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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ult growth hormone deficiency (GHD)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morbidity and mortality and reduced quality

of life. GH status should be reevaluated in the transitional age for continued treatment to complete somatic develop-

ment. All children diagnosed with GHD should be retested by insulin provocative tests upon completion of skeletal

growth. A low insulin-like growth factor (IGF)-I is a reliable diagnostic indicator of GHD in the presence of hypopitui-

tarism, however, a normal IGF-I does not rule out GHD. When the diagnosis of adult GHD is established, continua-

tion of GH therapy is strongly recommended. Continued GH treatment from adolescence into early adulthood may

contribute to the attainment of a normal bone and muscle mass and contribute to a decrease of the cardiovascular

risk of GHD adults. There is ongoing debate about nearly every aspect of GH therapy. (J Korean Soc Pediatr

Endocrinol 2011;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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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아기에 발병한 성장호르몬 결핍증(childhood-onset 

growth hormone deficiency, CO-GHD) 환자에서 신체 성장

이 완료된 후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기(transition 

phase)의 적절한 치료는 성인기에 대사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하다
1). 그러나 이행기에 성장호르

몬을 중단하는 기간 및 그 영향, 성인기에서의 성장호르몬

의 용량, 성장호르몬 치료의 이점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

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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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내분비 의사는 소아에서 성장을 위해 성장호르몬을 

투여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성장이 끝난 후 성인기로의 이행

기의 평가 및 치료에 대해서는 경험이 적다. 또한 소아내분

비 의사와 성인 내분비 의사간의 소통 부재로 인하여 이행기

의 평가와 치료가 적절히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소아내분

비 의사는 환자들이 성인기에 접어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성인 내분비 의사는 새로운 환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면

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1996년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ood and Drug Administ-

ration)에서 성인형 성장호르몬 결핍증에서의 성장호르몬 치

료를 승인한 이래, 1997년 성인형 성장호르몬 결핍증에 대한 

consensus guidelines이 나왔으며
2), 2007년 개정된 가이드라

인이 발표되었다
3).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기에서의 재평가 및 성인기에서의 성장호르몬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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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lgorithm detailing a method to evaluate the GH status of transition 
patients12).

본     론

1. 소아기에 발병한 성장호르몬 결핍증 환자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이행기란 최종 성인 신장에 도달한 이후부터 최대 골밀도

와 근력을 획득할 때까지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

기로 십대 후반부터 6-7년간의 기간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행기에서는 성장호르몬을 포함한 뇌하수체 기능을 재평가하

고 성장호르몬 치료를 다시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기저 

질환에 대한 치료 및 환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 정신사

회적 적응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CO-GHD는 HESX1, PROP1, PIT1, LHX3/4 등의 뇌하수체 

전사인자의 돌연변이, 뇌하수체나 시상하부의 선천적인 구

조의 이상,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두개인두종(craniopharyn-

gioma),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식증(Langerhans cell his-

tiocytosis), 생식세포종(germinoma) 등의 뇌종양 또는 외상, 

수술, 방사선 치료 등에 의해 발생된다
4, 5). 청소년기가 되어 

최종 성인 신장에 도달한 CO-GHD 환자는 성장호르몬 치료

를 중단한 후 여러 가지 합병증이 동반되는데, 근육과 뼈의 

성숙, 심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하여
1), 대퇴사두근(quadri-

ceps)의 힘과 크기, 근 섬유 면적이 감소되고 체지방은 증가

된다
6). 또한 성장호르몬을 중단한 후 성인기에 다시 성장호

르몬 치료를 시작할 때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지방 대사에는 

악영향을 끼친다
7). 이러한 보고는 성장호르몬이 청소년기와 

성인기에서 제지방량(lean body mass)과 근육의 성숙에 중요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장과 사춘기 발달이 완료되

어 성장이 끝난 이후에 재평가를 하여 신체 성숙이 될 때까지 

성장호르몬의 투여를 지속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3, 8).

2. 소아기에 발병한 성장호르몬 결핍증 환자의

   성인기에서의 재평가

성장호르몬 치료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어떤 환자

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발성 

또는 한가지의 다른 뇌하수체호르몬의 결핍만 있다면 자극 

검사를 시행하여 진단을 다시 해야 하는데, 2006년 미국내분

비학회에서 제시한 재평가의 적응증은 소아기 성장호르몬 

결핍증 환자 중 1) 시상하부-뇌하수체 질환(내분비학적 이상, 

구조적 또는 유전적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 2) 뇌 방사선 조

사 또는 뇌종양 치료의 병력, 3) 외상으로 인한 뇌 손상 또는 

지주막하 출혈 등이다
3). 외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성장호르

몬 분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1년 후 재평가가 필요하며 

외상의 중증도는 뇌하수체 기능저하의 정도와는 연관성이 

없다
9). 최근 가이드라인에서 성장호르몬을 제외한 3가지 이

상의 뇌하수체 호르몬 결핍과 혈중 인슐린양성장인자-I 

(insulin-like growth factor-I, IGF-I) 농도의 저하를 보이는 환

자에서는 자극 검사가 필요 없다고 하였다
10).

재평가를 시행하여 성장호르몬 결핍증의 지속될지 여부

는 성장호르몬 결핍증의 정의뿐 아니라, 성장호르몬만 단독

으로 결핍되었는지 또는 다른 뇌하수체호르몬 결핍의 동반 

여부, 기질적 원인 질환의 유무, 검사의 종류에 따라 좌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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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rowth hormone levels in the diagnosis of growth hormone deficiency in adulthood related to body mass index 
(BMI)

3, 18, 19)

 Lean (BMI ˂ 25 ) Overweight (BMI ≥ 25, ˂ 30 kg/m2) Obese (BMI ≥ 30 kg/m2)

Insulin tolerance test

GHRH＋arginine

GHRH＋GHRP-6

First centile 3 ng/mL

Third centile 5 ng/mL

First centile 9 ng/mL

Third centile 16.5 ng/mL

Peak GH ˂ 11.5 ng/mL

Peak GH ˂ 15 ng/mL

Not determined

Peak GH ˂ 8.0 ng/mL

Not determined

Not determined

Peak GH ˂ 4.2 ng/mL

Peak GH ˂ 5 ng/mL

Abbreviations: GH, growth hormone; GHRH, growth hormone releasing hormone, GHRH; GHRP-6, growth hormone-releasing hexapep-
tide.

다. 영구적 성장호르몬 결핍증의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

되는 환자들은 다발성 뇌하수체기능저하증이 있으면서 IGF- 

I 농도가 낮고 1)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된 터키안 또는 터키안 

상부의 선천적 이상, 2) 후천적 시상하부-뇌하수체 질환, 3) 

시상하부-뇌하수체 부위에 영향을 주는 수술 또는 방사선 치

료의 병력, 4) 성장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는 유전적 결함을 

갖고 있는 경우로 성장호르몬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Fig. 1)4, 5). 특발성, 단독 성장호르몬 결핍증 환자로 뇌 영상 

촬영에서 정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성장호르

몬 결핍증을 보일 가능성이 낮다
11). 따라서 특발성, 단독 성

장호르몬 결핍증을 보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평가를 시행

해야 한다.

재평가를 시행하는 시기는 최종 성인 신장에 도달한 경우

로 성장 속도가 연간 3 cm 미만인 경우 이행기의 치료를 위한 

재평가를 시행한다
12). 검사를 시행할 경우 1-3개월 정도 성장

호르몬 투여를 중지하고 시행한다.

성장호르몬 결핍증을 청소년기에 재평가하는 것이 중요

한데 이는 많은 환자에서(12-90%) 인슐린 유발 검사로 성인

기에 재평가를 하면 구분점(cutoff point)을 성장호르몬의 최

고치(peak GH) 3 μg/L로 하였을 경우 심한 성장호르몬 결핍

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13). 대부분의 특발성 성

장호르몬 결핍증 환자에서 성인기에 다시 성장호르몬 자극 

검사를 시행하면 정상적인 분비 능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성장호르몬 결핍증의 진단 기준이 임의적(arbitrary)이

고 성장호르몬 자극 검사의 재현성(reproducibility)이 부족하

기 때문이다
4, 5). 기질적 원인에 의한 성장호르몬 결핍증의 

경우 성인기에 성장호르몬 유발 검사를 시행해도 정상 성장

호르몬 분비능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적으며, 유전적 또는 선

천적 결함으로 인한 성장호르몬 결핍증의 경우 정상으로 돌

아올 가능성은 없다
14, 15).

성인형 성장호르몬 결핍증의 진단을 위한 성장호르몬 자

극 검사는 한 가지 검사로도 충분하며 낮은 혈중 IGF-I 농도

와 시상하부-뇌하수체의 기질적인 병변, 다른 뇌하수체 호르

몬의 결핍이 동반되므로 이행기에서의 평가를 위해 성장호

르몬 자극 검사뿐이 아닌 체성분 분석, 골밀도, 지방 대사 등

을 평가해야 하겠다.

성장호르몬 자극 검사는 인슐린 저혈당 검사(insulin tole-

rance test, ITT)와 글루카곤, 성장호르몬자극호르몬(growth 

hormone releasing hormone, GHRH)＋ arginine과 GHRH＋
GH-releasing hexapeptide (GHRP-6) 검사가 유용하다

10). Clo-

nidine, L-dopa, arginine은 성인형 성장호르몬 결핍증의 진단

에는 유용하지 않으며 arginine과 GHRH는 단독으로는 진단

적 가치가 떨어져 혼합하여 사용한다
3). 각각의 검사에는 장

단점이 있는데 ITT와 글루카곤 검사는 성별, 연령, 지방 축적

(adiposity)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GHRH＋ arginine과 

GHRH＋GHRP-6 검사는 연령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지방 

축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16). ITT는 허혈성 심장병이나 경

련, 노인에게는 금기이다. GHRH＋ arginine 혼합 검사는 시

상하부와 뇌하수체를 모두 자극하므로 시상하부성 병변은 

놓칠 수 있으며 이는 뇌 방사선 조사를 받은 경우에서도 마찬

가지이다. ITT는 뇌 방사선 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다. 따라서 뇌 방사선 조사를 받은 환자에서 

GHRH＋arginine 검사가 정상이라면 ITT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3).

성장호르몬 결핍증을 진단하는데 있어 제한점은 호르몬 

검사 방법에 따라 cutoff level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성

장호르몬 결핍증 진단의 cutoff level은 ITT와 글루카곤 검사

에서는 다클론 면역방사측정법(polyclonal radioimmuno-

assay)으로 측정했을 경우 peak GH ˂ 3 ng/mL인 경우 성장

호르몬 결핍증으로 진단하며
5), 민감도가 높은 2-site mono-

clonal assay의 경우 ˂ 5.1 ng/mL을 cutoff level로 정의하였다
17). GHRH＋arginine 검사에서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 25 kg/m2
일 경우 peak GH ˂ 11 μg/L, BMI 

25-30 kg/m2
일 경우 peak GH ˂ 8 μg/L, BMI ˃ 30 kg/m2

일 경

우 peak GH ˂ 4 μg/L를 기준으로 한다(Table 1)3, 18, 19). 

Arginine 단독 검사는 이행기에 시행할 수 있으나 BMI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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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lgorithm detailing an approach to treatment of transition patients with 
persistent GHD12).

라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 비만이 없는 청소년에게만 시행

한다
3). 이러한 검사상의 제약은 연령, 성별, BMI에 따른 정상 

수치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측정 방법이 성장호르몬 

자극 검사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assay-specific 

cutoff value의 정립이 필요하다
3).

현재 시행중인 검사 방법에 따른 다양성 때문에 universal 

GH calibration standard의 적용이 이를 줄일 수 있는데 연령, 

성별에 따른 정상 범위가 정해져야 하며 이는 IGF-I 농도의 

측정 시에도 마찬가지이다
10). 2007년 GH Research Society 

(GRS)는 consensus guideline에서 International Reference 

Preparation (IRP)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recombinant 

22 kDa GH calibrator (IRP 98/574)를 모든 성장호르몬 측정

에 적용할 것을 권유하였다
3). 국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한 성인 성장호르몬 결핍증의 진단 기준은 골단이 막혔거

나(역연령 남자 18세, 여자 16세) 성장이 거의 끝났다고 판정

하였을 때, 2가지 이상의 성장호르몬 자극 검사를 시행하여 

peak GH 농도가 5 ng/mL 이하인 경우 급여 인정 기준으로 

하고 있다(http://www.hira.or.kr/).

혈중 IGF-I 농도는 성장호르몬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로 뇌

하수체기능저하증이 동반된 환자에서 성장호르몬 결핍증의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 10). 성인기의 IGF-I 농도는 소아기 

성장호르몬 결핍증의 중증도와 연관되어 있으며 낮은 경우 

복합뇌하수체기능저하증을 시사한다
7). 그러나 성장호르몬 

자극 검사에서 성인형 성장호르몬 결핍증으로 진단받은 환

자의 1/3 정도에서 정상 혈중 IGF-I 농도를 보이므로 정상이

라고 해서 성장호르몬 결핍증의 진단을 배제할 수는 없다
20).

3. 성인형 성장호르몬 결핍증에서의 성장호르몬 치료

성인형 성장호르몬 결핍증으로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는 

환자의 약 22% 정도가 소아기에 발병한 성장호르몬 결핍증

을 갖고 있다
16). 성인형 성장호르몬결핍증 환자는 특징적인 

임상 양상을 보이는데 복부 비만, 체지방의 증가, 근육양의 

감소,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 저하, 골 대사의 변화, 심

혈관계 질환의 위험도의 증가, 낮은 혈중 IGF-I 농도 등을 보

인다
16, 21). 원인 질환이 기질적인 뇌하수체 병변, 특발성 성장

호르몬 결핍증, 뇌종양인지에 따라 중증도가 다르다
12). 치료

를 고려할 때는 환자의 기저 질환과 중증도를 고려한다(Fig. 

2).

최종 성인 신장에 도달한 후 성장호르몬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비용-효과의 문제, 보험 적용 문제로 인해 

제약을 받을 수 있다
1). 성인형 성장호르몬 결핍증 환자에서 

성장호르몬 치료를 함으로써 볼 수 있는 장점이 상당수 보고

되어 있다. 성인형 성장호르몬 결핍증에서 성장호르몬 치료

의 목적은 연관된 대사, 기능, 정신적 이상을 교정하고 부작

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CO-GHD 환자에서 최종 성인 

신장에 도달한 후에도 골밀도는 최고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성장호르몬 보충 요법을 중단하지 말아야 하며 

만약 중단되면 혈중 지방이나 체구성 성분, 삶의 질 모두가 

나빠지게 된다
4, 5).

이행기의 청소년에서 성장호르몬치료의 용량은 성장호르

몬의 분비가 최종 성인 신장에 도달한 뒤 현저히 감소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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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onitoring efficacy of growth hormone (GH) treatment in adults
3, 14)

Parameter Frequency

Physical examination: weight, height,

  and body mass index (BMI)

Body composition: simple anthropometry

  and waist circumference,

  dual X-ray absorptiometry (DEXA)

Bone mineral density

Serum insulin-like growth factor (IGF)-I

Blood pressure, total,

  and low density lipoprotein (LDL) cholesterol

Fasting glucose

Quality of life assessment by careful history:

  energy level, partner satisfaction, sick days, and vitality

Before commencing therapy and and at each visit

Yearly

At baseline and every 2 years thereafter

At least yearly, and no sooner than 6 weeks

  after a dose change

Yearly

Yearly

At start of therapy and at each visit

문에 소아기에서보다 적은 용량을 투여한다. 용량은 12.5, 

20, 25 μg/kg/day가 사용되었는데
22), 2005년 가이드라인에서 

0.2-0.5 mg/day의 정해진 용량을 투여하는 것을 권고하였으

며
8), 젊은 남녀에서 시작 용량은 각각 0.2, 0.3 mg/day이고 

나이든 경우에는 0.1 mg/day이다
3). 체중에 따라 용량을 결정

하는 것은 성장호르몬의 흡수와 약제의 감수성에 개인간 변

이가 심하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성인에게 많은 용량이 요구

된다는 증거가 없어 추천되지 않는다
3). 국내에서는 급여 인

정 기준에 해당되는 대상 환자들에게 6-12 μg/kg/day를 투여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역연령 35세까지 요양 급여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성장호르몬 치료를 언제까지 

지속할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근력과 골밀도가 최고

조에 달하는 신체 성숙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있으며 치료로 인한 이득이 있는 경우 계속 치료할 

것을 권한다
5).

성장호르몬 치료 중에는 첫해에는 3개월까지는 매달, 이

후 1년까지는 3개월에 한번, 이후에는 6개월마다 임상 양상

의 호전 유무, 혈중 지방, 공복 혈당, 혈중 IGF-I 농도, 부작용 

유무에 대한 추적 검사를 한다
4, 5). 성장호르몬 치료에 대한 

반응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체성분 분석을 시행한다. 

이는 허리둘레와 같은 간단한 계측으로 시행할 수도 있으며 

제지방량과 체지방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dual X-ray ab-

sorptiometry (DEXA)를 시행할 수 있다
3). 골밀도는 성장호르

몬 치료 후 첫 1년간 골 재형성(remodeling)의 증가로 인해 

감소할 수 있어 2년마다 측정한다
3). 혈중 IGF-I 농도는 성인

에서 성장호르몬의 용량을 적정화(titration)하는 지표가 될 

수 있어 1년마다 측정한다
3). 심혈관계 합병증의 위험도와 관

련된 지표인 이완기 혈압, 체지방량, 총콜레스테롤 농도, 저

밀도콜레스테롤 농도를 1년마다 측정한다(Table 2)3, 14).

성장호르몬과 다른 시상하부-뇌하수체 축과의 상호 작용

으로 당류코르티코이드, 성 호르몬, 갑상샘호르몬의 투여가 

필요할 수도 있다
3). 경구 투여한 여성호르몬제제는 성장호

르몬의 작용을 저해하여 성장호르몬의 용량 증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
3). 성장호르몬과 IGF-I은 당류코르티코이드 대사에 

영향을 끼치는데, 11β-hydroxysteroid dehydrogenase type 1

의 활성도를 감소시켜 증상이 드러나지 않던 이차성 부신기

능저하증을 발현시킬 수 있으며 중심성 부신기능저하증에서

는 하이드로코티손의 용량 증가가 필요할 수 있다. 성장호르

몬이 말초에서 T3를 T4로 전환시켜 이전에 존재하던 중심성 

갑상샘저하증이 발현되게 할 수 있다
3).

성장호르몬 치료가 종양의 재발이나 악성 종양을 일으킨

다는 증거는 없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으로 평가되고 있다
3). 성장호르몬 치료가 1형 또는 2형 당뇨병의 발생을 증가시

키지는 않으나 포도당 내성(glucose tolerance)이 악화될 수 

있어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인 경우에는 주의 깊게 관찰이 필

요하다
3). 시상하부 또는 뇌하수체 종양의 재발과도 무관하

며 기타 암의 발생이나 재발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도 없다.

결     론 

성장호르몬 결핍증 환자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기에 성장

호르몬 치료를 중단하면 불완전한 신체 성숙을 보인다. 따라

서 길이 성장이 끝난 후 성장호르몬 결핍증에 대한 재평가를 

하여 신체 성숙이 될 때까지 성장호르몬 치료를 지속할 지 검

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행기에 성장호르몬을 중단하는 기

간에 대해서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이 기간 중 임상

적, 심리적, 대사-생화학적 지표들을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해야 한다. 성장호르몬 치료는 성장에 대한 효과뿐 아니라 

성인기의 대사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크므

로 기질적 질환으로 인해 소아기에 발병한 최종 성인 신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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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한 이행기 및 성인기의 성장호르몬 결핍증 환자에서 성

장호르몬 치료를 조기에 시작해야 하겠다. 성인형 성장호르

몬 결핍증에서 성장호르몬 치료는 체구성 성분의 개선, 운동 

능력 향상, 골밀도 증가, 지방 대사의 개선,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으며, 치료 기간 및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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