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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effectiveness of gonadotropin releasing hormone (GnRH) agonist 
therapy in central precocious puberty (CPP) depends on the suppression of luteinizing 
hormone (LH) secre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utility of 
a single luteinizing hormone measurement after GnRH agonist injection for the 
therapeutic monitoring of CPP.
Methods: The study included 148 females with CPP who had been treated with GnRH 
agonist. During the therapy, suppression of their pubertal development was assessed 
based on their height standard deviation score (SDS), bone age, and pubertal stage. 
Every six months, their serum LH and follicular stimulating hormone (FSH) levels were 
measured using immunoradiometric assays. Their estradiol levels were also assayed 
using radioimmunoassay two hours following GnRH agonist administration.
Results: The means of the onset age, bone age, and chronological age were 7.2 ± 0.93, 
10.1 ± 1.1, and 8.2 ± 0.94 years, respectively. Eight patients had pathologic intracranial 
lesions including harmatoma, hydrocephalus, meningitis, astrocytoma, and Rathke’s 
cleft cyst. The basal and peak LH levels were 1.56 ± 1.1 and 18.2 ± 12.1 IU/L, respectively. 
In 39 females with CPP, pubertal development was not sufficiently suppressed even 
after one year of therapy.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curve showed 
a cutoff value of LH for pubertal suppression of less than 2.5 IU/L. The area under the 
curve (AUC) was 0.674. 
Conclusion: The cutoff value of 2.5 IU/L for a LH measurement, taken two hours 
following subcutaneous GnRH agonist injection, is adequate for therapeutic monitoring 
of females with CPP. This method is both convenient and cost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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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Gonadotropin releasing hormone (GnRH) agonist는 진성 성조숙증 환아에서 사춘

기 발달을 억제하는 치료제이다. 뇌하수체에서 황체형성호르몬(luteinizing hormone, 

LH)을 얼마나 억제하느냐에 따라 진성 성조숙증 환자의 치료 효과는 달라진다1).

사춘기 억제를 평가하는데 임상적인 사춘기 진행 정도, 골연령, 신장 성장 속도 등을 

측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 주기적으로 생화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치료 모니터링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2, 3). 또한 GnRH 자극 검사는 진성 성조숙증과 가성 성조숙증을 감별

하는데 뿐만 아니라 치료의 효과를 모니터링하는데 사용된다2, 3). 그러나 GnRH 자극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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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채혈을 해

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1회 채혈을 통한 사춘기 

억제 평가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보고되었다4, 5). 그러나 LH

의 측정 방법이 여러 가지이고 방법에 따라 cut-off value가 

다양하고 민감도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6-9). 국내에서는 

면역방사계수법(Immunoradiometric assay, IRMA)으로 

LH와 follicular stimulating hormone (FSH)을 측정하고 

있으나 치료 효과를 모니터링하는데 적절한 LH 농도는 아직 

제시되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성 성조숙증으로 진단받은 여아들을 대

상으로 치료 기간 동안 사춘기 억제군과 불완전 억제군으로 

나누어 LH 농도값을 비교하여 치료 모니터링에 적절한 농도

값을 구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1. 대 상

2001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본원을 방문한 역연령 

8세 이전에 유방 발달을 보인 여아에서 GnRH 자극 검사를 

통해 LH 농도의 최고치가 5 IU/L 이상 증가하고 골역령이 

역연령보다 증가되어 있으며 만 9세 이전에 GnRH agonist 

치료를 시작한 14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후향

적으로 조사하였다. 

2. 방 법

총 148명의 여아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환아들은 6개월 마다 GnRH agonist (60-12 μg/kg/4주) 

투여 후 2시간 뒤에 LH, FSH를 면역방사계수법(immuo-

radiometric assay, IRMA method, IRMA-mat®, Byk-

Sangtec Diagnostica, Dietzenbac, Germany)으로, 에스

트라디올(estradiol)은 방사면역법(radioimmunoassay, 

RIA method, Coat-A-Count®, Diagnostic Products 

Corporation, Los Angeles, CA, USA)으로 측정하였고 

골연령은 좌측 손과 손목 사진의 단순 방사선 촬영을 통

해 Greulich-Pyle의 방법10)으로 측정하였고 예측 신장은 

Bayley-Pinneau 방법11)을 사용하여 예측하였다. 또한 신장

과 성 성숙도를 측정하였다. 사춘기가 억제된 경우는 성 성

숙도가 진행되지 않고, 6개월간의 골연령 비/역연령 비의 변

화가 1 이하이며, 신장표준편차점수의 차이가 6개월간 0.25 

이하인 경우를 모두 만족할 때로 정하였고, 반면 이중 하나

라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사춘기가 억제되지 않은 경우로 정

하였다(Table 1)12). 치료 1년째 임상적으로 사춘기가 억제된 

군과 억제되지 않은 군에서 GnRH agonist 투여 후 2시간 

째 측정한 LH 농도를 ROC curve를 통해 적절성을 평가하였

다.

3. 통 계

본 연구의 통계 분석은 SPSS for Windows (version 19.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고, 모든 자료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ROC curve는 R package 

(version 2.6.2,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를 이용하여 치료 1년째 사춘기 억제된 군

과 억제되지 않은 군에서 시행하였던 GnRH agonist 투여

후 2시간 째 측정한 LH 농도의 cut off value와 Area under 

the curve (AUC)를 구하였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P＜0.05

로 하였다. 

Results

1. 대상 환자의 특성

유방의 발달상이 발현된 평균 나이는 7.2±0.93세였고 치

료 시작 시 평균 역연령과 골연령은 각각 8.2±0.94, 10.1

±1.10세였다. 특발성 성조숙증 환자가 139명(93.9%)였

고 기질적 원인을 가지고 있던 환아는 8명(5.4%)으로 2명

은 과오종이었고, 뇌수종과 뇌척수염이 각각 2명, 성상세

포종과 라트케열 낭종이 각각 1명이었다. 그리고 질환과 

무관하게 우연히 발견된 정맥 혈관종이 1명 있었다. 39명

(26.4%)에서 사춘기가 충분히 억제되지 않았다. 치료 전 

Table1. Puberty suppression score (PSS)
Parameter Suppression effective Score Suppresion not effective Score

Tanner stage ≤1 stage progression compared  to
start of treatment 0 > 1 stage progression compared to

start of treatment 1

Growth ΔH-SDSCA ≤ 0.25/6 mo 0 ΔH-SDSCA > 0.25/6 mo 1
BA/CA ≤1 0 > 1 1

Sex steroid
Estradiol ≤50 pmol/L 0 Estradiol > 50 pmol/L 1

Testosterone ≤1.0 nmol/L 0 Testosterone > 1.0 nmol/L 1
Total PSS 0 1-4
Adapted from Mul et al. Horm Res 1999;51:2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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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RH 자극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LH 농도의 기저치와 최

고치는 1.6±1.10, 18.2±12.05 IU/L 였다(Table 2). 39

명의 사춘기 불완전 억제군과 109명의 사춘기 억제군의 특

성을 비교해 보았을 때 초기 진단시 연령과 증상 발현 시기, 

Tanner stage, Height SDS 모두 유사하였고 통계적 유의

성은 없었다(Table 3). 진단 당시 두 군 사이에 통계적 유의

성을 보인 경우는 골연령과 예측 성인 신장, 골연령과 역연

령의 비로 사춘기 억제군에서 골연령은 10.4세로 불완전 억

제군의 9.4세보다 앞서 있었고(P＜0.001) 예측 성인 신장

은 155.7 cm으로 불완전 억제군의 161.9 cm보다 작았다

(P=0.002). 골연령과 역연령의 비에서도 사춘기 억제군이 

1.26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P＜0.001). 호르몬 검사상에서

는 진단시 GnRH stimulation 검사에서 시행한 basal LH, 

peak LH, FSH, Estradiol과 치료 경과 1년 뒤 시행한 FSH, 

Estradiol 모두 두 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다만 치료 1년

째 GnRH agonist 투약 후 2시간 뒤에 측정한 LH 값에서는 

사춘기 억제군이 1.64±0.74 IU/L로 불완전 억제군의 2.4

±1.26 IU/L보다 억제되었다(P＜0.001). GnRH agonist 

용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사춘기 억제군과 불완전 억제군은 

각각 95.04±10.3, 93.92±12.3 μg/kg/4주로 사춘기 억

제군이 다소 높은 용량으로 치료를 시작하였다(P=0.607). 

치료 1년째에는 사춘기 억제군과 불완전 억제군이 82.09±

14.7, 86.06±14.55 μg/kg/4주로 두 군에서 모두 치료 용

량을 감량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억제군에서 더 많은 양을 감

량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0.149) (Table 3). 두

개내 병변이 있었던 8명의 환아들은 모두 증상 발현이 5.32

±1.95세로 빨랐고 진단시 골연령과 역연령의 비는 1.42±

0.36세로 증가되어 있었다(P＜0.001) (Table 4). GnRH 자

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girl with central precocious 
puberty

Parameters 
At diagnosis

Classical GnRH 
stimulation test

After 1 yr therapy
2hr after depot

leuporlide 
Mean (range) Mean (range)

Onset age (yr) 7.24 ± 0.93
(2.0-8.58) -

BA (yr) 10.11 ± 1.10
(5.30-12.0) -

CA (yr) 8.19 ± 0.94
(1.9-9.0) -

BA/CA 1.24 ± 0.13
(1.0-2.2)

1.19 ± 0.09
(1.0-1.77)

Basal LH (IU/L) 1.57 ± 1.08
(0.1-6.1) -

Peak LH (IU/L) 18.21 ± 12.05
(4.7-70.5)

1.84 ± 0.96
(0.21-6.1)

Basal FSH (IU/L) 2.66 ± 1.25
(0.62-8) -

Peak FSH (IU/L) 12.29 ± 5.86
(0.34-54)

3.36 ± 2.33
(0.2-14)

Estradiol (pg/mL) 15.84 ± 6.24
(4.8-32.8)

13.94 ± 4.63
(2.2-28.3)

Tanner stage 2.09 ± 0.32
(1-3)

1.91 ± 0.37
(1-3)

PAH (cm) 158.40 ± 7.97
(115.9-174.3)

159.48 ± 6.01
(142.5-180.4)

Height SDS 1.30 ± 0.86
(-1.06-3.64)

1.09 ± 0.83
(-1.48-3.5)

GnRH agonist dose
  (μg/kg/month) - 83.14 ± 14.71

(52.8-125)

Abbreviations: GnRH, gonadotropin releasing hormone; BA, bone 
age; CA, chronological age; LH, luteinizing hormone; FSH, follicular 
stimulating hormone; PAH, predicted adult height; height SDS, height 
standard deviation score.

Table 3.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between the pubertal suppression group and the incomplete suppression group
At diagnosis After 1 yr therapy

Incomplete 
Suppression group 

(n = 39)

Suppression group
(n = 109) P value

Incomplete 
Suppression group

(n = 39)

Suppression group 
(n = 109) P value

Onset age (yr) 7.2 ± 0.87 7.25 ± 0.95 0.775 - - -
BA (yr) 9.4 ± 1.23 10.4 ± 0.94 0.000 10.8 ± 0.880 10.91 ± 1.044 0.519
CA (yr) 8.0 ± 0.75 8.3 ± 0.99 0.15 9.08 ± 0.737 9.25 ± 0.987 0.263
Basal LH (IU/L) 1.54 ± 0.82 1.58 ± 1.17 0.845 - - -
Peak LH (IU/L) 16.5 ± 9.68 18.80 ± 12.78 0.244 2.4 ± 1.264 1.64 ± 0.74 0.000
FSH (IU/L) 2.58 ± 1.08 2.68 ± 1.31 0.623 4.1 ± 3.044 3.09 ± 1.965 0.020
Estradiol (pg/mL) 14.68 ± 4.88 16.27 ± 6.64 0.177 13.97 ± 4.559 13.93 ± 4.677 0.903
PAH (cm) 161.9 ± 7.01 157.1 ± 7.94 0.002 159.26 ± 7.79 159.57 ± 5.26 0.787
Height SDS 1.30 ± 0.97 1.29 ± 0.83 0.959 1.10 ± 0.97 1.09 ± 0.79 0.922

GnRH agonist dose (μg/kg/mo) 93.92 ± 12.3 95.04 ± 10.3 0.607 86.06 ± 14.55 82.09 ± 14.70 0.149

Tanner stage 2.05 ± 0.32 2.11 ± 0.31 0.326 1.97 ± 0.486 1.89 ± 0.314 0.316
BA/CA 1.17 ± 0.11 1.26 ± 0.13 0.000 1.19 ± 0.09 1.19 ± 0.09 0.759
Pubertal suppression score 1.12 ± 0.34 0 0.000
Abbreviations: BA, bone age; CA, chronological age; LH, luteinizing hormone; FSH, follicular stimulating hormone; PAH, predicted adult height; height 
SDS, height standard deviation score; GnRH, gonadotropin releasing horm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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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검사 시 basal LH와 peak LH 값은 각각 1.41 ±0.36, 

29±20.04 IU/L로 자극이 되어 증가를 보였고 FSH는 2.7

±0.95 IU/L이었다. Estradiol 역시 16.4±7.11 pg/mL로 

10 pg/mL 이상의 값을 보였다. 1년 뒤 GnRH agonist 피내 

주사 2시간 뒤에 측정한 호르몬 값은 LH가 1.96±0.72 IU/

L로 억제되어 있었고 FSH는 3.04±1.96 IU/L, estradiol

은 14±2.52 pg/mL로 진단 시와 큰 차이는 없었다. 두개

내 병변을 가진 환아들은 진단 당시 예측 성인 신장이 144.0

±16.8 cm으로 현저히 낮았으나(P<0.001) 치료 1년 뒤에

는 157.9±10.9 cm으로 증가되었다. 골연령과 역연령의 비

는 치료 1년이 되었을 때에도 두개내 병변을 가진 환아들이 

1.28로 높았다(P=0.002). 이들의 GnRH agonist 치료 용량

은 97.74 μg/kg/4주로 두개내 병변을 가지지 않은 환자들

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았다(P=0.064)(Table 4). 두개내 병

변을 가진 환아들의 치료 결과는 6명(75%)이 사춘기 억제가 

되었고 2명이 억제가 되지 않았다. 

2. GnRH agonist 투여 후 1회 채혈로 측정한 LH의

   적정 농도 평가

치료 12개월에 GnRH agonist 투약 후 2시간 뒤에 측정한 

LH 값을 억제군과 불완전 억제군을 나누어 ROC curve를 

통해 AUC와 cut-off value를 구했다. ROC curve에서 cut-

off value는 LH ＜2.5 IU/L (P=0.0012)이었고 민감도와 특

이도는 각각 82.6%, 51.3%였으며 AUC 값은 0.674이었다

(95% 신뢰구간, 0.781-0.967, Fig; 1).

3. LH 값에 따른 사춘기 억제의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

39명의 불완전 억제군과 109명의 억제군의 LH 값을 

＜1.0, 1.5, 2.0, 2.5, 3.0, 3.5, 4.0 IU/L로 나누어보았

을 때 각각의 민감도와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 

정확도(accuracy)를 구해보았다(Table 5). 정확도는 cut-

off value ＜3.0 IU/L에서 79%로 가장 높았으나 민감도는 

95.4%, 특이도는 33.3%로 cut-off value ＜2.5 IU/L 보다 

특이도가 낮았다(Table 5). 

Discussion

Table 4.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between the intracranial lesion group and the non-intracranial lesion group

Parameters 
At diagnosis After 1 yr therapy

Intracranial lesion
(n = 8)

Non-intracranial
lesion (n = 140) P value Intracanial lesion

(n = 8)
Non-intracranial
lesion (n = 140) P value

Onset age (yr)   5.32 ± 1.95        7.35 ± 0.70 0.000 - - -
BA (yr)   8.1 ± 1.9        10.2 ± 0.93 0.000 - - -
CA (yr)   5.9 ± 2.4        8.33 ± 0.57 0.000 - - -
BA/CA   1.42 ± 0.36        1.23 ± 0.10 0.000  1.28 ± 0.21    1.18 ± 0.08 0.002
Basal LH (IU/L)   1.8 ± 0.7        1.55 ± 1.10 0.454 - - -
Peak LH (IU/L)   29.1 ± 20.0        17.58 ± 11.23 0.008   1.96 ± 0.72    1.84 ± 0.98 0.650
FSH (IU/L)      2.7 ± 0.95        2.65 ± 1.27 0.889   3.04 ± 1.96    3.38 ± 2.35 0.650
Estradiol  16.4 ± 7.1      15.81 ± 6.21 0.820      14 ± 2.52  13.93 ± 4.72 0.971
Tanner stage    2 ± 0          2.1 ± 0.32 0.386 1.75 ± 0.4     1.92 ± 0.36 0.335
PAH (cm) 144.0 ± 16.8 159.13 ± 6.6 0.534 157.9 ± 10.9 159.55 ± 5.78 0.534
Height SDS   1.11 ± 1.64        1.29 ± 0.82 0.936    0.76 ± 1.59      1.11 ± 0.78 0.240
GnRH agonist dose - - -    97.74 ± 14.33       82.53 ± 14.55 0.064
Pubertal suppression score - - -     0.38 ± 0.74       0.29 ± 0.52 0.767
Abbreviations: BA, bone age; CA, chronological age; LH, luteinizing hormone; FSH, follicular stimulating hormone; PAH, predicted adult height; height 
SDS, height standard deviation score; GnRH agonist, gonadotropin releasing horm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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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OC curve for the cut-off value of luteinizing hormone (LH) in pubertal 
suppression group with precocious puberty. An LH cutoff value of 2.4IU/L 
provided a sensitivity of 82.6% and a specificity of 51.3%, with and area under the 
curve (AUC) of 0.674 (P=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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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 성조숙증은 시상하부-뇌하수체-성선 축의 활성화

로 남아에서 만 9세, 여아에서 만 8세 이전에 2차 성징이 나

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성조숙증이 있는 환아에서 치료를 하

지 않았을 경우에는 골단이 빨리 닫혀 최종 성인키가 감소된

다. 성조숙증에서 사용되는 GnRH agonist 치료를 통해 시

상하부-뇌하수체-성선 축을 억제하고 사춘기 진행 및 골 

연령 진행을 억제해 조기 사춘기로 인한 환아의 정서적 부담

을 줄이고 최종 성인키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13).

GnRH agonist는 치료제로 쓰일 뿐 아니라 GnRH 자극검

사를 통해 성선 자극 호르몬들이 사춘기 양상으로 자극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진성 성조숙증을 진단할 수 있으며, 치료 

기간 동안에는 치료 억제 정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그러나 모니터를 위한 황체화 호르몬의 신뢰할 만한 억제 

농도는 아직도 논란 중에 있으며, 검사에 따라 다른 값을 갖

기에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사춘기 억제 정도를 임상적인 소견과 검사실 소견을 종

합하여 점수화한 Mul 등12)의 Pubertal suppression score 

(PSS)는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에 좋은 방법이나 estradiol의 

농도 측정 방법이 본원과 달라 결과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것

이라 판단하고 이를 제외한 6개월간의 골연령 차이와 역연

령 차이의 비, height SDS 차이, 그리고 성성숙 발달 정도에 

대한 3가지의 기준을 본 연구에 적용하여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사춘기 억제군이라 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춘기 억제군은 109명, 사춘기 불완전 억제

군은 39명을 보였는데 이 두 군을 비교하였을 때 임상적인 

차이는 크게 없었으며 진단시의 호르몬 검사에서도 큰 차이

는 없었다. 그러나 1년 치료 경과 이후 GnRH agonist 피하

주사 2시간 후에 측정한 호르몬 검사는 사춘기 억제군에서 

LH 농도가 더 낮은 값을 보였다(P＜0.001, Table 3). 

148명 중 두개내 병변이 있었던 8명의 환아들은 유방 발

현 시기도 빨랐고 진단시 BA/CA가 증가되어 있었으며 예측 

성인 신장도 작았다. 따라서 6세 미만의 어린 연령에서 사춘

기 발현이 있을 때 두부 MRI 촬영이 필요하며 빠른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들 중 6명이 치료 1년 째

에 억제가 되었고 2명이 사춘기 억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는 

두개내 병변을 가진 환아들이 사춘기 억제가 잘 되지 않을 

거란 판단 하에 치료 시부터 높은 용량의 GnRH agonist를 

투약함으로써 대다수에서 치료 1년째에 사춘기 억제를 보였

다. LH peak 농도는 depot leuprolide injection 후 30분에

서 2시간 사이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LH 

농도는 검사 방법에 따라 값이 달라지고 cut-off value 역시 

방법이나 검사실에 따라 차이를 가지기에 일률화된 수치를 

제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6-9, 14, 15). RIA의 방법에서는 

Cook과 Carel16, 17) 등이 각각 밤중 LH 농도 ＜3.0 IU/L과 

GnRH agonist 정맥 투약 40분 뒤에 측정한 LH 농도 ≤3.0 

IU/L를 cut-off value로 제시하였고, 한 연구에서는 GnRH 

agonist 투약 12시간 뒤에 측정한 LH 농도값 0.07에서 6.3 

pmol/L 미만으로 다양하게 제시하였다18). 

Immunochemiluminometric assay (ICMA)으로 측정한 

LH농도값은 Lawson, Badaru4,19) 등이 GnRH agonist 투약 

40분 뒤에 LH ＜2.0 IU/L와 ＜4.0 IU/L로 각각 다른 값을 

보고하였고, 2004년에 Bhatia20) 역시 ICMA로 측정하였을 

때 투약 후 30-60분으로 시간의 차이가 다소 있었으나 LH 

<0.83 IU/L를 cut-off value라 하였다. 1991년에 IRMA으

로 측정한 LH 농도값은 Parker21) 등이 GnRH agonist 투약 

20-40분 뒤에 cut-off value ＜1.75 IU/L이 의미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 외 immunofluorometric assay (IFMA)의 

경우 GnRH agonist 투약 후 2시간 뒤에 ＜6.6 IU/L가 대

표적인 농도값으로 보고하였다22).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

는 아직 IRMA에 의해 LH 농도를 측정하고 있기에 현 검사

의 타당한 대표값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2002년 본

원에서 두개내 병변이 있던 환아 8명을 포함한 23명의 중추

성 성조숙증 환아들과 조기유방발육을 보인 10명의 여아들

을 대상으로 GnRH agonist 투약후 시간대 별 IRMA에 의한 

LH농도를 비교하여 LH 1회 측정의 진단적 유효성을 보고

하였다23). 앞서 설명하였듯이 peak LH 값은 GnRH agonist 

투약 후 30분부터 2시간까지 plateau를 이루는데 채혈 시점

을 2시간째로 정한 것은 과거 본원에서 IRMA에 의한 LH 농

도를 시간대별로 측정하였을 때23) peak LH 농도가 2시간

Table 5. Statistical values of the LH cut-off value 2 hours after gonadropin realeasing hormone agonist injection

Sensitivity (%) Specificity (%) Positive predictive value 
(%)

Negative predictive 
value (%) Accuracy (%)

LH < 1.0 16.5 90.1 81.8 27.8 35.8
LH < 1.5 43.1 71.8 81.03 31.11 50.7
LH < 2.0 72.5 53.8 81.4 41.2 67.6
LH < 2.5 82.6 51.3 82.6 51.3 74.3
LH < 3.0 95.4 33.3 80 72.2 79
LH < 3.5 99.1 20.5 77.7 88.9 77.9
LH < 4.0 99.1 7.7 75 75 75
Abbreviations: LH, luteinizing horm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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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최저점을 보여주어 GnRH agonist 투약 후 LH 억제 정도

를 평가하는 채혈 시점으로 적절하리라 판단하였으며 본 연

구에서는 GnRH 자극검사와 대조 연구를 시행하지 못하였

지만 Brito22) 등이 이미 고식적인 GnRH 자극 검사와 GnRH 

agonist 투약 2시간째의 1회 검사의 결과를 비교하여 2시간

째 LH 1회 채혈이 중추성 성조숙증 치료를 모니터링하기에 

유용함을 보고한 바 있어 이에 근거를 두었다. 본 연구에서 

ROC curve 를 통해 cut-off value를 구하였는데 2.5 미만

의 값이 억제군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절하였다. 다만 AUC

값이 0.5는 넘어 통계학적 의미는 있으나 0.674로 낮아 좀

더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검사와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겠

다.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라는 한계가 있기에 치료 시작 당

시 두개내 병변이 있거나 골연령이 앞서 있는 경우, 또는 치

료 과정 중에 사춘기가 잘 억제 되지 않았을 경우 약물을 증

량하게 되는 bias가 있었다. 이전 연구들이 GnRH 자극검사

와 비교하여 LH 1회 측정값의 신뢰도를 증명하였듯이 표준

검사로 알려진 GnRH 자극검사와의 대조 실험을 계획해 본

다면 GnRH agonist 피하 투약 2시간 이후 LH 1회 측정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진성 성조숙증 환아에서 GnRH agonist 투

약 2시간 후 LH 농도 1회 측정은 환자들에게도 비용과 시간

을 절약할 수 있고 여러 번 채혈하지 않아 특히 소아 환자에

게 유익하기에 임상 소견과 더불어 면역방사계수법으로 측

정한 황체화 호르몬 수치를 2.5IU/L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

이 사춘기 억제를 유지하고 치료 모니터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AUC가 낮아, 향후 민감도가 높은 

immuno-chemiluminometric assay로 측정한 LH를 모니

터링하여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References 

1)	 Partsch	CJ,	Hümmelink	R,	Peter	M,	Sippell	WG,	Oostdijk	W,	
Odink	RJ,	et	al.	Comparison	of	complete	and	incomplete	
suppression	 of	 pituitary-gonadal	 activity	 in	 girls	 with	
central	 precocious	 puberty	 influence	 on	 growth	 and	
predicted	adult	height.	Horm	Res	1993;39:111-7.

2)	 Clemons	RD,	Kappy	MS,	Stuart	TE,	Perelman	AH,	Hoekstra	
FT.	 Long	 term	 effectiveness	 of 	 depot	 gonadotropin-
releasing	hormone	analogue	in	the	treatment	of	children	
with	 central 	 precocious	 puberty.	 Am	 J 	 Dis 	 Child	
1993;147:653-7.

3)	 Kappy	 MS,	 ganong	 CS.	Advances	 in	 the	 treatment	 of	
precocious	puberty.	Adv	pediatr	1994;41:223-261.

4)	 Lawson	 ML,	 Cohen	 N.	A	 single	 sample	 subcutaneous	
luteinizing	 hormone(LH)-releasing	 hormone(LHRH)	
stimulation	test	for	monitoring	LH	suppression	in	children	
with	central	precocious	puberty	receiving	LHRH	agonists.	
J	Clin	Endocrinol	Metab	1999;84:4536-40.

5)	 Eckert	KL,	Wilson	DM,	Bachrach	LK,	et	al.	A	single-sample,	
subcutaneous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test	 for	
central	precocious	puberty.	Pediatrics.	1996;97:517-9.

6)	 Inghetti	L,	Predieri	B,	Ferrari	M,	Gallo	C,	Livio	L,	Milioli	
S,	Forese	S,	Bernasconi	S.	Diagnosis	of	central	precocious	
puberty:	endocrine	assessment.	J	Pediatr	Endocrinol	Metab	
2000;13	Suppl	1:709-15.

7)	 Brito	VN,	Batista	MC,	Borges	MF,	Latronico	Ac,	Koheck	
MB,	Thirone	AC,	et	al.	Diagnostic	value	of	fluorometric	
assays	 in	 the	 evaluation	 of	 precocious	 puberty.	 J	 Clin	
Endocrinol	Metab	1999;84:3539-44.

8)	 Neely	EK,	Hintz	RL,	Wilson	DM,	Lee	PA,	Gautier	T,	Argente	
J,	et	al.	Normal	ranges	 for	 immunochemiluminometric	
gonadotropin	assays.	J	Pediatr	1995;127:40-6.

9)	 Lee	PA.	Laboratory	monitoring	of	children	with	precocious	
puberty.	Arch	Pediatr	Adolesc	Med	1994;148:369-76.

10)	 Greulich	WW,	 Pyle	 SI.	 Radiographic	 atlas	 of 	 skeletal	
development	 of	 the	 hand	 and	 wrist.	 2nd	 ed.	 Stranford,	
California:	Stranford	university	press,	1959.

11)	 Bayley	N,	Pinneau	SR.	Tables	for	predicting	adult	height	
from	skeletal	age:	revised	for	use	with	the	Greulich-Pyle	
hand	standards.	J	Pediatr	1952;40:423-41.

12)	 Mul	D,	de	Muinck	Keizer-Schrama	SM,	Oostdijk	W,	Drop	
SL.	Auxological	and	biochemical	evaluation	of	pubertal	
suppression	with	the	GnRH	agonist	leuprolide	acetate	in	
early	and	precocious	puberty.	Horm	Res	1999;51:270-6.

13)	 Lee	 PA.	 Central	 precocious	 puberty:	 an	 overview	 of	
diagnosis,	treatment,	and	outcome.	Endocrinol	metab	Clin	
N	Am	1999;28;901-18.

14)	 Cavallo	A,	 Zhou	 XH.	 LHRH	 test	 in	 the	 assessment	 of	
puberty	in	normal	children.	Horm	Res	1994;41:10-5

15)	 Resende	EA,	Lara	BH,	Reis	 JD,	Ferreira	BP,	Pereira	GA,	
Borges	 MF.	Assessment	 of 	 basal	 and	 gonadotropin-
releasing	hormone-stimulated	gonadotropins	by	immune-
chemiluminometric	and	immunofluorometric	assays	 in	
normal	children.	J	Clin	Endocrinol	Metab	2007;92:1424-9.

16)	 Cook	 JS,	 Doty	 KL,	 Conn	 PM,	 Hansen	 JR.	Assessment	
of	 depot	 leuprolide	 acetate	 dose-adequacy	 for	 central	
precocious	puberty.	J	Clin	Endocrinol	Metab	1992;74:1206-
9.

17)	 Carel	JC,	Lahlou	N,	Guazzarotti	L,	Joubert-Collin	M,	Roger	
M,	Colle	M,	et	al.	Treatment	of	central	precocious	puberty	
with	depot	 leuprorelin.	French	Leuprorelin	Trial	Group.	
Eur	J	Endocrinol	1995;132:669-704.

18)	 Salerno	M,	Di	Maio	S,	Gasparini	N,	Mariano	A,	Macchia	
V,	Tenore	A.	Central	precocious	puberty:	a	single	blood	
sample	 after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agonist	
administration	 in	 monitoring	 treatment.	 Horm	 Res	
1998;50:205-11.	

19)	 Badaru	A,	Wilson	DM,	Bachrach	LK,	Fechner	P,	Gandrud	
LM,	Durham	Eet	al.	Sequential	comparisons	of	one-month	
and	 three-month	 depot	 leuprolide	 regimens	 in	central	
precocious	puberty.	J	Clin	Endocrinol	Metab	2006;91:1862-
7.



159

YM Kim, et al. • Efficacy of the Single LH Level after GnRH Agonist Administration for the Monitoring of Girls with CPP

www.e-apem.org

진성 성조숙증 여아의 치료에서 GnRH agonist 투여 후 1회 측정한 LH 농도를 이용한 모니터링의 유용성
김유미 

· 최진호 
· 이범희 

· 유한욱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목적: 진성 성조숙증 환자에서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 효능 약제 GnRH agonist 치료 중 사춘기 억제 상태를 평가

하는 것은 중요하나 표준 검사로 알려진 GnRH 자극 검사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환자에게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GnRH agonist 투여 2시간 뒤에 1회 측정한 황체형성호르몬 농도를 통해 사춘기 억제 여부를 평가

하고자 하였다. 

방법: 8세 이전에 유방 발달을 보인 여아에서 GnRH 자극 검사를 통해 peak LH 농도가 5 IU/L 이상 증가하고 골역령

이 역연령보다 증가되어 있으며 만 9세 이전에 GnRH agonist 치료를 시작한 14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치료 

시작 후 6개월 마다 GnRH agonist 투여 후 2시간 뒤에 LH, FSH를 면역방사계수법으로, estradiol은 방사면역법으

로 측정하였고 골연령과 신장을 측정하였다. 사춘기가 억제된 경우는 성 성숙도가 진행되지 않고, 6개월간의 골연령/

역연령 비의 변화가 1 이하이며, 신장표준편차점수의 차이가 6개월간 0.25 이하인 경우를 모두 만족할 때로 정하였다. 

치료 기간 동안 임상적으로 사춘기가 억제된 군과 억제되지 않은 군에서 GnRH agonist 투여 후 2시간 째 측정한 LH 

농도를 ROC curve를 통해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결과: 증상이 발현된 평균 나이는 7.2±0.93세였고 치료 시작시 평균 연령과 골연령은 각각 8.2±0.94, 10.1±1.1세

였다. 기질적 원인을 가지고 있던 환아는 8명으로 2명은 과오종이었고, 뇌수종과 뇌척수염이 각각 2명, 성상세포종과 

라트케열 낭종이 각각 1명이었다. 그리고 질환과 무관하게 우연히 발견된 정맥 혈관종이 1명 있었다. 치료 전 GnRH 

자극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LH 농도의 기저치, 최고치는 1.56±1.1, 18.2±12.1 IU/L 였다. 39명에서 사춘기가 충분

히 억제되지 않았다. ROC 곡선에서 cut-off value는 ＜2.5 IU/L이었고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82.6%, 51.3%였으며 

AUC 값은 0.674이었다. 

결론: 진성 성조숙증 환자에서 치료 모니터링을 위해 GnRH agonist 투여 후 2시간째 측정한 LH 농도의 cut-off 

value는 2.5 IU/L 미만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적인 GnRH 자극 검사와 다른 방법으로 간단하고 편리하며 저

렴한 비용으로 진성 성조숙증 환자의 치료 경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겠다. 다만 AUC가 낮아, 향후 민감도가 높은 

immunochemiluminometric assay로 측정한 LH를 모니터링하여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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