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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정상인에서 성장호르몬의 분비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60세 이상의 노인에서는 

24시간 성장호르몬 분비능이 뇌하수체 저하증 환자와 

구별하기 어려운 상태로 저하된다.
1-3)

 성인에서 성장

호르몬이 결핍되면 제 지방과 골 도의 감소, 지방량

의 증가, 허리둘레의 증가, 피부두께의 감소와 건조, 

근력과 운동력의 감소 등 신체변화와 함께, 일반적인 

안녕감의 저하나 기타 정신 사회학적인 증상들이 나

타나 삶의 질이 저하되게 된다.4-9) 성인에서 성장호르

몬 결핍증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뇌하수체 질병이

나 수술 등 기질적인 원인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대

상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들에서 성장호르몬을 

일정기간 보충해 줄 때 관련 증상 및 징후들이 현저

히 변화되는 것을 보고하 다.10-12) 

  한편 일부 학자들3,13)은 성장호르몬 결핍 증상들이 

정상노화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 사회학적 변화

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노화에 의한 ‘Soma-

topause’의 원인으로 성장호르몬 결핍의 관련성을 제

기 하고 있다. 특히 최근 건강한 노인에서 성장호르

몬 혹은 인슐린 양 성장인자-1 농도와 건강지표와의 

관련성에 대한 보고14-16)와 함께 일부 노인에서 성장호

르몬을 투여하여 노화와 관련된 신체적 특성들을 가

역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이 보고17-20)되고 있기 때문

에 질병이 없는 정상 노인에서 성장호르몬의 효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노화와 관련하여 

기능적으로 성장호르몬이 결핍된 정상 성인을 대상으

로 성장호르몬 보충요법의 효과에 대하여 아직도 논

◇ 원 저 ◇

기능적 성장호르몬 결핍을 보이는 성인에서 6개월간의 성장호르몬 보
충요법이 체성분 및 주관적 신체 기능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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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최근 일부 노인에서 성장호르몬 보충요법이 노화와 관련된 신체적 특성들을 가역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뇌하수체 질환이 없는 정상 성인에 대한 성장호르몬 치료 효과는 아직도 논란이 

있다. 본 연구는 기능적 성장호르몬 결핍을 보이는 성인에서 단기간 성장호르몬 보충요법 후 체성분과 환자가 느

끼는 신체 기능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방법: L-dopa 자극 검사에서 최대 자극치가 5 μg/L 이하이거나 혈 중 인슐린 양 성장인자-1의 농도가 200 

ng/mL 이하인 40세 이상 성인 남녀 31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성장호르몬(Saizen, Serono, Switzerland) 1.05 IU

를 주 6회 취침 전 피하주사한 후, 체성분 변화와 설문지 응답 차이를 짝을 이룬 비모수 검정으로 알아보았다. 

인슐린 양 성장인자-1 농도는 치료 전, 3개월, 6개월에 측정하여 차이를 비교하였다.

결과: 인슐린 양 성장인자-1농도는 치료 전 평균 209.1±69.8 ng/ml에서 3개월에 274±99.3 ng/ml, 6개월에 

301.0±48.1 ng/ml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P＜0.0001). 치료 6개월 후 근육량은 유의하게 증가(P＜0.005), 체 

지방률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1). 지방량, 체중, 허리둘레의 변화는 없었다. 설문지 조사에서 총점은 치료 

후에 유의하게 높아 졌다(P＜0.0005). 또한 피부, 머리카락, 손톱, 근육 등 신체변화를 묻는 문항들과(P＜0.0005) 

성 기능 향상(P＜0.001), 자신의 신체 외모 변화(P＜0.02), 만성피로와 저항력(P＜0.03), 활력 증가(P＜0.05) 등

의 문항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인지기능, 정서 및 수면 장애 등의 영역은 치료 전후의 차이가 없었다.

결론: 기능적 성장호르몬 결핍을 보이는 정상 성인에서 단기간 성장호르몬 보충요법으로 근육량 증가, 체지방률 

감소, 일부 신체적 기능의 향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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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이 있으며
13,21,22)

, 특히 환자 자신들이 느끼는 신체 

기능 변화에 대한 평가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 종합 병원 갱년기 및 노화방지 

클리닉을 방문하여 L-dopa 자극 검사와 인슐린 양 성

장인자-1 농도측정 후 성장호르몬 결핍 소견을 보인 

40세 이상의 성인 남녀 31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성

장호르몬을 투여하여, 치료 전후 체성분 변화와 신체

기능 변화에 대한 환자들의 자가 평가를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방      법

    1. 연구 대상

  2001년도 9월 1일부터 2002년도 8월 31일까지 1년

간 질병의 조기 발견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 종

합 병원 갱년기 및 노화방지 클리닉을 방문하여 성장

호르몬 검사를 받은 40세 이상의 성인 남녀 중 

L-dopa 자극 후 성장호르몬 최대 자극치가 5μg/L 이

하이거나 혈 중 인슐린 양 성장인자-1의 농도가 200 

ng/mL 이하이고 성장호르몬 보충요법을 받기를 원하

는 31명(여자 23명, 남자 8명)을 대상으로 하 다. 과

거 병력이나 검사에서 암, 뇌하수체질환, 증식성 망막

질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간 기능 장애가 있는 경

우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 다. 

    2. 신체 계측

  체중은 킬로그램 단위로 각각 소수점 한 자리까지 

측정하 으며 허리둘레는 갈비뼈 하단과 장골능선의 

중간부위를 줄자로 최단 길이를 측정하 다. 근육량, 

지방량, 체지방률은 Inbody 3.0 (Biopace Ltd, Seoul, Korea)

을 이용하여 bioimpedence analysis법으로 측정하 고 성

장호르몬 투여 전과 6개월 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실

시하 다.

    3. 인슐린 양 성장 인자-1 농도 측정 

  12시간 이상 금식 후 채취된 혈액으로 인슐린 양 

성장 인자-1을 IGF-I-D-RIA-CT kit를 사용하여 radioim-

munoassay 방법(intra-coefficient variance; 3.9∼9.5%, inter- 

coefficient variance; 5.0∼8.0%)을 사용하 고 성장호르

몬 치료 전, 치료 3개월, 치료 6개월에 측정하 다. 

    4. L-dopa 성장호르몬 자극 검사 

  L-dopa 자극 검사는 성장호르몬 투여 전에 1회 실

시하 으며 기저치 혈액(0분)을 채취한 후 L-dopa 500 

리그램을 복용하고 30분, 60분, 90분, 120분에 혈액

을 채취하여 성장호르몬 농도를 측정하 다. 성장호

르몬 농도는 Diichi kit를 사용하여 immunoradiometric assay 

(intra-coefficient variance; 1.4∼2.1%, inter-coefficient variance; 

0.8∼1.3%) 방법으로 측정하 다. 성장호르몬 결핍은 최

대 자극치가 5μg/L 이하일 때로 정의하 다.

    5. 성장호르몬 투여

  유전자 재조합 성장호르몬(Saizen, Serono, Switzerland) 

1.05 IU을 일주일에 6회 취침 전 기기를 사용하여 복

부나 허벅지에 자가 피하주입하도록 했으며 치료도중 

관절통이나 하지 부종 등의 부작용이 있을 시 주치의

의 감독하에 성장호르몬을 30% 감량하여 주입하거나 

치료를 중단하도록 하 다.  

    6. 설문지 작성

  성장호르몬 치료 전후의 주관적인 신체 및 정서 기

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장호르몬 결핍 시 나타

나는 신체변화 및 증상 등을 토대로 자기 기입식 설

문지를 계발하여 사용하 다. 설문지는 7개 역에서 

총 25문항으로 만들어졌으며 활력 및 운동력 4문항, 

정서장애 3문항, 인지력 3문항, 피부, 시력, 근육 등 

신체 기능과 관련된 6문항, 만성 피로와 질병에 대한 

면역력 3문항, 자신의 신체 외모변화를 묻는 3문항, 

그리고 성 기능과 관련된 3문항 등으로 구성되었고, 

응답은 ‘거의 아니다(0점)’, ‘매우 그렇다(4점)’ 등 5점 

Table 1. Clinical and anthrop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tients.

ꠧꠧꠧꠧꠧꠧꠧꠧꠧꠧꠧꠧꠧꠧꠧꠧꠧꠧꠧꠧꠧꠧꠧꠧꠧꠧꠧꠧꠧꠧꠧꠧꠧꠧꠧꠧꠧꠧꠧꠧꠧꠧꠧꠧꠧꠧꠧꠧꠧꠧꠧꠧꠧꠧꠧ

Characteristics Men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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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year) Number (%) Number (%)
    ∼49  0 (00.0)  9 (40.9)
  50∼59   4 (50.0) 12 (54.6)
  60∼    4 (50.0)  1 (4.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8 (100.0)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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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an±SD*  Mean±SD
  Age (year)  59.6±4.6   50.8±7.4
  Weight (Kg)  69.9±12.5   56.9±9.8
  Waist circumference (cm)  87.7±11.0   81.0±11.2
  Percent body fat (%)  22.6±8.1   31.1±6.5
  Fat mass (kg)  16.3±7.5   18.1±6.3
  Total cholesterol (mg/dL) 169.6±19.6  191.3±31.3
  Fasting blood sugar (mg/dL)  99.8±6.1   90.0±6.4
  IGF-1† 232.0±57.6  201.1±73.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standard deviation, †: Insulin-like growth facto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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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의 자기 기입식 설문지이다. 대상인들은 성장호

르몬 투여 전과 6개월 후에 동일한 설문지를 작성하

다.

    7. 통계분석

  SAS 통계 팩키지를 이용하 으며 인슐린 양 성장인

자-1의 농도 차이의 검증을 위해 치료 전, 치료 후 3

개월, 치료 후 6개월에 채취한 혈청 농도를 두개 이

상 짝을 이룬 비모수 표본 검정인 Friedman test를 사

용하 고 체중, 허리둘레, 근육 및 지방량의 치료 전

후 비교를 위해 짝을 이룬 비모수 검정인 윌콕슨 부

호 순위 검정으로 사용했으며, 치료 전후 설문 응답 

차이를 알기 위해 총점, 7개 역의 역별 평균점수, 

그리고 각 문항의 점수 차이를 윌콕슨 부호 순위 검

정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 다. 

결     과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의 평균 나이는 남자 59.6±4.6세, 여자 

50.8±7.4로 남자가 더 많았고 신체계측상 체중은 남

자 69.9±12.5 Kg, 여자 56.9±9.8 Kg이고 허리둘레가 

남자 87.7±11.0 cm, 여자 81.0±11.2 cm이었고 체성분 

분석에서 체 지방률 평균이 남자 22.6±8.1%, 여자 

31.1±6.5%로 과체중에 속하 다. 혈액검사에서 총콜

레스테롤과 공복 혈당의 평균은 남녀 모두 정상이었

고 치료 전 인슐린 양 성장인자-1 농도는 남자가 평

균 232.0±57.6 ng/ml, 여자가 평균 201.1±73.1 ng/ml이

었다(표 1).  

    2. 인슐린 양 성장인자-1 

  인슐린 양 성장인자-1은 치료 전 평균 209.1±69.8 

ng/ml에서 3개월에 274±99.3 ng/ml, 6개월에 301.0±

48.1 ng/ml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P＜0.0001)(표 2).

    3. 체성분 변화 

  치료 전후의 근육량은 평균 40.3±8.2 Kg에서 41.2

±8.4 Kg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고(P＜0.005), 지방량

은 평균 17.7±6.5 Kg에서 16.5±6.2 Kg로 감소하 으

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체지방률은 치료 전 평

균 28.8±7.8%에서 26.6±7.7%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

(P＜0.01). 체중과 허리둘레의 변화는 없었다(표 3).

    4. 설문문항점수의 변화 

  총점은 치료 전 45.0±15.0 점에서 치료 후 53.6±

15.5 점으로 유의하게 높아 졌다(P＜0.0005). 치료 전

후의 점수 차이를 보이는 설문 역은 피부, 머리카

락, 손톱, 근육 등 신체변화를 묻는 문항들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보 고(P＜0.0005), 그 외 성기 능 변화(P

Table 3. Body compositions (Mean±SD*) at baseline and 6 
months after treatment with rhGH†.

ꠧꠧꠧꠧꠧꠧꠧꠧꠧꠧꠧꠧꠧꠧꠧꠧꠧꠧꠧꠧꠧꠧꠧꠧꠧꠧꠧꠧꠧꠧꠧꠧꠧꠧꠧꠧꠧꠧꠧꠧꠧꠧꠧꠧꠧꠧꠧꠧꠧꠧꠧꠧꠧꠧꠧ

Characteristics Before 6 month later  P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Body weight (Kg) 60.4±11.8 61.7±14.1 0.41
Waist circumference (cm) 82.8±11.4 82.3±11.0 0.97
Percent body fat (%) 28.8±7.8 26.6±7.7 0.01
Muscle mass (Kg) 40.3±8.2 41.2±8.4 0.005
Fat mass (Kg) 17.7±6.5 16.5±6.2 0.1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omparison were carried out using  Wilcoxon’s signed rank test. 
*Standard deviation, †Recombinant human growth hormone.

 Table 2. Changes in serum IGF-1* (ng/mL) concentration dur-
ing the study.

ꠧꠧꠧꠧꠧꠧꠧꠧꠧꠧꠧꠧꠧꠧꠧꠧꠧꠧꠧꠧꠧꠧꠧꠧꠧꠧꠧꠧꠧꠧꠧꠧꠧꠧꠧꠧꠧꠧꠧꠧꠧꠧꠧꠧꠧꠧꠧꠧꠧꠧꠧꠧꠧꠧꠧ

Baseline 3 months 6 months   P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09.1±69.8 274.1±99.3 301.0±48.1 0.000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omparison were carried out using  Friedman's test. *Insulin-like 
growth factor-1.

Table 4. Mean scores of the questionnaire in 7 domains of the 
changes at baseline and 6 months after treatment with 
rhGH*.  

ꠧꠧꠧꠧꠧꠧꠧꠧꠧꠧꠧꠧꠧꠧꠧꠧꠧꠧꠧꠧꠧꠧꠧꠧꠧꠧꠧꠧꠧꠧꠧꠧꠧꠧꠧꠧꠧꠧꠧꠧꠧꠧꠧꠧꠧꠧꠧꠧꠧꠧꠧꠧꠧꠧꠧ

Baseline 6 month  P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Mean±SD†) (Mean±SD†)
Physical changes
(skin, hair, nail, 1.68±0.69  2.12±0.81 0.0005
  vision, muscle)
Sexual function 1.11±0.75  1.67±0.79 0.001
Self perception of

1.59±0.84  1.98±0.66 0.02
 physical appearance
Chronic fatigue &

1.15±0.84  2.05±0.94 0.03
 immunity
Vitality 1.94±0.84  2.30±0.86 0.05
Cognitive function 2.02±0.88  2.03±0.98 0.93
Affective & sleeping
 1.59±0.84  1.98±0.66 0.25
 problem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omparison were carried out using  Wilcoxon’s signed rank test.
*Recombinant human growth hormone,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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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자신의 신체 외모 변화(P＜0.02), 만성피로와 

저항력(P＜0.03), 활력(P＜0.05) 등이었다. 반면 인지기

능의 변화, 정서 및 수면 장애 등은 치료 전후의 응

답점수 차이가 없었다(표 4). 

  치료 전후에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매사에 활기가 있다.’(P＜0.03). ‘활동적으로 일한다.’(P

＜0.05), ‘피부가 촉촉하다’(P＜0.002), ‘머리카락이 새

로 난다.’(P＜0.04), ‘근육이 단단하다.’(P＜0.05), ‘몸매

가 젊어 보인다’(P＜0.0001), ‘성적 욕구가 강하다’(P＜

0.0007), ‘발기가 잘된다(남자), 오르가즘을 잘 느낀다

(여자)’(P＜0.0007) 등이었다(Table 5).

고      찰

  본 연구는 노화와 관련되어 기능적 성장호르몬 결

핍을 보이는 정상 성인에서 단기간의 성장호르몬 보

충요법의 효과를 설문지를 통하여 주관적인 신체적, 

정서적, 성 기능 변화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이러한 

시도는 주로 신체 지표의 변화나 정신 사회학적 삶의 

질을 평가했던 과거 연구들과 달리 성장호르몬 치료 

후 대상인들이 실제 느낄 수 있는 신체변화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할 수 있

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능적 성장호르몬 부족을 보

이는 성인에서 저용량의 성장호르몬을 단기간 사용하

여 근육량 증가와 체지방률 감소가 의미 있게 나타나

고 환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신체적 변화, 활력, 

성 기능에서도 치료 전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중요한 제한점은 

위약을 사용한 비교군이 없으며 설문지를 통한 평가

의 신뢰성과 타당성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설문지는 객관적인 의학적 상태를 점수화 

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장호르몬 보충요

법 후 기대되는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성장호르몬 결

핍 시 나타나는 증상 및 징후를 토대로 비교적 구체

적인 질문들로 이루어졌고 일개 병원에서 이루어진 

결과이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킬 때 주의를 요한다. 

  인슐린 양 성장인자-1 농도는 본 연구에서 209.1 

ng/ml로 비슷한 연령군의 정상 성인 평균치보다 낮으

며23) 치료 3개월과 6개월 각각 31%와 44%가 증가하

다. 성장호르몬 보충요법의 용량의 조정과 효과 판

정 시 사용되는 지표로 주로 인슐린 양 성장인자-1 

의 혈중농도를 사용하는데24,25) 목표치는 대개 연령별 

평균치의 +2 SD 이내로 유지하거나26) 젊은 연령층의 

평균치인 300 ng/ml로 정하게 된다.
27)

 본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6회 1.05 IU를 취침 전 피하주사 요법으로 

적정한 인슐린 양 성장인자-1 혈 중 농도 목표치에 

도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치료 전후 설문 조사에서 ‘피부가 촉촉하다’, ‘얼굴

피부가 팽팽하다’ 등의 피부변화, 시력 증가, 머리카

락 재생, 근육의 변화 등 신체변화와 관련된 문항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성장호르몬 결핍이 있는 

성인은 피부가 건조하고 얇아지며 말단비대증의 경우

는 이와 반대로 땀이 많은 증상을 보인다. 이것은 피

부의 땀샘에 성장호르몬 수용체가 있기 때문인데28), 

Pederesen 등29)은 성인 성장호르몬 결핍환자에서 성장

호르몬 보충으로 땀의 분비가 증가되는 것을 보고하

고, Rudman 등17)은 성인에서 성장호르몬의 단기간 

보충으로 피부두께가 유의하게 증가됨을 보고하 다. 

Table 5. Mean scores of 9 questions at baseline and 6 months after rhGH* treatment which showed differences in statistical significance.  
ꠧꠧꠧꠧꠧꠧꠧꠧꠧꠧꠧꠧꠧꠧꠧꠧꠧꠧꠧꠧꠧꠧꠧꠧꠧꠧꠧꠧꠧꠧꠧꠧꠧꠧꠧꠧꠧꠧꠧꠧꠧꠧꠧꠧꠧꠧꠧꠧꠧꠧꠧꠧꠧꠧꠧꠧꠧꠧꠧꠧꠧꠧꠧꠧꠧꠧꠧꠧꠧꠧꠧꠧꠧꠧꠧꠧꠧꠧꠧꠧꠧꠧꠧꠧꠧꠧꠧꠧꠧꠧꠧꠧꠧꠧꠧꠧꠧꠧꠧꠧꠧꠧꠧꠧꠧꠧꠧꠧꠧꠧꠧꠧꠧꠧꠧ

Baseline 6 month  P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Mean±SD
†
) (Mean±SD

†
)

매사에 활기가 있다. 1.81±1.22 2.32±1.13 0.03
눈이 선명하게 보인다. 1.29±1.10 1.81±1.33 0.05
활동적으로 일한다. 2.06±1.12 2.61±0.99 0.03
피부가 촉촉하다  1.48±0.99 2.16±1.10 0.002
머리카락이 새로 난다. 1.52±1.71 2.19±2.02 0.04
근육이 단단하다. 1.61±1.17 2.03±1.17 0.05
몸매가 젊어 보인다. 1.61±1.08 2.32±0.83 0.0001
성적 욕구가 강하다. 0.96±0.84 1.77±1.56 0.001
발기가 잘된다(남)
 1.55±1.65 2.12±1.58 0.001
오르가즘을 잘느낀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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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were carried out using  Wilcoxon’s signed rank test. *Recombinant human growth hormone,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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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성장호르몬 치료 후 성욕과 성 기능의 강화, 

활력의 증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와 관련하

여 Rosen 등30)은 성인 성장호르몬 결핍증 환자에서 활

력저하, 감정적 불안정, 성 관계의 어려움 등이 대조

군에 비해 높았다고 보고하 고, Mc Gauley 등31)은 성

장호르몬 결핍 환자에서 6개월간 성장호르몬 보충(0.5 

IU/Kg.week) 후 3가지 종류의 설문지를 통해 기분과 

에너지 레벨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

과와 일치하 다. 이에 반하여 Whitehead 등32)은 6개

월간의 성장호르몬 보충(0.25 IU/kg.week) 조사에서 정

신적 건강감이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 는데, 이는 연

구 기간 중 인슐린 양 성장인자-1의 농도가 의미 있

게 증가하지 않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성장

호르몬 치료 후 기분과 건강감이 상승되는 것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혈관작용성 호르몬이나 

엔돌핀이 상승하여
33)

 간접적인 향을 주거나, 성장호

르몬이나 인슐린양성장인자가 중추 신경계에 직접 작

용한다고 추정된다.10) 그 외 면역력과 관련이 있는 

‘아픈 날(감기 등)이 전혀 없다’ 문항에서 치료 전후

에 통계적 의미를 갖지 못하지만 응답의 차이를 보

다. 또한 ‘기억을 잘한다’, ‘집중을 잘 한다’, ‘명료하

게 생각할 수 있다’ 등, 인지 기능과 관련된 문항은 

치료 전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성

장호르몬 치료 후 기억력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한 연

구
34)
와 nonverbal Wechler Adult Inteligence Scale (WAIS) 점

수 증가를 보고한 연구35)와 차이를 보 다. 이는 본 

연구는 상대적 성장호르몬의 결핍을 보이는 정상 성

인을 대상으로 하여 뇌하수체 질병 등에 의한 기질적 

성장호르몬 결핍증 환자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

각된다.

  치료 전후의 체성분 분석에서 근육량은 2.2% 가 유

의하게 증가하 고, 체지방량과 체지방률이 각 각 

6.7%, 7.6%가 유의하게 감소하 는데, Hollywood 등36)

은 65세 이상의 여성에서 6개월간 성장호르몬을 사용

하여 체지방률이 9.7% 유의하게 감소하 지만 근육량

이나 체중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고하 고 정윤석 

등
37)
도 성장호르몬 결핍증 환자에서 6개월간 성장호

르몬을 사용하여 체중 변화는 없지만 체지방량이 유

의하게 증가함을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결론적으로 기능적 성장호르몬 결핍을 보이는 성인

에서 6개월간의 성장호르몬 1.05 IU를 취침 전에 피

하로 보충하여 체성분의 개선 및 주관적 신체기능의 

향상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이러한 변화

가 객관적인 건강지표의 개선과 결과적으로 삶의 질

을 높일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환자-대조군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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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rhGH on Body Composition and 
Subjective Physical Functions in Adults with 
Functional Growth Hormone Deficiency

Duk Chul Lee, M.D.*, Hye Ree Lee, M.D.*, Young Eun Choi, 
M.D.**, Sun Im Moon, M.D***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Young-dong Severance Hospital,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lsan 
Hospital,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Miz Medi Hospital 

Background: There is a significant amount of evidence to 

indicate that some of the changes attributed to aging 

process can be partially reversed by GH replacement. But 

the GH replacement for somatopause with functional GH 

deficiency is still controversial.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whether the short term GH replacement im-

proved physical, emotional and sexual function as well 

as body composition.

Methods: A total of 31 adults with functional growth 

hormone deficiency were assigned to receive rhGH with 

an initial daily dose of 1.05 IU, six times a week. For 

evaluating physical change a 25-item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patients at initial visit and 6 months later. 

Body composition was determined by bioimpedence 

analysis at initial visit and 6 months later as well. We 

compared the changes for each variable using Wilcoxon's 

rank and Friedman's test.

Results: Serum IGF-1 level at 3 and 6 months were 

increased significantly by 31% and 43%, respectively, 

compared to baseline (P＜0.0001). Lean body mass and 

percent body fat at 6 months of treatment showed a 2.2% 

increase and a 7.6% decrease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score of the questionnaire at 6 months of treatment 

increased significantly in physical changes (P＜0.0005), 

sexual function (P＜0.001), self perception of physical 

appearances (P＜0.02), chronic fatigue & immunity (P＜

0.03), and vitality (P＜0.05).  

Conclusion: Adults with functional growth hormone 

deficiency showed improvements in not only body 

composition, but also physical function and appearances 

and sexual function after 6 months of treatment with 

rhHGH. (J Korean Acad Fam Med 2004;25:24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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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growth hormone deficiency in adults, growth 

hormone replacement,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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