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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growth status and body composition 
in children with central precocious puberty (CPP ) and early puberty (EP).
Methods: One hundred and five girls (mean age, 7.7 ± 0.8  years) with early thelarche 
were included, and a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GnRH) stimulation test was 
performed. We divided the subjects into two groups based on peak leuteinizing 
hormone (LH) levels; peak LH level ≥ 5 mIU/L was diagnosed as CPP (n = 49), and 
peak LH level < 5 mIU/L was diagnosed as EP (n = 56). Patients’ height, weight, and 
body composition were measured, and their body mass index (BMI) and Z-score were 
calculated. Fat mass (FF), fat-free mass (FFM), fat mass index (FMI), fat-free mass index 
(FFMI), and percent of body fat (PBF) were compared. 
Results: Height, weight, and height Z-score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CPP and EP groups. Weight Z-score (P = 0.045), BMI (P = 0.015), BMI Z-score (P = 
0.006), PBF (P = 0.018), FM (P = 0.047), and FMI (P = 0.017) in the EP group were signifi-
cantly greater than in the CPP group.
Conclusion: In EP girls, increased BMI was attributed to increased FMI. Body 
-composition analysis might be a useful tool in monitoring life style modification 
during pubertal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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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사춘기는 소아가 급성장을 보이며, 2차성징과 함께 생식 능력을 획득해 나가는 일련

의 복합적인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사춘기는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

(gonadotropin releasing hormone, GnRH)과 성선자극호르몬(gonadotropin)이 생식

선을 자극 함으로서 시작되게 된다1). 일반적으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임상적으로 정상인 

아이들에게서 남아의 경우 고환용적이 4 mL 이상, 여아에서 유방 성 성숙도 2단계 이상

이 되면 사춘기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한다.

성조숙증은 2차성징이 평균치의 2표준편차보다 빨리 나타날 때로 정의하는데, 일반적

으로 여아에서 만 8세 이전에, 남아에서는 만 9세 이전에 이차성징이 시작되는 경우를 의

미하며2). 유방발달이나 고환발달 외에도 골 연령 및 성장속도의 증가, 음모 발생 등의 증

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양상들은 동시에 또는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한다3). 2차성

징의 조기 발현을 원인별로 분류하면 시상하부-뇌하수체-성선축의 활성화에 따라 중추

성 성조숙증과 가성 성조숙증으로 구분되는 것 외에 조기 유방발육증, 조기 음모발생증

이 포함된다4-6).

사춘기의 조기 발현은 유전적인 요인이나 영양상태, 비만, 기타 환경적인 요인들의 영

향을 받으며, 이러한 조기 발현이 골 연령의 증가와 최종 성인 키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

음이 알려져 있어7) 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과거에 비해 영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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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개선과 생활 습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비만한 어린이들

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어린이들에서 정상 체중인 어린이

들에 비하여 유방발달이나 음모발달이 유의하게 빨라져 있

음이 알려져 있다8, 9).

체성분 모델 중 2구획(two compartment) 모델을 사용하

면 체중은 체지방(fat mass, FM)과 제지방(fat free mass, 

FFM)의 합이다 (Wt=FM+FFM)10).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다

시 체지방지수(fat mass index, FMI)와 제지방지수(fat free 

mass index, FFMI)의 두 구획으로 나눌 수 있다(BMI=Wt/

Ht2 =FM/Ht2+FFM/Ht2=FMI+ FFMI)11, 12),

본 연구에서는 비만과 이차성징의 조기출현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춘기의 조기 발현을 주소로 내원한 환아

를 대상으로 중추성 성조숙증(central precocious puberty, 

CPP)군과 조기 사춘기(early puberty, EP)군으로 나누어 이

들의 체성분과 성장상태를 비교분석하고, 두 군에서 FM와 

FFM를 중심으로 체성분 구성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고

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1. 대 상

본 연구는 2006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건국대학교병

원 소아청소년과에 이차성징의 빠른 출현을 주소로 내원한 

환아들 중 성조숙증이 의심되어 성선자극 호르몬 방출호르

몬 자극검사(GnRH stimulation test)와 체성분 분석을 시행

한 105명의 여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검사 당시 연

령이 만 6세 미만 또는 9세 이상인 경우, 터키안 자기공명 영

상촬영 검사상 기질적인 병변이 확인된 환아는 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2. 방 법

대상 환자에게 성선자극 호르몬 방출호르몬 효능약제

(gonadotropin releasing hormone analogue, GnRHa) 투

여 후 황체화 호르몬(leuteinizing hormone, LH) 농도를 측

정하였다. LH 최고치 농도가 ≥5 mIU/mL이면서 기질적

인 병변이 없는 경우를 중추성 성조숙증으로, LH 최고치 농

도가 ＜5 mIU/mL 인 군을 조기 사춘기로 정의하였다13, 14). 

각 군 환자들의 신장(height), 체중(weight)을 측정하여 체

질량지수를 계산하였다. 신장과 체중, BMI는 2007 한국 소

아청소년 성장도표의 LMS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Z-score

를 구하였다15). 체성분 분석은 Inbody 720 (Biospace Co., 

Seoul, Korea) 제품을 사용하여 생체전기저항 측정법(body 

impedance analysis)으로 측정하였다. 체성분은 2구획모델

을 사용하여 체중을 체지방과 제지방으로 구분하였고, 체질

량지수는 체중을 신장으로 보정한 값으로 BMI=Wt/Ht2으로 

계산하였고 이를 체지방지수와 제지방지수의 두 구획으로 

나누었으며11, 12), 체지방률(percentage of body fat, PBF)

을 계산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역연령외에 성성숙도(sexual 

maturity rating, SMR)와 골연령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3. 통 계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P＜0.05 인 경우

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각 군 사이의 평균

값의 비교는 independent samples t-test를 사용하였으며 

체지방지수와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

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

다. 통계분석에는 SPSS for Windows (version 18.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Results

본 연구에서 중추성 성조숙증 군은 49명, 조기 사춘기

군은 56명이었으며 연령은 각각 7.7±0.8세, 7.5±0.8세

였고 신장은 각각 128.1±6.4 cm, 127.2±6.5 cm, 신장 

Z-score는 0.85±0.97, 0.83±0.84, 체중은 28.3±5.3 

kg, 29.7±5.7 kg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두 

군의 사춘기 단계는 중추성 성조숙증군에서 B2.26±0.44, 

조기 사춘기군에서 B2.01±0.30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0.002) 골연령은 중추성 성조숙증군에서 9.05±1.35

세, 조기 사춘기군에서 8.64±1.20세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체중 Z-score는 각각 0.64±0.98, 1.00±0.83로 조기 

사춘기군이 유의하게 높았고(P=0.045), BMI는 중추성 성조

숙증군 17.1±2.2 kg/m2, 조기 사춘기군 18.2±2.3 kg/m2 

(P=0.015), BMI Z-score는 각각 0.31±0.98, 0.83±0.91 

로 조기 사춘기군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6). 체지방률 

역시 중추성 성조숙증군 23.8±7.0 %, 조기 사춘기군 27.2

±7.3 % 로 조기 사춘기군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8). 

각 군의 FFM은 각각 21.3±2.8 kg, 21.3±2.8 kg, FFMI

는 각각 12.9±0.8 kg/m2, 13.1±0.7 kg/m2으로 차이

가 없었다. 반면에 FM은 각각 7.0±3.2 kg, 8.3±3.6 kg 

(P=0.047), FMI는 각각 4.2±1.7 kg/m2, 5.1±1.9 kg/m2 

(P=0.017)으로 조기사춘기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Fig. 

1). 두 군에서 기저 LH와 최고 LH 농도는 중추성 성조숙증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estradiol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두 군의 FMI, FFMI, BMI, PBF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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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I는 주로 FFMI에 의하여 결정되었다(P＜0.001). 그리고 

중추성 성조숙증 군과 조기사춘기 군에서 설명력이 달라짐

이 확인되었다(Fig. 2, Table 2).

 

Discussion

사춘기의 발현 연령은 영양과 환경의 개선으로 전세계적

으로 빨라지는 추세에 있으며 조기 사춘기의 빈도도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인다. 사춘기에 도달하는 연령은 서구사회의 연

구에 따르면 20세기 중반에는 평균 12-13세였으나 최근에

는 점차 빨라지는 추세에 있다16). 1997년 미국에서 발표한 

Pediatric Research in Office Setting (PROS) 보고서에 따

르면 유방발육(Tanner stage BII)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백인

여아에서 9.96세, 흑인여아에서 8.87세로 보고되었으며17),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18, 19).

사춘기의 발현에는 인종이나 성별같은 같은 유전적인 요

인 뿐만 아니라 영양상태나 사회경제적인 환경, 내분비 교란

물질 등 다양한 인자들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4). 

특히 이런 요인들 중 영양상태가 성장의 속도나 사춘기의 조

Table 1. Demographic and body composition: hormonal assay 
data for central precocious puberty and early puberty groups

CPP (n = 49) EP (n = 56) P-value
Age (yr)     7.7 ± 0.8     7.5 ± 0.8 0.278
SMR-B     2.26 ± 0.44     2.01 ± 0.30 0.002
SMR-P     1.04 ± 0.19     1.05 ± 0.29 0.795
BA (yr)     9.05 ± 1.35     8.64 ± 1.20 0.109
HT (cm) 128.1 ± 6.4 127.2 ± 6.5 0.466
HTZ     0.85 ± 0.97     0.83 ± 0.84 0.927
WT (kg)   28.3 ± 5.3   29.7 ± 5.7 0.205
WTZ     0.64 ± 0.98     1.00 ± 0.83 0.045
BMI (kg/m2)   17.1 ± 2.2   18.2 ± 2.3 0.015
BMIZ     0.31 ± 0.98     0.83 ± 0.91 0.006
FFM (kg)   21.3 ± 2.8   21.3 ± 2.8 0.975
FM (kg)      7.0 ± 3.2      8.3 ± 3.6 0.047
FFMI (kg/m2)     12.9 ± 0.8    13.1 ± 0.7 0.188
FMI (kg/m2)       4.2 ± 1.7       5.1 ± 1.9 0.017
PBF (%)     23.8 ± 7.0      27.2 ± 7.3 0.018
Baseline LH       2.31 ± 1.93        1.15 ± 0.68 <0.001
Peak LH       11.45 ± 11.83        3.17 ± 0.95 <0.001
Baseline FSH        4.30 ± 3.99         2.29 ± 1.18 0.001
Peak FSH       16.58 ± 7.00        14.04 ± 5.40 0.039
Estradiol       11.12 ± 7.90        11.03 ± 5.58 0.942
Abbreviations: CPP, central precocious puberty; EP, early puberty; 
SMR-B, sexual maturation rating-breast; SMR-P, SMR-pubic hair; 
BA, bone age; HT, height; WT, weight; HTZ, height z-score; WTZ, 
weight z-score; BMI, body mass index; BMIZ, BMI z-score; FFM, 
fat free mass; FM, fat mass; FFMI; fat free mass index; FMI, fat 
mass index, PBF, percent body fat; LH, leutenizing hormone; FSH, 
follicular stimulating hormone.

Table 2.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fat mass index as a 
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s : FMI
B SE P-value

1 Constant -6.833 2.977 0.024
FFMI 0.886 0.228 0.000

2 Constant -7.159 2.935 0.016
FFMI 0.825 0.227 0.000
Group 0.729 0.352 0.041

Abbreviations: FFMI, fat free mass index; FMI, fat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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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rrelation of fat-free mass index and fat-free mass in central precocious 
puberty and early puberty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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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ody mass index, fat-free mass index, and fat mass index of central 
precocious puberty and girls in early puberty. Abbreviations: CPP; central 
precocious puberty. EP, early puberty; BMI; body mass index; FFMI, fat free mass 
index; FMI, fat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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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발달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0) 영양

상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사춘기의 시작이 가능함이 알

려져 있다21, 22). 지난 수 십 년간 진행된 전반적인 영양상태

의 개선으로 이러한 일정 수준의 영양상태에 도달하는 연령

이 과거에 비해 빨라진 것도 사춘기의 시작 연령이 빨라지

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17,000여명의 3-12세 여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최근 비만 유병률의 증가와 함께 조기 사춘기의 발현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백인에 비

해 흑인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

려졌다17). 비만이 사춘기의 발현을 어떻게 촉진하는지는 아

직 명확치는 않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방축적이 중

추신경에서 사춘기 개시와 진행을 조절하는 대사조절인자

로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GnRH의 주기적 분비를 조기 활성

화시켜 조기사춘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1). 체질량지수

와 조기 사춘기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는

데, Rosenfield 등9)은 체질량지수가 높은 여아에서 유방발

육과 음모발달, 초경연령이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나 남아에

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Papadimitriou 

등23)의 연구에서도 비만이 적어도 여아에서 사춘기의 조기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체지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조숙증군에서 일시적으로 성장속

도는 증가된 패턴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성장판의 조기 성

숙을 촉진시켜 조기 융합을 일으킴으로서 최종 성인 신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추세에 더하여 조기사춘기와 비만과의 상

관관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신체계측지수 중 BMI는 성인 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에서

도 비만의 선별 검사방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데, BMI는 

FM뿐만 아니라 FFM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특성을 가지

고 있다. 즉, 동일한 BMI에서도 개인에 따라 지방도가 다를 

수 있으며24), 따라서 BMI의 변화시 FM이 변화했는지 FFM

이 변화했는지 구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성장기, 특히 

사춘기 시기는 급성장기로 키, 체중 모두 급격한 변화가 나

타나는 시기로 체질량지수가 비만 선별지표로서 갖는 의미

는 더 낮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신장, 체중 및 체질량지수로 비만과의 연관

성을 본 것이 아니라 HTZ, WTZ, BMIZ 및 FM, FFM, FMI, 

FFMI, PBF를 변수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두 군에서 HTZ는 차이가 없으나 WTZ, BMI, BMIZ, FMI, 

PBF가 EP군에서 CPP 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음이 확인되

었으며 BMIZ의 차이가 FM의 증가에서 야기되었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FMI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하였

는데 FMI는 주로 FFMI에 의하여 결정되며 조기 사춘기군과 

중추성 성조숙증 군에서 설명력의 차이가 있었다. 성장에서 

FM과 FFM이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며 특히 FFM의 영

향이 중요하다. 과하게 증가된 FM는 사춘기 시작에 필요한 

일정수준의 영양상태21, 22)에 일찍 도달 함, 즉, 성숙속도 가

속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

는 EP군의 사춘기 시작이 빨라진 원인에서 CPP 군과 달리 

성호르몬의 역할보다는 체지방의 증가가 자체가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본 연구는 임상증상을 보이는 환

자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동일한 연령대의 무증상의 정

상 대조군과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추후 정

상 대조군과의 비교를 통한 조기 사춘기 여아들의 체성분 분

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성분 분석과 함

께 인슐린, 렙틴, 지질단백 등의 생화학적 인자들과 호르몬

과의 상관관계, 수면패턴이나 식습관 등의 생활습관이 체성

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조기 사춘기군에서 BMI가 높았

으며 증가된 BMI는 체지방증가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증가된 과지방이 질병 발생과 연관되며 특히 사춘기 여아에

서 중요하다고 볼 때, FM과 FFM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체

성분 측정의 활용은 조기 사춘기 및 중추성 성조숙증 환아의 

추적 진료 시 생활습관 관리와 함께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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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숙증 및 조기 사춘기 환아의 성장 상태와 체성분 분석에 관한 연구
김형중1 

· 김용혁2 
· 정소정1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소아과학교실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과학교실2

목적: 최근 비만의 급증과 성조숙증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조숙증 환아 및 조기사춘

기 환아의 성장상태 및 체성분 조성 차이를 비교하였다.

방법: 이차성징의 빠른 출현을 주소로 내원하여 성조숙증이 의심되어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 자극검사를 받은 

105명의 환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최고 LH≥5 mIU/mL인 군을 성조숙증으로, <5 mIU/mL인 군을 조기사춘기로 정

의하였으며 각 군에 해당되는 환아는 성조숙증 49명, 조기사춘기 56명이었다. 대상자의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고, 체질

량지수와 각각의 Z-score를 계산하였으며, 체지방량, 제지방량, 체지방지수, 제지방지수, 체지방률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성조숙증군과 조기 사춘기군의 신장, 체중, 신장 Z-score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체중 Z-score 

(P=0.045), 체질량지수(P=0.015)와 체질량지수 Z-score (P=0.006)및 체지방률(P=0.018)은 조기사춘기군에서 성

조숙증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제지방량과 제지방량지수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체지방량

(P=0.047)과 체지방량지수(P=0.017)는 조기 사춘기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회귀분석결과 체지방량지수는 주로 제

지방량지수에 의하여 결정되나 성조숙증군과 조기사춘기군에 따라 설명력이 달라짐이 확인되었다

결론: 조기사춘기 군에서 체질량지수가 높았으며 증가된 체질량지수는 체지방지수 차이에서 기인함이 확인되었다. 제

지방량과 지방량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체성분 측정의 활용은 조기사춘기 환아의 추적 진료시 생활습관 관리와 함

께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