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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발성 진성 성조숙증 여아에서 1년간의 성선자극호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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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Initial Body Mass Index and Body Mass Index after
One Year of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Agonist Therapy in
Idiopathic True Precocious Puberty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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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itial body mass index (BMI) and BMI after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agonist (GnRHa) treatment in idiopathic true precocious puberty girls.
Methods: The subjects were 99 idiopathic true precocious puberty girls treated with GnRHa for more than 1 year.
The patients were categoriz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initial BMI; normal weight group (BMI ˂ 85 percentile)
and overweight/obesity group (BMI ≥ 85 percentile). We investigated chronologic age (CA), bone age (BA), BA
advancement (BA-CA), height (Ht), Ht-standard deviation score (Ht_zs), BMI, BMI_zs, predicted adult height (PAH),
and PAH_zs before initiation of GnRHa treatment and 1 year later.
Results: Baseline CA, BA, BA-CA, Ht_zs, and PAH showed no differences between normal weight group and
overweight/obesity group. BMI_zs increased only in normal weight group, and ∆BMI_z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initial BMI_zs (r = -0.501, P ˂ 0.001). PAH_zs increased less in normal weight group (∆PAH_zs = 0.30) than
in overweight/obesity group (∆PAH_zs = 0.66) (P = 0.02), but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initial BMI_zs and
∆PAH_zs. ∆BA-CA and ∆Ht_zs were not different between two groups either. Comparing patients with increased
BMI_zs with those whose BMI_zs decreased or remained the same,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BA-CA, ∆Ht_zs,
and ∆PAH_zs. 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MI_z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initial BMI_zs, and it showed
no correlation with CA, BA, BA-CA, height, and dose of GnRHa.
Conclusion: BMI_zs increased after 1yr of GnRHa treatment in idiopathic true precocious puberty girls whose initial
BMI_zs was normal, and its increment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initial BMI_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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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성조숙증(precocious puberty)은 일반적으로 여아에서 8
세 이전에 유방 발달이 있는 경우, 남아에서는 9세 이전에 고
환 발달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성조숙증은 시상하부-뇌하
수체-성선 축이 조기에 활성화되어 성조숙증이 초래되는 진
성 성조숙증과 시상하부-뇌하수체-성선 축이 활성화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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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가성 성조숙증으로 나뉘며, 진성 성조숙증 중 기질적
병변 없이 발생하는 경우를 특발성 진성 성조숙증이라고 한다.
성조숙증 여아들은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 효능 약

다.
2. 방 법

제(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agonist, GnRHa) 치료 전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

에는 역연령 대비 평균 이상의 비만도를 가진 경우가 대부분

(IRB No. H-1007-212-325)을 받았다. 후향적으로 GnRHa 치

1-3)

이며(체질량지수 표준점수 [BMI_zs] 평균 0.39-2.0) , Carel
4)

료 시작 직전과 치료 1년 후의 키(height, Ht), 체중(weight,

등 이 기존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남아의 경우 상반되

Wt), 골연령(bone age, BA)을 조사하였다. 키는 Harpenden

는 결과가 있지만 성조숙증 여아들에서는 GnRHa 치료 전 평

Stadiometer (Holtain.Ltd., Crosswell, UK)로 측정하였고, 체

균 이상의 비만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진성 성조

중은 전자식 저울(DS-102, DongSahn JENIX Co. Ltd., Seoul,

숙증에서 GnRHa 치료가 비만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Korea)로 측정하였다. 골연령은 왼손과 손목의 X-ray를 촬영

논란이 있다. 진성 성조숙증 환아들이 GnRHa 치료 중 치료

하여 2명의 소아내분비 전문의가 독립적으로 Greulich-Pyle

5)

시작 시점보다 비만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있으나 ,

방법8)으로 측정한 값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예측성인키(pre-

7)
GnRHa 치료 중6)이나 종료 후 비만도가 변화 없거나 반대로

dicted adult height, PAH)는 골연령과 역연령의 차이에 따른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결과들이 상반

Bayley-Pinneau 표9)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중간부모키

적이며, 소아 비만의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성인 비만과의

(midparental height, MPH)는 부모 키의 평균에서 6.5 cm를

연관성 및 합병증이 문제되고 있는 현실에서 진성 성조숙증

감하여 계산하였다. 2007년 한국 소아청소년 성장곡선을 기

환아들에서 GnRHa 치료가 비만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준으로 하여 역연령 대비 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BMI), PAH, MPH의 표준점수(z-score, zs)를 구하였다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발성 진성 성조숙증으로 진단받고
GnRHa를 투여 받았던 여아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의

3. 통 계

GnRHa 투여가 비만도에 미치는 영향과 비만도의 변화에 따

통계는 SPSS for windows (version 17.0, SPSS Inc., Chi-

른 치료 효과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BMI_zs의 변화에

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결과는 평균값±표준

따른 골연령과 역연령의 차이의 변화량(∆BA-CA), 키 표준

편차로 표시하였다. GnRHa 치료 전과 후의 골연령, 골연령

점수의 변화량(∆Ht_zs), BMI 표준점수의 변화량(∆BMI_zs),

과 역연령의 차이(BA-CA), 키 표준점수(Ht_zs), BMI, BMI 표

예측성인키 표준점수의 변화량(∆PAH_zs)을 분석하였다.

준점수(BMI_zs), PAH, PAH 표준점수(PAH_zs)를 paired t test
를 시행하여 비교하였다. 치료 전 비만도에 따라 BMI 백분위

대상 및 방법

수 85 미만의 정상 체중군과 BMI 백분위수 85 이상의 과체중
/비만군으로 나누어 각 군별로 위 항목들의 치료 전후의 차

1. 대 상

이를 비교하고, 변화량을 Student's t test로 비교하였다. 정상
체중군과 과체중/비만군에서 BMI_zs가 증가한 비율에 차이

2000년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10년간 서울대병원에서

가 있는지를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고, BMI_zs가 감

특발성 진성 성조숙증으로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여아 중, 치

소한 군과 변화가 없거나 증가한 군으로 나누어, 두 군의 차

료 시작 역연령(chronologic age, CA)이 7.0-8.9세였던 99명

이에 대해 Student's t test를 시행하였다. GnRHa 치료 1년 후

을 분석하였다. 8세 미만에 가슴이 발달하고, GnRH (100 µg/

비만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Pearson 상관 계수

m2, Gonadorelin, Handok Pharmaceuticals, Seoul, Korea) 투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교호인자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여 후 최고 LH가 5 mIU/mL 이상으로 증가하고, 사춘기를 유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P 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

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이 없으면 특발성 진성 성조숙증으로

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진단하였다. 이 중 비만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성장호르몬결핍, 선천성 부신피질

결

과

과형성, 갑상샘저하증 등), GnRHa 치료 시작 1년 이내에 성
장호르몬 치료를 함께 받은 경우는 제외하였다. 모든 환자는
GnRHa인 leuprorelin (n=72) 또는 triptorelin (n=27)을 4주 간
격으로 투여 받았으며 초기 투여 용량은 체중 기준으로 계산
하여 30-140 µg/kg의 용량으로(최대 용량 3.75 mg) 투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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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환아에서 GnRHa 치료 전후의 성장 변화
전체 대상 아동의 GnRHa 치료 시작시의 역연령은 7.9±0.4

세(범위, 7.0-8.6세), 골연령은 10.2±0.6세, BA-CA는 2.4±0.7
2

고(r =-0.501, P ˂0.001; Fig. 1A), 이 외에 치료 전 BA-CA,

년이었다. BMI는 17.1±2.4 kg/m , BMI_zs는 0.26±1.03이었

Ht_zs, PAH_zs, MPH_zs, 약 용량(Fig. 1B)과 연관성이 없었

다(Table 1). 키는 129.5±4.8 cm, Ht_zs는 0.94±0.90 이었다.

다. ∆BMI_zs는 치료기간 동안의 ∆BA-CA, ∆Ht_zs, ∆

PAH는 154.1±5.0 cm, PAH_zs는 -1.38±1.05, MPH는 159.5±

PAH_zs와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Fig. 2).
또한 ∆BMI_zs는 BA-CA, Ht_zs, 약용량을 포함하여 시행

3.5 cm, MPH_zs는 -0.45±0.72이었다.
GnRHa로 1년간 치료 후 BA-CA는 1.9±0.6으로 치료 전에
비해 0.5년 감소하였다. BMI_zs 는 0.42±0.89로 치료 전에 비
해 0.16 증가하였다. Ht_zs는 0.93±0.86로 치료 전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PAH는 155.9±5.0 cm, PAH_zs는 -1.00±
1.04로 두 항목 모두 치료 전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2. 치료 1년 후 BMI_zs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BMI_zs는 치료 전 BMI_zs와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였

한 다중선형회귀분석에서도 치료 전 BMI_zs와만 유의한 음
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 ˂0.001).
3. 치료 전 비만도에 따른 비만도의 변화
대상 환아 99명중 22명(12.1%)이 과체중/비만군이었고 77
명(87.9%)이 정상 체중군이었다(Table 2). 과체중/비만군은
정상 체중군에 비해 치료 전 BA-CA가 컸고 Ht_zs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체중당 약용량, PAH_zs, MPH_zs는 두 군간 차이
가 없었다. GnRHa로 1년간 치료 후 BMI_zs는 정상 체중군에

Table 1. Auxologic data during 1-year of gonadotropin
releasing hormone agonist treatment in 99 idiopathic true
precocious puberty girls

Before treatment
CA (yr)
BA (yr)
BA-CA (yr)
BMI_zs
Ht_zs
PAH_zs
MPH (cm)
MPH_zs

∆BMI_zs
GV (cm/yr)

7.9 ± 0.4
10.2 ± 0.6
2.4 ± 0.7
0.26 ± 1.03
0.94 ± 0.90
-1.38 ± 1.05
159.5 ± 3.5
-0.45 ± 0.72

After treatment

P value

8.9 ± 0.4
10.8 ± 0.6
1.9 ± 0.6
0.42 ± 0.89
0.93 ± 0.86
-1.00 ± 1.04

˂ 0.001
˂ 0.001
˂ 0.001
0.001
0.76
˂ 0.001

서만 유의하게 증가하였다(정상 체중군, -0.15-0.08, P ˂
0.001; 과체중/비만군, 1.69-1.60, P =0.186). 정상 체중군에서
과체중/비만군에 비해 1년 간 ∆BMI_zs가 유의하게 컸고(P =
0.004) ∆PAH_zs가 유의하게 작았으며(P =0.02), ∆Ht_zs, ∆
BA-CA값은 두 군 사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치료 1년 후 BMI_zs가 증가한 군과 감소한 군의 비교
전체 대상 환자 99명 중 64명(64.6%)에서 BMI_zs가 증가
하였다(Table 3). 정상 체중군 중 56명(72.7%), 과체중/비만
군 중 8명(36.4%)에서 BMI_zs가 증가하여, 정상 체중군에서

0.16 ± 0.47
6.0 ± 1.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Abbreviations: CA, chronological age; BA, bone age; BMI_zs,
body mass index z-score; Ht_zs, height z-score; PAH_zs, predicted adult height z-score; MPH_zs, midparental height z-score;
GV, growth velocity.

BMI_zs가 증가한 비율이 더 높았다(χ2=9.9, P =0.002).
BMI_zs가 증가한 군이 감소한 군에 비하여 치료 전 BMI_zs가
낮았으며(P ˂0.001), 1년 치료 후 두 군 모두 치료 전에 비하
여 BA-CA의 감소(P ˂0.001 for both group), PAH_zs의 증가(P
˂0.001 for both group)가 관찰되었다. BMI_zs가 증가한 군과

Fig. 1. (A) Body mass index z-score (BMI_zs) change during treatment correlates with initial body
mass index z-score (r = -0.50, P ˂ 0.001). (B) BMI_zs is not related with drug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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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ody mass index z-score (BMI_zs) change during treatment is not related with the change of
bone age advance (BA-CA, A), the change of height z-score (Ht_zs, B), and the change of predicted
adult height z-score (PAH_zs, C).
Table 2. Auxologic data during 1-year of gonadotropin releasing hormone agonist treatment in two group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baseline BMI percentile

All patients (n = 99)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2.4 ± 0.7
0.26 ± 1.03
0.94 ± 0.90
-1.38 ± 1.05

BA-CA (yr)
BMI_zs
Ht_zs
PAH_zs
MPH_zs
Dose (µg/kg)

Normal weight (n = 77)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1.9 ± 0.6†
0.42 ± 0.89†
0.93 ± 0.86
†
-1.00 ± 1.04

-0.45 ± 0.72
83.5 ± 22.7
-0.4 ± 0.3
0.16 ± 0.47
-0.01 ± 0.17
0.38 ± 0.66

∆BA-CA (yr)
∆BMI_zs
∆Ht_zs
∆PAH_zs

2.2 ± 0.6
-0.15 ± 0.72
0.79 ± 0.86
-1.40 ± 1.08

1.8 ± 0.6†
0.08 ± 0.66†
0.78 ± 0.81
-1.09 ± 1.05†

-0.51 ± 0.72
84.8 ± 23.1
-0.4 ± 0.3
0.23 ± 0.49
-0.01 ± 0.18
0.30 ± 0.63

Overweight/Obesity (n = 22)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2.8 ± 0.6*
1.69 ± 0.51*
1.46 ± 0.86*
-1.32 ± 0.96

,†

2.3 ± 0.6*
1.60 ± 0.48*
1.47 ± 0.79*
-0.66 ± 0.92†

-0.26 ± 0.68
78.9 ± 20.9
-0.4 ± 0.2
-0.10 ± 0.33*
0.01 ± 0.17
0.66 ± 0.6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Abbreviations: BA-CA, bone age advance; BMI_zs, body mass index z-score; Ht_zs, height z-score; PAH_zs, predicted adult height
z-score; MPH_zs, midparental height z-score; ∆, difference after 1 year treatment.
*P ˂ 0.05 vs. normal (BMI ˂ 85 percentile).
†
P ˂ 0.05 vs. before treatment.

감소한 군에서 ∆BA-CA, ∆Ht_zs, ∆PAH_zs는 유의한 차이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본 연구에서, GnRHa 투여 후 1년

가 없었다.

동안 BMI_zs는 체중이 정상인 경우에 의미 있게 증가하였으
며, 치료 전 BMI_zs가 낮을수록 더 많이 증가하였다. 1년간
고

찰

치료 후의 BMI_zs의 증가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치료 시작 전 BMI_zs였으며 치료 시작 전 역연령대비 골연령

특발성 진성 성조숙증 여아들에서 GnRHa 치료가 비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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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량, 신장 표준점수, GnRHa 용량과는 관련이 없었다.

Table 3. Auxologic data during 1-year of gonadotropin releasing hormone agonist treatment in two groups divided by BMI
z-score gain during treatement

∆BMI_zs ˃ 0 (n = 64)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

1.9 ± 0.6
†
0.36 ± 0.82
0.89 ± 0.79
†
-0.99 ± 1.02
-0.4 ± 0.27
0.39 ± 0.4
0.01 ± 0.18
0.37 ± 0.63

2.3 ± 0.6
-0.04 ± 0.91
0.88 ± 0.84
-1.37 ± 1.05

BA-CA (yr)
BMI_zs
Ht_zs
PAH_zs
∆BA-CA (yr)
∆BMI_zs
∆Ht_zs
∆PAH_zs

∆BMI_zs ≤ 0 (n = 35)
Before treatment
2.5 ± 0.7
0.80 ± 1.02*
1.04 ± 1.01
-1.41 ± 1.06

After treatment
†

2.0 ± 0.7
†
0.53 ± 1.01
1.01 ± 0.97
†
-1.00 ± 1.08
-0.46 ± 0.26
-0.27 ± 0.23*
-0.03 ± 0.17
0.4 ± 0.7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Abbreviations: BA-CA, bone age advance; BMI_zs, body mass index z-score; Ht_zs, height z-score; PAH_zs, predicted adult height
z-score; ∆, difference after 1 year treatment.
*P ˂ 0.05 vs. ∆BMI_zs ˃ 0.
†
P ˂ 0.05 vs. before treatment.

GnRHa는 특발성 진성 성조숙증 여아에서 사춘기 진행과

안 GnRHa 치료를 하는 중에 체지방률 표준점수가 증가하였

골성숙을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1981년 처음 사용하였다 .

고17), 1년 동안 조사한 국내 연구에서도 BMI 백분위수가 증

GnRHa 투여 방법은 leuprorelin 또는 triptorelin을 4주마다 피

19)
가하였다18). 또한 Aguiar 등 이 176명의 진성 성조숙증 여아

하 또는 근육 주사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GnRHa 치료

들을 대상으로 치료 시작 2년 후까지 추적관찰을 시행한 결

시작 연령과 치료 효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과에서도 BMI_zs가 GnRHa 치료 전에 비해 치료 시작 2년 후

빠르게 진행하는 성조숙증의 경우 역연령 8세 이후에 치료를

에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치료 시작

시작하는 경우에는 6세 이전에 시작하는 것보다 치료 효과가

전 체중이 정상이었던 여아에서 비만군에 비해 BMI_zs 증가

11)

적었다 . 이와 같은 연령별 치료 효과의 차이를 배제하기 위

량이 더 많았다. 그러나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Kim 등6)의

해 본 연구에서는 치료 시작시 연령이 6세 미만이거나 9세 이

연구에서는 34명의 진성 성조숙증 여아를 GnRHa 치료 시작

상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전 연구들에서 GnRHa의

2년 후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 과체중군과 정상 체중군간

용량은 치료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사춘기 진행을 억제하

BMI_zs 변화의 유의한 차이는 없다고 보고하였다.

12)

는 용량을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30-140 µg/kg (최대

치료 종료까지 추적 관찰한 연구들의 결과들을 보면

용량 3.75 mg)을 투여하였으며, 약물 용량과 비만도 변화와

Palmert 등7)이 110명(96명의 여아와 14명의 남아)의 진성 성

의 유의한 연관성은 없었다.

조숙증 환아를 GnRHa 투여 전부터 투여 종료 2년까지 추적

진성 성조숙증에서 GnRHa의 신장에 대한 효과의 경우 예

관찰한 결과 BMI_zs의 차이가 없었다. 치료가 끝나고 나서는

측성인키의 변화로 평가하거나, 최종성인키와 치료 전 예측

BMI_zs가 감소한다는 연구들도 있다. Poomthavom 등20)에

성인키의 차이(FH-PAH)로 계산한 신장획득으로 평가한다.

의하면 GnRHa 치료를 받은 47명의 성조숙증 여아들과 치료

일부 연구들은 예측성인키의 호전이 뚜렷하지는 않다고 보

받지 않은 11명의 여아들을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 GnRHa

13-15)

고하였으나

,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신장획득이 있거나
1, 3)

치료를 받은 군에서는 BMI_zs가 진단 시 1.26에서 성인키 도

. 본 연구

달 시 0.16으로 오히려 감소하였고 GnRHa 치료를 받지 않은

에서도 GnRHa 1년 치료 후 정상 체중군과 과체중/비만군 모

군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또한 Arrigo 등21)은 2년 이

두에서 예측성인키가 증가하였다.

상 GnRHa 치료를 받은 101명의 진성 성조숙증 여아를 치료

예측성인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GnRHa 투여 후 비만도 증가의 기전으로는 과체중 환아에

종료 1-2년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 비만한 환아의 비율이

서 렙틴과 인슐린이 상승되어 있는 것, 지방조직 aromatase

GnRHa 치료 시작시점에 비해 치료 종료 시, 치료 종료 1-2년

의 활성화에 의해 부신 안드로젠이 에스트로젠으로 전환되

후 추적 관찰 시 점차로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다(23.2% vs.

16)

는 것 등이 연관된 것으로 생각된다 . 진성 성조숙증 환아들

4% vs. 0%).

에서 GnRHa 투여에 따른 비만도의 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결

GnRHa을 1년 동안 치료하였을 때, BMI_zs가 증가한 군과

과들은 일관적이지는 않다. 진성 성조숙증 환아에서 2년 동

감소한 군 모두에서 BA-CA의 감소와 함께 예측성인키의 증

성조숙증에서 GnRHa치료와 비만도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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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관찰되었으며, 두 군간에 정도의 차이는 없었다. 결국

전후의 체질량지수 표준점수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교육 등을 통해 BMI의 감소가 있더라도 GnRHa 치료 효과가

결 과 : 1년간 GnRHa 투여 후 BMI_zs는 정상 체중군에서

적지 않기 때문에, 체중을 유지하는 데 적극적인 개입이 키

만 증가하였고 과체중/비만군에서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성장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않았다. 치료 시작시의 BMI_zs와 ∆BMI_zs는 음의 상관관계

본 연구는 GnRHa를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을 설정하지 못

를 보였다(r=-0.501, P ˂0.001). PAH_zs는 정상 체중군(∆

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리고 추적 관찰기간이 1년으로

PAH_zs=0.30)에서 과체중/비만군(∆PAH_zs=0.66)에 비해

짧아서 GnRHa의 장기적인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치료 종료

증가량이 작았으나(P =0.02), 치료 시작 당시의 BMI_zs와 ∆

이후까지 보다 장기간의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또한 비만군

PAH_zs가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BA-CA, ∆Ht_zs는

에서는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 비만 조절을 위한 노력이 행해

정상 체중군과 과체중/비만군 사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지는 비율이 높고 이로 인해 비만군에서는 유의한 비만도 증

BMI_zs가 증가한 군과 변화 없거나 감소한 군을 비교했을 때

가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환아에게

두 군 사이 ∆BA-CA, ∆Ht_zs, ∆PAH_zs의 유의한 차이는 없

아이스크림, 이온음료, 탄산음료 섭취를 자제하도록 교육하

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도 ∆BMI_zs는 치료 시작시의

였고, 과체중/비만군에게는 운동 및 식이조절의 필요성을 주

BMI_zs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 외에 치료 시작 시 역

지시켰으며 과체중/비만군 중 3명(13.6%)에게는 영양상담을

연령, 골연령, 골연령-역연령값, 키, 약용량과는 유의한 연관

실시하였다. 정확한 비만도의 평가는 BMI만으로는 힘들며

성을 보이지 않았다.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나 컴퓨터 단층촬영

결 론 : 정상 체중이었던 환아들에서 1년간 GnRH agonist

을 통해 평가한 지방 분포 의 변화에 대해서도 추후 연구가

치료 후 비만도가 증가하였으며, 치료 전 비만도가 낮을수록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비만도, GnRHa 치료 시작시의

치료 후 비만도는 더 많이 증가하였다.

연령과 사춘기 단계 등도 환아들의 비만도와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해서도 추후 연구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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