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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최근 비만 아동 및 사춘기 조숙증이 급증하고 있어 비만과 사춘기 조숙증의 연관성에 관해 관심이 집
중되고 있다. 특발성 사춘기 조숙증의 한 원인으로서 체지방량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추정되나 사춘기 조숙증
아동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체성분 분석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는 특발성 사춘기 조숙증 여아의 체성분 분석
을 통하여 비만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상계백병원 성장클리닉을 내원한 7세 이상 10세 미만의 여아 252명[정상 대조군(86명), 조기 사춘
기군(75명), 중추성 성조숙증군(91명)]을 대상으로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허리-둔부 비, 체지방률, 제지
방량, 골연령, 혈중 estradiol 농도, gonadotropin releasing hormone (GnRH) 자극 검사 후 luteinizing hormone
(LH) 최고치 농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평균 신장은 대조군 128.9 ± 5.5 cm, 조기 사춘기군 133.9 ± 7.7 cm, 중추성 성조숙증군 135.6 ± 6.2
cm로 중추성 성조숙증군에서 가장 높았다. 체중은 각각 29.2 ± 5.6 kg, 34.4 ± 7.6 kg, 33 ± 5.9 kg으로 조기 사춘
2
2
2
기군에서 가장 높았다(P < 0.0001). 체질량지수는 각각 17.5 ± 2.6 kg/m , 19.0 ± 2.7 kg/m , 17.9 ± 2.2 kg/m 로

조기 사춘기군에서 가장 높았다(P = 0.003). 허리둘레는 각각 60.5 ± 7.2 cm, 65.8 ± 8.2 cm, 63.2 ± 5.8 cm,
체지방률도 각각 23.8 ± 8.0%, 27.0 ± 7.3%, 23.1 ± 6.4%로 조기 사춘기군에서 가장 높았다(P = 0.0001) (P =
0.003).
결론: 신장 및 제지방량은 중추성 성조숙군에서 가장 높았으나 체중,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체지방률은 조기 사
춘기군 여아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특발성 성조숙증중에서 특히 조기 사춘기군이 중추성 성조숙증군보다
비만 및 체지방과 연관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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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4,5)
미국 아동의 비만율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 30년 전과

론

비교하여 여아의 사춘기 시작 연령이 더 빨라졌다는 보고가
사춘기의 시작과 진행은 환경 및 유전적 요인의 상호작용

있다.6) 이것은 소아 비만이 사춘기 경향의 변화와도 연관성

1)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성성숙을 진행시키는 여러 요인 중

7)
이 있다는 가설을 나오게 했으며 , 사춘기의 시작과 체중과

영양상태 특히 체지방량이 중요하며, 비만한 여아가 사춘기

의 연관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게 했다. 체질량지수

발달이 빠른 것에 대해 많은 보고가 있었다.

2,3)

최근 20년간

(Body mass index, BMI)가 높고 체지방량(Body fat mas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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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큰 여아에서 사춘기 시작이 더 빠르며8), 성조숙 여아에서

hormone (FSH) 농도 및 GnRH 100 μg IV 후 30분, 60분,

정상 발달 여아와 비교하여 2배의 과체중을 보였다는 보고

90분째 estradiol, LH, FSH 농도를 Centaur XP, Ziemens

9)

가 있다.

기계로 Chemiluscenceimuno assay법으로 측정하였다. 골연

급속한 사회 경제적 발전 및 식습관의 서구화로 최근 한
국 소아청소년의 평균 신장 및 연령별 평균 체중도 증가되
10-13)

고 있으며

령은 왼손 x-ray 촬영을 통해 Greulich-Pyle 방법으로 측정
하였다.

, 또한 사춘기 조숙증의 발생 빈도가 과거에

5,000~10,000명 중 1명으로 알려져 있었으나14), 최근 국내

3) 통계 분석

의 성조숙증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

본 연구의 통계학적 분석은 SAS package (version 9.1,

15)

한국 소아청소년의 비만과 성조숙증의 증가가 보고되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

고 있으나, 이러한 경향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여

다. 세 군 간의 임상양상의 비교는 Kruskal Wallis test로 분

본 연구에서는 성조숙증 아동이 정상군에 비해 더 비만인지

석하였다. 결과치는 평균치±표준편차(Mean ± SD)로 표시

를 확인하고, 성조숙증 여아를 대상으로 단순 체중보다 체지

하였다. P값은 0.05 미만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다.

방률 등 체구성 성분 분석을 통하여 정상군과 성조숙증군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결

과

1. 연령 및 골연령

법

연구 대상 총 252명 중 정상 대조군(n = 86), 조기 사춘

1. 연구대상

기군(n = 75), 중추성 성조숙증군(n=91)의 각 평균 연령은

성장검진 혹은 사춘기 조숙증을 주소로 상계백병원 성장

8.5 ± 0.8세, 8.6 ± 0.8세, 8.6 ± 0.8세로 차이가 없었다. 세

클리닉을 내원한 7세 이상에서 10세 미만의 여아 252명을

군 간의 골연령은 각각 8.8 ± 0.8세, 9.8 ± 1.1세, 10.3 ±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정상 대조군은 86명, 사춘기 조숙증

1.2세로 중추성 성조숙증군에서 가장 높았다(P < 0.0001)

군은 166명 이었다. 본 연구는 상계백병원 임상시험위원회

(Table 1).

(IRB)의 심의를 통과한 후 진행되었으며, 대상자의 부모로

2. 신장 및 체중

부터 gonadotropin releasing hormone (GnRH) 자극 검사

평균 신장은 대조군 128.9 ± 5.5 cm, 조기 사춘기군

및 혈액 검사에 대해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하였다.

133.9 ± 7.7 cm, 중추성 성조숙증군 135.6 ± 6.2 cm로 중

2. 연구방법

추성 성조숙증군에서 가장 높았으며, 신장의 표준편차점수

1) 분류

(standard deviation score) 역시 중추성 성조숙군에서 유의

특발성 중추성 성조숙증은 2차 성징이 8세 이전에 시작

하게 높았다(P < 0.0001). 체중은 대조군 29.2 ± 5.6 kg, 조기

되었으며 사춘기의 성장 속도를 보이면서 골연령이 역연령

사춘기군 34.4 ± 7.6 kg, 중추성 성조숙증군 33.0 ± 5.9 kg

보다 1년 이상 증가되어 있고, GnRH 자극 검사(100 μg 정

으로 조기 사춘기군에서 가장 높았으며, 체중의 표준편차점

맥 내 주사)에서 luteinizing hormone (LH) 농도가 기저치의

수(standard deviation score) 또한 조기 사춘기군에서 유의

3배 이상 증가되면서 최고치 농도가 5 mIU/mL 이상이고

하게 높았다(P < 0.0002) (Table 1).

특별한 기질적인 원인이 없는 경우로 진단하였다. 조기 사춘

3. 체질량지수(BMI)

기는 2차 성징이 8세 이전에 시작되었으며 골연령이 역연령

평균 BMI는 대조군 17.5 ± 2.6 kg/m2, 조기 사춘기군 19

보다 1년 이상 증가되어 있으나 GnRH 자극 후 최고치 농도

2
2
± 2.7 kg/m , 중추성 성조숙증군 17.9 ± 2.2 kg/m 로 조기

가 5 mIU/mL 이하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사춘기군에서 가장 높았다(P = 0.003) (Table 1) (Fig. 1).
2) 신체 계측 및 검사

4. 허리둘레(Waist Circumference) 및
허리-둔부 비(Waist-Hip Ratio)

대상 환아는 신장, 체중, 체지방률, 제지방량을 InBody
720 (Biospace co., Seoul, Kore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허리둘레는 줄자가 수평면을 이루게 하여 호기의 마지막 단

평균 허리둘레는 대조군 60.5 ± 7.2 cm, 조기 사춘기군

계에서 허리의 가장 좁은 부분을 측정하였다. 체질량지수

65.8 ± 8.2 cm, 중추성 성조숙증군 63.2 ± 5.8 cm으로 조기

2

(Body mass index, BMI)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kg/m )으로

사춘기군에서 가장 높았다(P = 0.0001) (Table 1) (Fig. 2).

나누어 계산 하였다. 채혈은 6~8시간 금식 후 아침 공복 상

평균 허리-둔부 비는 대조군 0.75 ± 2.70, 조기 사춘기군

태에서 이루어졌으며 기저 estradiol, LH, follicle-stimualting

0.76 ± 0.03, 중추성 성조숙증군 0.74 ± 0.02으로 조기 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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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among control group, early puberty group and central precocious puberty group
Precocious puberty
Control
Early puberty
Central PP
P-value
n = 86
n = 75
n = 91
Chronological age (years)
8.5 ± 0.8
8.6 ± 0.8
8.6 ± 0.8
N.S
Bone age (years)
8.8 ± 0.8
9.8 ± 1.1
10.3 ± 1.2
< 0.0001
Height (cm)
128.9 ± 5.5
133.9 ± 7.7
135.6 ± 6.2
< 0.0001
Height SDS
-0.02 ± 0.98
0.72 ± 1.31
0.86 ± 1.07
< 0.0001
Weight (kg)
29.2 ± 5.0
34.4 ± 7.6
33.0 ± 5.9
< 0.0001
Weight SDS
0.11 ± 1.04
0.91 ± 1.25
0.58 ± 0.99
< 0.0002
2
17.5 ± 2.6
19.0 ± 2.7
17.9 ± 2.2
0.003
BMI (kg/m )
Waist circumference (cm)
60.5 ± 7.2
65.8 ± 8.2
63.2 ± 5.8
0.0001
Waist-Hip Ratio
0.75 ± 2.70
0.76 ± 0.03
0.74 ± 0.02
0.006
Total body fat (%)
23.8 ± 8.0
27.0 ± 7.3
23.1 ± 6.4
0.003
Lean body mass (kg)
20.4 ± 3.4
22.9 ± 4.9
23.4 ± 4.1
< 0.0001
Estradiol (pg/mL)
11.4 ± 0.0
17.3 ± 8.6
18.7 ± 16.4
< 0.0001
Peak LH (mIU/mL)
3.9 ± 3.0
3.5 ± 2.6
22.8 ± 17.6
< 0.0001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D.
Peak LH: Peak LH concentration after GnRH stimulation test.
BMI, body mass index; LH, luteinizing hormone; NS, not significant; PP, precocious puberty; SDS, standard deviation score.

Fig. 1. Comparison of body mass index among control group, early puberty and central precocious puberty group. N.S, not
significant.

Fig. 2. Comparison of total body fat percent among control group, early puberty and central precocious pubert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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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waist circumference among control group, early puberty and central precocious puberty group.

기군에서 가장 높았다(P = 0.003) (Table 1).

게 측정되었다. 중추성 성조숙증군에서는 GnRH 자극 후
LH 최고 농도가 유의하게 높고 골연령도 역연령에 비해 2

5. 체지방률(Body Fat Percent) 및
제지방량(Lean Body Fat)

년 이상 높아, 중추에서부터 활성화된 LH가 에스트라디올
을 증가시킨 후 골성숙을 진행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조기

평균 체지방률은 대조군 23.8 ± 8.0%, 조기 사춘기군

사춘기군에서 기저 LH 농도는 대조군과 차이 없이 아직 활

27.0 ± 7.3%, 중추성 성조숙군 23.1 ± 6.4%로 조기 사춘기

성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매우 높은 체지방에서 직접 활성화

군에서 가장 높았다(P = 0.003) (Table 1) (Fig. 3). 제지방

된 여성호르몬에 의해 가슴발달이 되며, 골성숙도 중추성 성

량은 대조군 20.4 ± 3.4 kg, 조기 사춘기군 22.9 ± 4.9 kg,

조숙증 만큼 진행되지는 않더라도 골연령을 역연령에 비해

중추성 성조숙증군 23.4 ± 4.1 kg로 중추성 성조숙증군에서

1년 이상 조기화시킬 수 있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가장 높았다(P < 0.0001).

1970년대 초에 Frisch와 Revelle

16,17)

는 초경의 시작에는

최소 48 kg의 체중 또는 체중의 22%의 체지방(body fat)이

6. 혈중 에스트라다이올(Estradiol) 농도

필요하다는 ‘critical weight hypothesis’를 제시하면서 사춘

평균 estradiol은 대조군 11.4 ± 2.7 pg/mL, 조기 사춘기

기 발달과정에서 체중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했으며,

군 17.3 ± 8.6 pg/mL, 중추성 성조숙증군 18.7 ± 16.4

후에 사춘기 시작에 중요한 요소로서 지방세포에서 분화된

pg/mL로 중추성 성조숙증군에서 가장 높았다(P < 0.0001)

호르몬인 렙틴의 발견으로 체지방과 사춘기 시작이 연관이

(Table 1).

있음을 뒷받침 하였다.

18,19)

최근의 조기 사춘기 성숙의 경향

은 과체중 및 비만 유병률의 증가와 관련 있으며, 과체중 혹

7. 성선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 (GnRH) 자극검사
후 LH 농도 최고치

은 이른 체중의 따라잡기 등이 사춘기를 앞당기며 과체중
여아에서 가슴 발달과 음모 발생 및 초경이 정상 여아에서

GnRH 자극 후 LH 최고 농도는 대조군 3.9 ± 3.0

20,21)

보다 빠르게 진행됨이 보고되고 있다.

체지방의 증가는

mIU/mL, 조기 사춘기군 3.5 ± 2.6 mIU/mL, 중추성 성조숙

사춘기의 호르몬적 조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지방 조

증군 22.8 ± 17.6 mIU/mL로 중추성 성조숙증군에서 가장

직(adipose tissue)에서 안드로겐(androgens)이 에스트로겐

높았다(P < 0.0001) (Table 1).

(estrogen)으로의 방향족화(aromatization)가 이루어지며, 에
스트로겐에 의해 성 성숙(maturation)이 진행되므로 비만인

고

찰

경우 성조숙증이 발생 할 수 있다.

21)

또한 비만인 경우 상

대적으로 성호르몬 결합 단백질(sex
본 연구의 결과 중추성 성조숙증군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hormone-binding

globulin)이 낮아 생물학적 활성도가 있는 유리형 estradiol

대조군에 비하여 현저하게 컸으나 키와 체중이 동시에 크기

이나 testosterone과 같은 호르몬의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때문에 BMI는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중추성 성

BMI가 큰 여아와 정상 BMI의 여아 두 군간 유방 발육 연

조숙증군의 평균 허리둘레는 대조군에 비하여 컸지만 허리-

령을 비교한 결과 각각 8세와 9.6세로 보고되었으며, 10세

둔부 비와 평균 체지방률은 두 군 간에 차이는 없었다. 반면,

이전에 초경을 한 여아들에서도 BMI가 정상군에 비해 높음

조기 사춘기군은 복부 비만과 체지방률이 중추성 성조숙증

이 보고 되었고 조기 사춘기를 보인 여아에서 정상에 비해

군보다 뚜렷하게 컸으며, 특히 체지방률은 세 군 중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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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사춘기 조숙증 여아의 체성분 분석 －

과체중 1.5배, 비만은 약 2배 정도 많음이 보고되었다.20)

Kruskal Wallis test.

현재까지 비만과 사춘기 시작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Results: The mean height was highest in CPP (135.6 ±

많이 발표되고 있으나, 사춘기 조숙증 환아를 대상으로 특히

6.2 cm in CPP, 133.9 ± 7.7 in early puberty, 128.9 ± 5.5

중추성 성조숙증군과 조기 사춘기군의 체성분 분석을 통해

in control). The body weight (P < 0.0001), BMI (P =

정상 대조군과 비교 연구한 논문은 없었다. 본 연구는 객관

0.003), waist circumference (P = 0.0001) and total body

적인 성조숙증 진단기준에 따라 정상군, 조기 사춘기군, 중

fat percent (P = 0.003)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추성 성조숙증군으로 구체화하여 체성분 분석을 시행하여

early puberty group than in CPP group.

임상적 특징을 비교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서 임상적 의미가

Conclusion: The results were consistent with obesity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편적 연구로서, 체지방률과 성호

being an important contributing factor in early onset of

르몬 농도, 그리고 사춘기 조숙증으로의 연결에 관한 병태생

puberty, especially in girls.

리적 기전을 설명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어, 추후 성호르몬결
합단백농도, 아디포카인, 내장지방 및 피하 지방량 분석비교,

Key words: Precocious puberty, Obesity, Body mass

지방세포 내 호르몬전환효소분석, 생활 습관력 등의 다중인

index, Body composition

자 분석이 보완되어야 하리라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성조숙증군은 정상군보다 유의하게 체중,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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