스트로젠
이성(남성화) 가성성조숙증
선천성 부신겉질 과형성증
부신종양
난소종양
당질코르티코이드수용체결함
외인성 안드로젠
남아
동성(남성화) 가성성조숙증
선천성 부신겉질 과형성증
부신겉질종양
Leydig 세포종
가족성남성성조숙증 : 단독, 가성부갑상샘저하증
hCG 분비종양 : 뇌종양, 간모세포종, 클라인펠터증후군과 연관된 종격종양
기형종
당질코르티코이드수용체결함
외인성 안드로겐
이성(여성화) 가성성조숙증
여성화부신겉질종양
Sex cord tumor with annular tubules associated with Peuz-Jeghers syndrome
외인성에스트로젠
혼합형 성조숙증
선천성 부신겉질 과형성증 치료 후기
McCune-Albright 증후군 후기
가족성남성성조숙증 후기
불완전형 성조숙증
유방조기발육증
음모조기발생증
초경조기발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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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조숙증의 분류
1) 진성 성조숙증
항상 성별에 일치하는 2차 성징을 보이는데, 이는 시상하부-뇌하수체-생식샘축의 활성화로 인한 성호르
몬의 분비, 성성숙이 일어난다. 여아에서 유방 발달, 남아에서 고환 발달로 시작하여 정상 사춘기와 동일하
게 진행된다. 여아에서 남아에 비해 5-10배 정도 흔하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17), 여아에서는 90% 정
도가 특발성인 반면, 남아에서는 보고에 따라 75%까지 중추신경계 이상이 발견된다.

2) 가성 성조숙증
시상하부-뇌하수체-생식샘축의 활성화 없이 2차 성징을 보이는 병적인 성조숙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
성숙의 예측이 가능한 진성 성조숙증과 달리 원인에 따라 발병과 임상 증상이 다양하다18). 가성 성조숙증
의 분류는 [표 1]과 같이 성성숙의 임상 증상에 따르거나, 원인 질환의 발생 시기에 따라 선천성 혹은 후천
성 가성 성조숙증으로 분류하기도 한다19). 후천성 가성 성조숙증의 원인에는 외인적 또는 내인적으로 성호
르몬에 노출되는 질환이나 상태가 포함된다. 드물지만 성호르몬을 분비하는 종양에 의한 경우와 우연히 성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거나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경우이다. 선천성 가성 성조숙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선
천부신과형성이며, 드물지만 McCune-Albright syndrome과 가족성 남성 한정 성조숙증(familial malelimited precocious puberty)이 포함된다.
가성 성조숙증의 경우 골연령이 사춘기 시기에 도달한 경우, 가성 성조숙증의 원인에 대한 치료 시작 후
진성 성조숙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성호르몬에 의한 음성되먹이기 기전이 사라짐으로 인해 나타난
다. 이를 혼합형 성조숙증이라고 한다.

3) 불완전형 성조숙증
사춘기의 정상적인 변이로 보는 견해도 있다.
(1) 조기 유방 발육증
전형적인 조기 유방 발육증의 경우, 2세 미만에 유방 발달만 나타나며, 한쪽 또는 양쪽 유방 발육을 보인다.
신체적인 발달이나 골연령의 진행은 보이지 않는다. 혈중 에스트로젠 농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
며, 점차 퇴행이 일어난다. 2세 이후에 유방 발달이 시작된 경우 시간이 지나도 퇴행은 일어나지 않으며, 점차
유선 조직이 발달한다. 이 경우에는 갑상샘기능저하증을 감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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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기 음모 발생증
부신 안드로젠의 증가로 나타나며, 남녀 동일하게 6-8세 사이에 음모가 발생하며, 일부 성인 체취, 액모,
여드름 등이 동반될 수 있다. 병적인 원인을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신 종양 혹은 선천부신과형성이나
다낭성난소증후군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3) 조기 초경 발생증
질내 병변이 없이 질출혈을 보이며, 유방 발육이나 음모 발생을 동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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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숙증 진료지침 2011

제2장

성조숙중의 진단

제2장

진

단

지침
1. 성조숙증이 의심되는 경우, 문진과 진찰을 통하여 2차 성징의 시작시기가 여아는 8세 미
만, 남아는 9세 미만인지를 확인한다. [A]
2. 성조숙증의 진단과 진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병력, 진찰, 골연령 검사 및 성호르몬 검사
등을 시행한다. [A]
3. 		진성 성조숙증의 확진을 위하여 생식샘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GnRH) 자극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A]
3-1. 2차 성징이 있으나 사춘기 진행이 서서히 이루어지며 기질적 질환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3-6개월 간격으로 키의 성장과 사춘기 진행 상태를 관찰한다. [E]
3-2. 환아의 성 성숙도가 Tanner III 이상이거나 골연령이 역연령에 비해 현저히 앞선 경
우는 관찰 기간 없이 바로 GnRH 자극검사를 한다. [E]
3-3. GnRH 자극검사에서 LH가 5.0 IU/L이상으로 증가하면 진성 성조숙증으로 진단한
다. [B]
4. 성조숙증 중 기질적 질환이 의심되는 병력과 진찰 소견이 있을 때는 기저질환에 대한 진단
검사가 시행되어야 한다. [A]
4-1. 진성 성조숙증으로 진단된 경우, 모든 남아와 6세 미만에 2차 성징이 시작된 여아,
그리고 뇌 병변이 의심되는 환아에 대하여 뇌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시행한다. [B]
4-2. 성조숙증의 원인과 사춘기 진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아에서 복부와 골반 초음
파 검사를 선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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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성조숙증의 병력 청취와 진찰
성조숙증이 의심되는 환자를 평가하는 첫 단계는 반드시 문진과 진찰을 통하여 2차 성징의 시작시기가
여아는 8세 미만, 남아는 9세 미만인지를 확인한다1, 2). 병력 청취를 통하여 2차 성징 발현 시기, 사춘기 진
행 속도, 급성장 여부 그리고 두통, 시야장애, 경련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 의심 증상을 포함한 병력 청취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부모와 형제자매의 사춘기 발현 가족력과 뇌 신경계의 감염, 성 스테로이드
노출 유무 및 투여 여부, 주산기 장애나 손상 등의 과거력도 포함되어야 한다1, 2). 신체검사에서 키와 체중을
측정하고 비만도, 성 성숙도, 근육 및 지방 등의 신체조성의 발달 정도, 유즙분비 유무, 외부 생식기의 상태
등을 평가한다. 또한, 뇌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을 가진 경우에는 시야 검사, 시신경 유두 검사, 뇌압 증가 유
무 등의 신경학적 검사를 할 수 있다. McCune-Albright 증후군이나 신경섬유종 때 나타날 수 있는 피부 병
변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성 성숙도는 여아의 경우 유방과 음모의 발달로, 남아의 경우에는 고환과 음모
의 발달에 따라 Tanner 단계에 의해 기술되어야 한다3). 이때, 유방의 발달은 시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촉진
에 의해 기술되어야 한다4). 남아의 경우 고환용적계(orchidometer)나 자를 이용하여 고환의 크기를 측정
한다. 또한, 연령에 맞지 않는 성 성숙에 의해 여아에서 심리적 문제가 가중되므로 정신건강상태를 평가하
는 것도 권유된다5, 6).

2. 골연령 검사 및 성호르몬 검사
골연령(Bone age)은 좌측 수부 및 수근골 X선 사진을 촬영하여 골성숙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때, 골
연령의 판단은 Greulich-Pyle atlas 또는 Tanner-White 법을 이용한다. 이때, 성조숙증 환자들의 BayleyPinneau 방법으로 예측된 성인키는 실제 최종키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7).
성호르몬의 측정은 가능한 한 아침에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 소아 표준치를 참고로 한다. 성조숙증 환아
의 경우, 혈중 생식샘자극호르몬(LH, FSH), 에스트라디올 또는 테스토스테론은 사춘기 수준의 농도를 보인
다. 보통 에스트라디올 농도가 10 pg/mL 이상 또는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25 ng/dL 이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6). 여아에서 에스트라디올 농도는 변이가 심하며 민감도가 낮다. 한편,
혈중 에스트라디올 농도가 매우 높은 경우(>100 pg/mL)에는 난소낭 또는 종양을 의심해야 한다6). 한 연
구에서 무작위로 측정된 LH가 0.3 IU/L 이상일 때 자극검사상 최대치가 5 IU/L 이상과 일치한다고 하였으
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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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nRH 자극검사
성조숙증이 의심되는 경우 진성과 가성 성조숙증의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 진성 성조숙증 환아에서는 정
상적인 사춘기와 마찬가지로 시상하부-뇌하수체-생식샘 축의 활성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진성 성조숙증의
진단에 GnRH 자극 검사는 필수적이다8, 9). GnRH 자극검사는 시상하부-뇌하수체 축의 활성을 알아보기 위
한 것으로 LHRH (100 μg)를 정주하고 기저치와 90-120분까지 15-30분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LH와 FSH
를 측정한다. GnRH 자극 후 LH의 최대치가 5 IU/L 이상이면 진성 성조숙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10). 또한 LH
반응이 FSH에 비해 더 우세하면 사춘기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혈중 LH 측정 방법에 따라 민감도가
다를 수 있고, 3세 이하의 소아에서는 성호르몬 자극호르몬의 정상치가 높으므로 측정된 LH값의 해석은 주
의를 요한다10, 11). 또한, 여아에서 성조숙증 진단을 위한 에스트라디올 농도는 측정값의 변이가 심하며 정확
도가 낮다. 그러나 혈중 에스트라디올 농도가 매우 높은 경우(>100 pg/mL)에는 난포낭종 또는 종양을 의심
할 수 있다6).
진성 성조숙증이 확실히 의심되는 경우, 즉시 GnRH 자극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예로, 사춘기 급성장을 보
이고 환아의 성 성숙도가 Tanner III 이상이거나 골연령이 역연령에 비해 현저히 앞선 경우는 관찰 기간 없이
바로 GnRH 자극 검사를 시행한다. 한편, 2차 성징 발현이 있으나 사춘기 진행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기질적
질환이 의심되지 않으며 예측 성인키가 작지 않은 경우에는 GnRH 자극검사는 유보하고 우선 3-6개월 간격
으로 키의 성장과 사춘기 진행 상태를 관찰하는 것을 권한다.

4. 성조숙증의 기질적 원인과 검사
여아에서는 진성 성조숙증의 약 95%는 특정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특발성(idiopathic)으로 발생하나,
남아에서는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있는 기질적 병변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성조숙증의 기질적 원인은 다양하다(제1장 분류, 표1). 중추신경계의 병변으로는 시상하부 과오종
(hamartoma)이 가장 흔하고 시신경교종, 뇌하수체교종, 성상세포종, 뇌실막세포종, 두개인두종, 두개내 종
자세포종 등의 종양도 있다. 또한, 뇌염, 뇌증, 사르코이드 육아종, 결핵성 육아종, 결핵성 뇌막염, 당뇨성 케
톤산혈증 후의 뇌부종, 뇌수종, 경막하낭종 등에 의해서도 진성 성조숙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뇌
병변이 의심되는 병력이나 이학적 검사 소견이 있을 때는 뇌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남아에서는 뇌 병변의 유병률이 매우 높아 40-90%로 발견된다. 또한, 6세 미만의 여아도 뇌 병변이
8-33% 발견되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뇌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시행한다9, 12 -15).
여아에서는 복부와 골반 초음파검사를 통해 여성호르몬 노출에 의한 자궁의 변화를 사춘기 진행의 지표
12

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율성 난포낭종(autonomous follicular cysts) 이나 난소 또는 부신의 종양
을 발견할 수 있다. 남아에서 고환 초음파는 고환의 크기가 비대칭적 이거나 가성 성조숙증의 경우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라이디히세포종(Leydig-cell tumors) 등의 종양을 발견하는 데 유용하다16). 진성 성조숙
증 여아와 유방조기발육증 여아에서 자궁의 크기, 난소의 크기 등이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감별진단에 사용할 수는 없다17). 장기간 치료받지 못한 심한 갑상샘저하증, 선천성 부신피질과형성
증(congenital adrenal hyperplasia), 그리고 testotoxicosis 등도 성조숙증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의심되
는 소견이 있으면 적절한 호르몬 검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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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성조숙중의 치료

제3장

치

료

지침
1. 진성 성조숙증 치료의 주요 목적은 사춘기 발달을 또래와 맞추고, 최종 성인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정신사회적인 문제를 줄이는 것이다. [A]
2. 치료 대상은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소아이다.
2-1. 진성 성조숙증에 합당한 사춘기 신체 징후, 역연령에 비해 유의하게 진행된 골연령,
GnRH 자극 검사 시 사춘기 황체화호르몬(luteinizing hormone, LH) 반응을 보이며,
6개월 또는 그 이상 기간 동안 급속히 진행하는 2차 성징 발달, 성장속도 증가, 골연
령 항진 소견이 함께 관찰됨. [B]
2-2. 진성 성조숙증에 따른 정신사회적 문제가 발생 또는 예견됨. [E]
3. 진성 성조숙증을 치료하는 표준 약제는 생식샘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 작용제(Gonado
tropin-releasing hormone agonist/analog, GnRHa)이다. [A]
3-1. 현재(2011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진성 성조숙증 치료제로 사용 허가된 GnRHa는
Leuproride와 Triptorelin이다. 치료 용량은 통상 30-120 µg/kg (최대 3.75 mg) 사용
하며, 매 4주 간격으로 피하 또는 근육 주사한다. [B]
3-2. 생식샘자극호르몬 축이 적절히 억제되지 않는 일부 여아에 대해서는 4주보다 더 짧
은 간격으로 GnRHa를 투여하거나, 표준 용량보다 더 높은 용량으로 투여할 필요가
있다. [E]
4. 치료 중 3-6개월 간격으로 성성숙도와 성장을 평가하고, 골연령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
한다. [B]
4-1. 성장속도, 키 표준편차점수(standard deviation score, SDS), 골연령 항진은 치료 중
에 감소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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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유방 발달이나 고환 발달이 계속 진행되거나 빠른 골연령 항진이 있다면 즉시 재평
가가 필요하다. [A]
5. GnRHa 치료는 대부분 심각한 유해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나 전문가의 지속적 관찰을 필
요로 한다. [B]
5-1. 두통, 안면 홍조와 같은 전신 증상이 가끔 발생하지만, 보통 일시적이며 치료에 영향
을 주지 않는다. [B]
5-2. 장기적인 생식능력에 대한 평가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예비 관찰 연
구 결과는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시사한다. [B]
6. 성장속도가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최종 키에 대한 예후가 불량한 경우 보조 치료로 성장호
르몬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C]
7. GnRHa 치료를 종료하는 시점은 치료 주요 목적의 달성 정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치료 종료 후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E]
7-1. 치료를 종료할 때에는 키, 역연령, 골연령, 치료 기간, 성장속도, 표적키, 예측성인 키
등 여러 임상 인자를 모두 충분히 고려하여 치료 종결 시점을 결정하며, 충분한 정
보를 제공받은 보호자와 환자의 선호도도 함께 고려한다. [E]
7-2. 현재까지 보고된 소수의 연구에 따르면 여아에서 역연령 11세경, 골연령 12경에 치
료를 종료할 경우 가장 큰 최종키를 기대할 수 있다. [C]
7-3. GnRHa 치료 종료 후 생식샘 기능, 체질량지수, 골밀도, 정신사회 발달, 최종키 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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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치료 목적
진성 성조숙증 치료의 주요 목적은 사춘기 발달을 또래와 맞추고, 최종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성장 잠
재력의 손실을 줄이고), 정신사회적인 문제를 줄이는 것이다1).
한국 청소년의 사춘기 시작 연령은 외국과 마찬가지로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며, 2006년 보고에 따르면
여아의 초경 평균 연령은 역연령 12.0±1.0세이었다2). 진성 성조숙증을 치료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최종
키의 손실은 여아와 남아에서 각각 12, 20 cm 전후로 알려져 있다3). GnRHa 치료를 통해 예측최종키는 확
실히 증가하지만, 실제로 성인이 되어 도달하는 최종키는 중간부모키보다 약 1표준편차 정도 작은 수준이
다3). 여아의 경우 예측최종키보다 더 획득한 키는 3-10 cm로 보고되었는데, 실제적인 키 이득은 적절히
치료한 경우 4-6 cm 정도로 추정된다4). 그러나 개인에 따라 추가 획득 키의 차이가 크며, 현재 사용되는
Bayley-Pinneau 법에 따른 예측 최종키는 신뢰도가 낮다. 최종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인자로는
치료 시작 시 역연령, 치료 기간, 발생부터 치료까지 지연 기간, 역연령에 대한 골연령 진행 정도 등이 있다
5-7)

. 남아는 성조숙증의 발병률이 훨씬 낮기 때문에 최종키 결과와 관련된 자료도 적다. 유럽 연구 결과들

에 따르면 남아의 추가 획득 키는 6.2±8.7 cm이고, 치료를 일찍 시작할수록 최종키의 이득이 많다8).
진성 성조숙증에 따른 정신사회적 문제에 대한 연구는 많지 없지만,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일찍 발생
한 사춘기는 청소년기 반사회 행동의 증가, 학업 성취도의 저하와 관련이 있다9).

2. 치료 대상
치료 대상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소아이다10) : 1) 진성 성조숙증의 진단 기준(합당한 사춘기 신체 징후,
유의하게 진행된 골연령, GnRH 자극 검사 시 사춘기 LH 반응)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6개월 또는 그 이상
기간에 급속히 진행하는 사춘기 발달 소견(진행하는 이차성징 발달, 성장속도 증가, 골연령 항진)이 관찰됨,
2) 진성 성조숙증에 따른 정신사회적 문제가 발생 또는 예견됨. 정신사회적 문제에는 소아의 정신사회적 건
강에 해로운 증거와 심한 부모의 불안이 포함되며, 같은 맥락에서 여아에게 9세 전 초경이 발생하는 경우도
치료 대상에 해당한다.
서서히 진행하는 진성 성조숙증을 가진 여아는 GnRHa 치료로 최종키 향상의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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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nRHa 제형과 용량
진성 성조숙증 치료에 쓰이는 표준 약제는 1980년대부터 널리 쓰이고 있는 생식샘자극호르몬방출호르
몬 작용제(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agonist, GnRHa)이다. GnRHa는 자연 GnRH에 비해 훨씬
강력하고 작용 시간이 길기 때문에 내인성 GnRH 자극에 대하여 뇌하수체의 생식샘자극호르몬 세포를 탈
감작시킨다12).
투여 경로, 용량, 작용 시간이 다른 다양한 GnRHa 제형이 현재 시판되고 있으며, 대부분 효과적으로 사
춘기 진행을 억제한다1, 13). 저장 제형(depot preparation)이 순응도가 우수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14). 2011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성 성조숙증 치료에 사용 승인된 GnRHa는 leuprolide와 triptorelin
4주 저장 제형이다. Leuprolide 4-week depot formula의 유럽소아내분비학회(European Society for
Pediatric Endocrinology, ESPE) 추천 용량은 3.75 mg이고, 미국 Lawson Wilkins Pediatric Endocrine
Society, LWPES) 추천 용량은 200-300 μg/kg (7.5, 11.25 or 15 mg)이다1). Triptorelin 4 주 저장 제형의
ESPE 추천 용량은 3-3.75 mg이다. 일본의 연구는 4주마다 투여하는 leuprolide 30 μg/kg으로 생식샘자
극호르몬이 충분히 억제된다고 보고하였다15). 국내의 경우 leuprolide와 triptorelin 모두 통상 용량 30-120
16-18)
μg/kg (최대 3.75 mg)을 적용하고 있다 . 생식샘자극호르몬 축이 적절히 억제되지 않는 일부 환자에 대

해서는 GnRHa를 4주보다 더 짧은 간격으로 투여하거나, 표준 용량보다 더 높은 용량으로 투여할 필요가
있다1). 일부 국가에서 3개월 저장 제형과 12개월 지속 삽입(implant) 제형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들 제형의
효과에 대한 무작위 비교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4. 모니터링
GnRHa 치료 중 3-6개월 간격으로 성성숙도와 성장을 측정하고, 골연령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
이 필요하다1). 그리고 치료에 잘 따르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약제 투여 간격과 투여 날짜에 대한 확인
이 필요하다. GnRHa 치료가 효과적이면 성장속도, 키 표준편차점수(standard deviation score, SDS), 골연
령 진행은 감소한다. 음모 발달이 진행하는 것은 정상적인 부신피질 성숙(adrenarche)의 결과일 수 있으므
로, 다른 사춘기 징후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GnRHa를 처음 투여한 후 질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연
속적인 질 출혈이 관찰된다면 GnRHa가 효과가 없거나, 진단이 잘못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임상적 반응
이 적절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반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GnRH 자극 검사 또는 GnRHa 약제 투여 후 LH를 측정하는 것은 치료 효과를 판정하는 데 참고가 된다.
하지만, 치료 효과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식샘자극호르몬이나 성호르몬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일치된 의견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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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작용
진성 성조숙증에 대한 GnRHa 치료가 시행된 지 20년 이상 지나면서 생식 능력, 체질량지수, 골밀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축적되었다. GnRHa는 대부분 소아와 청소년에서 심각한 유
해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GnRHa 치료를 종료하고 수개월 내에 생식샘 기능이 다시 활성화되고, 사춘기 징후가 다시 나타난다4).
GnRHa를 중단하고 평균 16개월 뒤 초경이 발생하며, 생리는 정상 양상을 보인다19). 정상적인 임신과 출산
을 기준으로 한 성인기의 생식 능력도 정상 양상을 보이나20), 장기적인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 GnRHa 치료
는 다모증, 다낭난소 증후군과 같은 배란 기능이상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4). GnRHa 치료 자체는 비
만을 유발하지 않으나, 치료 시작 시와 치료 초기에 지방 양이 증가하였다가, 이후 정상화되는 양상이 관찰
된다21). 치료 시작 시 상승된 골 무기질 밀도는 치료 중단 후 2년 내에 골연령 기준과 역연령 기준으로 정상
이 된다21).
GnRHa 투여 후 두통, 안면 홍조와 같은 전신 증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보통 일시적이며 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1). 국소 반응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다른 제형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6. 성장 보조 치료
성장속도가 심하게 감소하거나 최종키에 대한 예후가 불량한 경우 보조 치료로 성장호르몬 치료를 고려
할 수 있다1). 입양된 여아의 성조숙증 또는 조발 사춘기에 대한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 GnRHa에 성장호르
몬을 병합 치료한 결과 유의한 최종키 향상이 관찰되었다22). 하지만 진성 성조숙증의 GnRHa 치료에 성장
호르몬을 보조 치료하는 것에 대한 대단위, 무작위, 대조 연구는 아직 없으므로, 현재로서 성장호르몬 보
조 치료가 일상적으로 추천될 수는 없다.

7. 치료 종료
GnRHa 치료를 종료하는 시점은 치료의 주요 목적과 이 목적의 달성 정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치료의 목적 참고). 여아에서 역연령 11.0세 전후23), 골연령 12.0세 전후24)에 치료를 종료할 경우 가장
큰 최종키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정 연령 이후에는 GnRHa 치료를 지속하더라도 의미 있는 최
종키 증가가 관찰되지 않는다13). 역연령, 치료 기간, 골연령, 키, 표적키, 성장속도 등 어떤 임상 인자도 적절
한 치료 종료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변수로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인자들과 함께
보호자와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고려하고, 인구의 정상 연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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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시점에 초경이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치료 종료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1).

GnRHa 치료를 종료한 후에도 생식샘 기능, 체질량지수, 골밀도, 정신사회 발달, 최종키 등에 대한 지속적
인 평가가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최종키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 완성된 생식 기능이 확인될 때까지(여아
의 경우 생리가 시작하여 규칙적인 주기가 관찰될 때까지)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참고문헌
1)

Carel JC, Eugster EA, Rogol A, Ghizzoni L, Palmert MR. Consensus statement on the use of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analogs in children. Pediatrics 2009;123:e752-62.

2)

Park MJ, Lee IS, Shin EK, Joung H, Cho SI. The timing of sexual maturation and secular trends of
menarchial age in Korean adolescents. Korean J Pediatr 2006;49:610-6.

3)

Carel JC, Lahlou N, Roger M, Chaussain JL. Precocious puberty and statural growth. Hum Reprod Update
2004; 10:135-47.

4)

Mul D, Hughes IA. The use of GnRH agonists in precocious puberty. Eur J Endocrinol 2008;159:S3-8.

5)

Klein KO, Barnes KM, Jones JV, Feuillan PP, Cutler GB Jr. Increased final height in precocious puberty after
long-term treatment with LHRH agonists: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experience. J Clin Endocrinol
Metab 2001;86:4711-6.

6)

Paul DL, Conte FA, Grumbach MM, Kaplan SL. Long-term effect of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agonist therapy on final and near-final height in 26 children with true precocious puberty treated at a median
age of less than 5 years. J Clin Endocrinol Metab 1995;80:546-51.

7)

Lazar L, Padoa A, Phillip M. Growth pattern and final height after cessation of gonadotropin-suppressive
therapy in girls with central sexual precocity. J Clin Endocrinol Metab 2007;92:3483-9.

8)

Bertelloni S, Mul D. Treatment of central precocious puberty by GnRH analogs: long-term outcome in men.
Asian J Androl 2008;10:525-34.

9)

Johansson T, Ritzen EM. Very long-term follow-up of girls with early and late menarche. Endocr Dev
2005;8:126-36.

10) Styne DM, Grumbach MM. Puberty: ontogeny, neuroendocrinology, physiology, and disorders. In:
Melmed S, Polonsky KS, Larsen PR, Kronenberg HM. Williams Textbook of Endocrinology. 12th ed.
Philadelphia: Elsevier Inc., 2011;1152-7.
11) Kaplowitz PB. Treatment of central precocious puberty. Curr Opin Endocrinol Diabetes Obes 2009;16:316.
12) Sigurjonsdottir TJ, Hayles AB. Precocious puberty. A report of 96 cases. Am J Dis Child 1968;115:309-21.
13) Carel JC, Leger J. Precocious puberty. N Engl J Med 2008;358:2366-77.
14) Heinrichs C, Caren M, Vanderschueren-Lodeweyckx M, Malvaux P, Fawe L, Bourguignon JP. Variations in
pituitary-gonadal suppression during intranasal buserelin and intramuscular depot-triptorelin therapy for

21

central precocious puberty. Belgian Study Group for Pediatric Endocrinology. Acta Paediatr 1994;83:627-33.
15) Tanaka T, Hibi I, Kato K, Saito S, Shimizu N, Suwu S, et al. A dose finding study of a super long-acting
luteinizing hormone-releasing analog (leuprolide acetate depot, TAP-144-SR) in the treatment of central
precocious puberty. The TAP-144-SR CPP Study Group. Endocrinol Jpn 1991; 38:369-76.
16) Choi JH. Proper dosage and duration of GnRH agonist treatment in central precocious puberty. J Korean
Soc Pediatr Endocrinol 2006;11:8-14.
17) Kim EJ, Lim YJ, Lee HS, Hwang JS. The effect of gonadotropin releasing hormone agonist and growth
hormone on predicted adult height in girls with precocious puberty. J Korean Soc Pediatr Endocrinol
2007;12:111-8.
18) Ahn SY, Yoo JH, Shin CH, Yang SW. The effects of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agonists on final height
and its related factors in patients with true precocious puberty. Korean J Pediatr 2004;47:647-55.
19) Pasquino AM, Pucarelli I, Accardo F, Demiraj V, Segni M, Di Nardo R. Long-term observation of 87 girls
with idiopathic central precocious puberty treated with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analogs: impact
on adult height, body mass index, bone mineral content, and reproductive function. J Clin Endocrinol
Metab 2008; 93:190-5.
20) Heger S, Muller M, Ranke M. Schwarz HP, Waldhauser F, Partsch CJ, et al. Long-term GnRH agonist
treatment for female central precocious puberty does not impair reproductive function. Mol Cell Endocrinol
2006;253-255:217-20.
21) van der Sluis IM, Boot AM, Krenning EP, Drop SLS, de Munick Keizer-Shrama S. Longitudinal follow-up
of bone density and body composition in children with precocious or early puberty before, during and after
cessation of GnRH agonist therapy. J Clin Endocrinol Metab 2002;87:506-12.
22) Pasquino AM, Pucarelli I, Segni M, Matrunola M, Cerroni F. Adult height in girls with central precocious
puberty treated with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analogues and growth hormone. J Clin Endocrinol
Metab 1999;84:449-52.
23) Carel JC, Roger M, Ispas S, Tondu F, Lahlou N, Blumberg J, et al. Final height after long-term treatment
with triptorelin slow release for central precocious puberty: importance of statural growth after interruption
of treatment. French study group of Decapeptyl in Precocious Puberty. J Clin Endocrinol Metab
1999;84:1973-8.
24) Arrigo T, Cisternino M, Galluzzi F, Bertelloni S, Pasquino AM, Antoniazzi F, et al.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auxological response to GnRH agonist treatment and final height outcome in girls with idiopathic
central precocious puberty. Eur J Endocrinol 1999;141:140-4.

22

성조숙증 진료지침 2011

2011년 12월 24일 인쇄
2011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서

병

규

편집인 : 이

기

형

발행처 : 대 한 소 아 내 분 비 학 회
TEL : 02-3471-4268
FAX : 02-3471-4269
E-mail : kspendo@gmail.com
인쇄처 : 의 학 문 화 사
TEL : 02-2285-0895～6
E-mail : yjc001@cho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