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erile Abscess Formation Associated with
Two Different Forms of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Agonist in Central Precocious Puberty

Case Report

Long-acting formulations of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GnRH) agonists are 
indicated for treating central precocious puberty. Leuprolide acetate and triptorelin 
acetate are widely used in Korea. Local reactions related to GnRH agonists, including 
erythematous macules, granulomas, subcutaneous nodules, and sterile abscesses, 
are the most side effects and sterile abscesses occur in less than 2-3%  of treated 
patients. We report on two patients who had been injected with leuprolide acetate for 
the treatment of central precocious puberty and who subsequently presented with 
a sterile abscess at the injection sites. After the patients were switched to triptorelin 
acetate, one patient had another subcutaneous abscess at the injection site, and the 
other patient had no further problems. There are many theories as to the cause of these 
local reactions, but the mechanism has still not been elucidated.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identify the mechanism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reatment effect and 
local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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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진성 성조숙증은 시상하부-뇌하수체-성선의 축(hypothalamic-pituitary-gonadal 

axis, HPGA)이 활성화되어 생식샘자극호르몬의 매개로 성선의 크기와 활동성이 증

가되고 성호르몬의 분비가 항진되어 성 성숙이 진행하게 된다1). 진성 성조숙증의 치료

는 생식샘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 작용제(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agonist, 

GnRHa)가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GnRHa를 반복적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뇌하수체

의 생식샘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 수용체(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receptor, 

GnRH receptor)를 지속적으로 감작시켜 수용체의 감수성의 감소로 뇌하수체에서 생식

샘자극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하게 되며 이차적으로 성호르몬 분비가 억제된다. 이런 이유

로 진성 성조숙증, 전립선암, 자궁내막증 등의 치료로 사용되고 있다2).

Leuprolide, triptorelin, goserelin, histrelin 등3)이 진성 성조숙증 치료에 사용되며 

GnRHa를 지속적으로 탈 감작시켜 호르몬 분비를 억제시키기 위해 약물농도를 일정하

게 유지시킬 수 있는 Depot 제제가 최근 사용되어 지고 있다4).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제는 leuprolide acetate 와 triptorelin acetate로5) 효과를 장기간 지속

시키기 위해 젖산 중합제(lactic acid polymer)로 구성된 생물분해성(biodegradable)의 

마이크로캡슐로 만들어진다6). 이런 GnRHa의 Depot 제제의 경우 주사부위의 통증, 발

적, 염증반응, 무균성 농양 및 육아종 등의 국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신적으로 

두통이나 폐경기 증상(안면홍조, 무력감), 치료기간 중 일시적인 골밀도 감소를 보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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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 이 중 주사부위의 무균 농양 발생은 2-3% 정도 알려

져 있다7). 성조숙증 환자와 전립선암 환자 등에서 GnRHa 

사용 후 발생한 무균 농양과 육아종에 대한 여러 보고들이 

있는데6-16) 주로 leuprolide acetate 주사 후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대부분이었고 triptorelin acetate 투여 후 발생한 경

우는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9).

저자들은 성조숙증 환자 2명에서 leuprolide acetate 및 

triptorelin acetate 치료에 의한 무균 농양이 발생한 경우를 

경험하였으므로 이에 보고하려 한다. 

Case Report

Case 1

7년 7개월 된 여아로 유방 비대 소견이 보여서 병원에 내

원하였다. 환아는 만삭아로 출생시 체중은 3.28 kg, 신장

은 52 cm이었으며 질식분만으로 출생 하였고 2녀 중 첫째

로, 아버지 키는 173 cm, 어머니 키는 168 cm 이며 내원 당

시 환아 키는 128.1 cm (75-90 백분위수), 체중은 24.7 kg 

(25-50 백분위수), 유방 성 성숙도는 II 단계였다. 내원 시 

Greulich-Pyle 방법으로 측정한 골연령은 9세였다. 환아 

나이 7년 11개월에 황체형성호르몬방출호르몬(luteinizing 

hormone releasing hormone, LHRH) 자극 검사 시행하

였으며 황체형성호르몬(luteinizing hormone, LH) 최고

치 17.01 mIU/mL, 난포자극 호르몬(follicle stimulating 

hormone, FSH) 최고치 24.37 mIU/mL 이었고 에스트라디

올(estradiol, E2)은 34.71 pg/mL 이었다.

진성성조숙증 진단 후 leuprolide acetate (Leuplin® 3.75 

mg)을 피하로 어깨에 맞았으며 첫 주사 2주 후 주사 부위 부

종이 관찰 되었으나 자연호전 되었다. 그 뒤 4주 간격으로 

leuprolide acetate 주사 치료 하였으며 이상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치료 후 4개월경에 시행한 황체형성호르몬방출호르

몬 자극검사에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억제된 소견 보여 같

은 용량으로 치료 지속하였다. 환아는 leuprolide acetate를 

10차 피하 주사(첫 주사 후 10개월)를 맞은 후 2주째 오른쪽 

팔의 주사부위에 1×1.5 cm 정도 크기의 홍반성 부종과 염

증 소견을 보이는 농양이 발생하였으나 국소 발열이나 압통 

소견이 보이지 않아서 세균성 감염 소견이 아닌 주사에 의

한 무균농양으로 생각하고 특별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후 자연적으로 점차 호전되는 소견 보였으며 8주가 지난 

이후에는 약간의 홍반을 동반한 흉터가 남았다(Fig. 1). 이

런 이유로 11차 주사부터 triptorelin acetate (Decapeptyl® 

3.75 mg)로 변경하여 피하로 주사 하였으나 triptorelin 

acetate 주사 부위에도 비슷한 양상의 무균농양이 발생하였

고 특별한 치료를 시행하지는 않았으며 2주 정도 이후에 병

원에 내원하여 관찰한 소견에서 홍반성 부종을 동반한 흉터

가 보였다(Fig. 2). 환아는 약제를 변경함에도 불구하고 무

균농양이 2차례 관찰되어서 11차 주사 이후 치료를 중단하

고 경과를 관찰하였다. 이후에 피부의 흉터는 많이 호전되

었으며 치료 중단 이후 환아 연령 8년 11개월경에 다시 진찰 

한 소견에서 유방 발달이 계속 진행되며 골연령이 약 18개월 

정도 앞서가고 있어서 환아 진성성조숙증에 대한 치료 유지

가 필요하리라 판단하여 3개월 후 다시 triptorelin acetate

로 주사 하였으며 1개월 이후 별다른 이상 소견 없어서 치료

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Case 2

8년 7개월 된 여아로 1년 전부터 유방 비대가 관찰되어 내

원하였다. 환아는 출생 시 만삭아로 체중 2.9 kg으로 제왕절

Fig. 1. Residual scar after 2 months of sterile abscess formation related to 
leuprolide acetate (Leuplin® 3.75 mg) in case 1 patient.

Fig. 2. Residual scar after 4 weeks of sterile abscess formation related to 
triptorelin acetate (Decapeptyl® 3.75 mg) in the case 1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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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술로 태어났으며 1남 1녀 중 막내로, 아버지 키는 174 

cm 어머니 키는 159 cm 이며 내원 당시 환아의 키는 128.8 

cm (50-75 백분위수), 체중은 28.2 kg (50-75 백분위수), 

유방 성 성숙도는 II단계였다. 내원 시 Greulich-Pyle 방

법으로 측정한 골연령은 10.5세였다. 환아 나이 8년 8개월

에 황체형성호르몬방출호르몬 자극 검사하였으며 LH 최고

치는 9.52 mIU/mL, FSH 최고치는 7.95 mIU/mL, E2는 

3.74 pg/mL 이었다. 환아는 leuprolide acetate (Leuplin® 

3 mg)를 4주 간격으로 어깨에 피하 주사로 맞기 시작하였

으며 2번째 주사 후 주사 부위 팔의 홍반성 부종이 보였으

나 자연히 호전 되었다. 환아는 치료 시작 후 3개월 경에 황

체형성호르몬방출호르몬 자극 검사를 시행하였고 LH 최고

치는 1.71 mIU/mL, FSH 최고치는 0.72 mIU/mL, E2는 

11.9 pg/mL로 완전히 억제된 소견 보이지 않아 3.75 mg 

으로 용량을 증가하였다. 이후 환아는 leuprolide acetate 6

차 주사 후(첫 주사 후 6개월) 주사 부위에 경한 압통을 동

반한 1×1 cm 정도의 크기에 홍반성 부종과 함께 황색의 농

양 소견이 보였으나 동반되는 발열이 없었고 통증이 심하지 

않아 무균농양으로 생각하여 별다른 치료 없이 관찰하였고 

2주 뒤 자연 호전 되어 치료를 그대로 유지 하였다. 8차 주

사 후(첫 주사 후 8개월) 주사부위에 홍반성 부종이 다시 발

생하였으나 자연히 호전되었다. 환아는 12차 주사 후(첫 주

사 후 12개월) 다시 주사 부위의 부종이 관찰 되어 반복되

는 피부 반응으로 인해서 13차 주사부터 triptorelin acetate 

(Decapeptyl® 3.75 mg)로 약물을 변경하였으며 그 뒤 이상

반응 없이 치료 진행 중이며 치료 시작 후 13개월경에 시행

한 황체형성호르몬방출호르몬 자극 검사에서는 생식샘자극

호르몬이 잘 억제되는 소견을 보였다.

Discussion

Neely 등7)이 1992년 처음으로 진성 성조숙증 환아에서 

leuprolide acetate Depot의 사용 후 발생한 국소적 반응을 

발표하였으며, 진성 성조숙증 환아에서 무균성 농양의 발

생은 2-3% 정도라고 보고하였다. GnRHa는 전립선암 환

자에게도 사용되어지며 이들 환자에서 leuprolide acetate 

사용 후 발생한 국소반응에 대한 여러 보고가 있으며6, 12-

16) 이러한 피부 국소 반응에는 홍반성 반점, 육아종, 피하

결절 및 무균 농양 등이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보고들을 

보면 성조숙증 치료시에 무균 농양이 생기는 경우는 주로 

leuprolide acetate에 의한 것이었으며 histrelin, goserelin 

과 triptorelin 에 의한 경우는 아주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7-11). 저자들은 본 증례에서 다른 증례와 같이 leuprolide 

acetate 후에 무균 농양이 생긴 두 명의 환자를 관찰하였고 

이후 모두 triptorelin acetate로 치료를 변경하여 한 명의 환

자에서는 무균 농양이 생겼으며 다른 환자에서는 이상 반응

이 보이지 않은 경우를 경험하여 이 증례를 통해 피부 국소 

반응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성조숙증을 진단하고 GnRHa 치료를 시행한 후에 발생한 

국소 반응으로는 주로 홍반성 부종 및 무균 농양에 대한 보

고는 있으나7-11) 육아종의 경우는 아직 보고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 전립선암의 치료를 위해 사용한 경우 육

아종에 대한 여러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6, 12-15). Shiota M 등
6)은 전립선암의 치료로 사용된 GnRHa로 인해 발생한 육

아종에 대하여 118 명 중 5 명의 증례를 보고하였으며 이중 

leuprolide acetate의 경우는 47명 중 5명이었으며 유병률은 

10.6% 정도라고 하였다. Leuprolide acetate Depot 치료 후

에 국소반응을 보일 때까지의 기간은 Manasco 등8)은 1-12

회라고 하였고 Yasukawa 등12)은 leuprolide acetate 첫 주

사 후 육아종 형성 전까지 주사 횟수는 2-36회라고 하였다
12). 저자들이 보고하는 두 증례에서는 leuprolide acetate 치

료 후 무균농양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은 각각 6개월과 10

개월이었으며 주사 횟수는 6회와 10회였다. 저자들은 성조

숙증의 GnRHa 치료 후에 발생하는 홍반성 부종, 결절 및 무

균 농양과 전립선암의 GnRHa 치료 후 발생하는 무균 농양

이나 육아종 형성 등의 피부 국소 반응이 비슷한 원인에 의

해서 생길 가능성이 많으리라 생각하였고 여러 보고된 논문

들을 통해 원인을 고찰해 보았다.

Leuprolide acetate 치료에 의한 국소 반응의 원인은 

다양하게 생각되어 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leuprolide와 

triptorelin acetate의 Depot 제제에 포함되어 있는 젖산 중

합제로 구성된 생물분해성의 마이크로캡슐에 의해 발생 하

였으리라는 보고가 있다7-9). 인공합성 수술용 실이나, 성형

수술용 필러에 이러한 물질이 이미 사용되어 지고 있으며 이

전에도 이들에서 육아종성 형성에 대한 보고들이 있었다17). 

그러나 leuprolide acetate 단독으로 시행한 피하 알레르기 

검사에서도 육아종성 반응이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있으며12) 

공중합체(copolymer)가 포함 되지 않는 leuprolide acetate

에서도 육아종성 반응이 발생하였다는 사례도 있다8, 9). 이

는 피부 국소 반응이 leuprolide acetate 자체만으로도 발

생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증례1의 경우 leuprolide 

acetate 를 4주 간격으로 주사하였으며 10차 주사 후 무균농

양이 발생하였다. 그 뒤 triptorelin acetate로 변경하여 주사 

하였으나 이 주사부위 역시 무균농양이 발생하여 치료를 중

단하였다. 증례 2의 경우 leuprolide acetate를 4주 간격으로 

주사 하였으며 6차와 9차 주사 후 모두에서 주사부위의 무균

농양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triptorelin acetate로 변경 후 더 

이상 국소 반응이 발생 하지 않았다. 첫 증례에서 leuprolide 

acetate와 triptorelin acetate 모두에서 무균농양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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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므로 이는 두 약물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중합체인 

젖산 중합제가 무균농양 형성의 원인이라고 생각 될 수 있

다. 하지만 첫 번째 증례에서 치료 중단 후 다시 triptorelin 

acetate를 투여하였을 때 국소 반응이 보이지 않았으며 두 

번째 증례에서 triptorelin acetate로의 변경 후 무균농양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무균농양의 형성이 공중합체만으

로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른 환자들의 경우 및 

본 증례에서도 국소 반응이 나타나는 시기가 다양하므로 환

자의 경과를 계속 관찰 할 필요는 있다.

GnRHa 치료 후에 관찰된 육아종의 조직학적검사 소

견에서는 광학현미경에서 이물거대세포(foreign body 

giant cell)를 포함한 상피모양 육아종 염증(epithelioid 

granulomatous inflammation)을 보이며 다양한 정도의 지

방 조직의 변성(degeneration)을 보였다13). 생식샘자극호르

몬방출호르몬은 생체외(in vitro) 지방분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18,19) leuprolide acetate에 의해 발생한 육아종

의 조직검사에서 지방 조직의 변성이 관찰되었다18). Leup-

rolide acetate와 triptorelin acetate 모두 GnRHa이며 이는 

지방조직의 퇴축을 유발 시킬 수 있으며 육아종 형성과 관련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Shiota 등14)은 자신의 증례에서 초기 leuprolide acetate 

투여 시 보다 2번째 주사 후 육아종이 악화되었다고 보고 하

였고 육아종의 면역화학조직염색 소견에서 CD3-positive T 

cell과 CD68-positive histiocyte를 관찰하였다. 이러한 소

견으로 지연과민(delayed-type hypersensitivity) 역시 육

아종 형성에 관련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저자

들의 두 증례 모두에서 초기 leuprolide acetate 투여 후 주사 

부위의 부종이 관찰 되었으나 자연히 호전 되었으며 그 뒤 

수개월 후에 무균 농양 형성이 관찰하였으므로 지연과민 반

응에 의한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Leuprolide acetate에 의한 육아종에 대한 보고는 유럽보

다 일본에서 많으며 이는 주사 방법의 차이 때문일 수 있다

는 의견도 있다. 유럽의 경우 leuprolide acetate Depot를 근

육주사로 맞으나 일본의 경우 피하 주사로 맞으며 이러한 차

이가 두 집단의 발생률의 차이를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으

며 주사를 피하로 맞는 것이 육아종의 원인이라고 의심 할 

수 있다고 하였다12,13). 또한 leuprolide acetate는 11.25 mg 

용량과 3.75 mg 용량의 두 가지 형태로 있으며 70%의 경우

에서 11.25 mg 용량의 형태에서 발생되었다. 이를 통해 육

아종의 형성이 용량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6, 15). 두 증

례 모두에서 leuprolide acetate는 피하 주사로 맞았으며 이

는 피하주사가 무균농양을 발생 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사 방법을 근육주사로 변경하는 것이 무

균 농양의 발생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이 가설을 뒷받침할 연구 결과가 없으므로 더 많은 

경험과 실험 등이 필요하다.

Tonini 등9)은 leuporlide acetate로 치료한 한 명의 성조

숙증 환자에서 무균 농양이 생긴 이후에 사춘기 발달이 다

시 진행되어 치료를 중단한 경우를 발표하였고 Miller 등11)

과 Daskivich 등16)은 leuprolide acetate Depot로 인해 발

생한 국소적인 반응을 보인 전립선암 환자에서 치료 실패를 

경험한 증례를 보고하였다. 이 저자들은 치료 실패의 이유

로 GnRHa에 대한 항체형성, GnRH receptor의 돌연변이, 

depot가 유리되는 부위의 염증 소견 및 농양에 의한 약의 분

리에 의할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그 중 GnRHa 에 대한 항체

형성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본 증례 환자의 경우 

국소 농양 소견을 보였으나 성성숙도 정도, 생식샘자극호르

몬 농도 및 골연령 등을 통해서 치료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아직까지 치료 실패를 보이는 기전에 대

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많은 보고가 없으나 성조숙

증 치료의 효과를 평가할 때 이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두

고 고려해야 되겠다.

저자들은 이러한 국소피부반응에 대한 여러 가설에 대해 

조직검사, 면역검사 및 생체내 연구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

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하며 특히 이러한 국소 반응

이 치료 실패와 연관이 있는 지 여부를 많은 환자 증례 및 연

구를 통해 확인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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