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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Report of Idiopathic Precocious Puberty in Two Children

Lee Hye Lim1․Yoo Hwa Seung2․Park Seung Chan3

1Department of Pediatr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2East West Cancer Center, Dunsan Korean Medicine Hospital of Daejeon University,

3Highki Korean Medicine Clinic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port the case of precocious puberty in two children treated by taking herbal 

medicine. 

Methods
Two patients diagnosed with precocious puberty were prescribed Jogyeongseongjang-tang and were observed the 

effect of treatment on height, body weight, body composition, sex hormone test.

Results
During the treatment period, rapid progression of puberty was inhibited, and slow changes in sex hormones and 

steady growth were achieved.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e long-term effects of herbal medicine in treating precocious puberty, but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ducted for scientific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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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기질적인 원인 없이 정상적인 사춘기 유발 기전이 

여아에서 8세 미만, 남아에서 9세 미만에 발생되는 경

우를 특발성 성조숙증이라 한다1). 2차 성징의 발달은 

남아에서 고환의 크기 증가, 여아에서 유방 발달이 가

장 먼저 관찰되고, 성조숙증 환아는 2차 성징의 진행속

도가 정상보다 빠르며, 임상소견의 발달과 진행이 기

복을 보이기도 한다2).

성조숙증은 성호르몬의 변화와 함께 성장호르몬의 

분비 증가, 혈청 IGF-I 농도의 증가로 골성숙이 빨라져 

골단이 조기에 융합되어 성장 잠재력의 손실을 초래하

게 된다3). 이른 사춘기로 인해 평균보다 작은 성인키를 

갖게 될 것 이라는 불안감으로 양한방 의료기관을 찾

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국내 성조숙증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28,251명에서 2015년 

75,945명으로 약 2.7배 증가하였다4).

성조숙증 치료를 위해 양방의료기관에서는 성선

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 작용제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agonist, GnRHa)를 처방하고 있으며5), 한방의

료기관에서도 한약 치료를 통해 유효한 효과를 얻고 

있으나 장기간 치료효과를 관찰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이에 저자는 調經成長湯 투여로 급격한 사춘기 진

행을 억제하고, 최종키의 손실을 최소화한 환아 2례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환자의 검사, 시술

에 대한 추가 수집을 하지 않고 후향적으로 자료를 수

집하여 보고하는 2례에 대한 증례보고로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에서 심의 

면제를 받았다 (DJDSKH-17-E-01). 

Ⅱ. Case

Ⅱ-1. Case 1

1. 성명: 최○○ (F/8세 9개월)

2. 주소증: 조발 사춘기 

3. 진단일: 2015년 1월 

4. 과거력: 알레르기 비염

주산기 병력 없으며, 재태기간 39주, 2.8 ㎏, 48 ㎝ 

출생.

5. 가족력

- 부: 175 ㎝

- 모: 159 ㎝ (모 초경 시기- 중학교 2년)

- 성조숙증 및 내분비 질환 가족력 없음.

6. 현병력

2015년 1월, 역연령 8세 9개월의 환아는 가슴 멍울

이 발견되어 ⃝⃝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당시 

양쪽 유방 발달을 보였다 (Tanner stage Ⅲ). 2014년 8월

부터 2015년 1월까지 5개월 동안 3.1 ㎝ 키 성장이 있었

으며, GnRH 자극 검사 결과 Luteinizing Hormone (이하 

LH) 6.23 mIU/㎖,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이하 

FSH) 11.36 mIU/㎖으로 성조숙증 진단을 받고 GnRHa 

치료를 권유 받았으나 한방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 소

재 ⃝⃝⃝한의원에 2015년 4월 11일 내원하였다.

7. 초진시 소견

1) 소화기계: 식사량은 양호하나 편식 경향, 계란과 

치킨을 좋아함.

2) 수면: 양호. 평소 10시 30분경 취침

3) 대변: 양호

4) 소변: 양호

5) 맥: 緩脈 
6) 체형: 키 131.5 ㎝, 체중 33.5 ㎏, BMI 19.2 ㎏/㎡, 

MPH (mid-parental height) 160.5 ㎝

8. 치료 - 한약투여 

1) 調經成長湯 (薏苡仁 10 g, 蓬朮 3 g, 茵蔯 3 g, 

薑黃 3 g, 陳皮 3 g, 豬苓 3 g, 連翹 3 g, 藿香 
3 g, 蘇葉 3 g, 枳實 3 g, 酸棗仁 3 g, 蒼朮 3 g) 

(Table 1)

2) 용량: 30첩 100 ㏄/회, 2회/일, 30일 분씩 처방 (동

일한 처방을 치료기간 동안 복용)

9. 치료 경과 

성조숙증 치료를 위해 혈액검사 (한국필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 체성분검사 inbody 720 (Biospace Inc., 

Korea) 후 調經成長湯을 처방하였으며, 2015년 4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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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16년 8월까지 지속적으로 복용하였다. 1년 5개월

여의 치료기간동안 유방 발달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

았고, 여성호르몬 농도는 FSH만 소폭 (2015년 4월 0.96 

mIU/㎖ → 2016년 8월 1.55 mIU/㎖)으로 상승하였으

며, Estradiol (이하 E2)와 LH는 상승하지 않았다. 치료

기간동안 키는 7.5 ㎝ 성장하였다 (Table 2-4).

Herbal name Pharmacuetical name amount (g) Herbal name Pharmacuetical name amount (g)

薏苡仁 Cocicis Semen 10 連翹 Forsythiae Frucus 3

蓬朮 Zedoariae Rhizoma 3 藿香 Agastaches Herba 3

茵蔯 Artemisiae Capillaris Herba 3  葉 Perillae Herba 3

薑黃 Curcumae Longae Rhizoma 3 枳實 Aurantii Immaturus Fructus 3

陳皮 Aurantii Nobilis Pericarpium 3 酸棗仁 Zizyphi Spinosi Semen 3

豬苓 Polyporus 3 蒼朮  Tractylodis Rhizoma 3

Table 1. The Components of the Prescribed Herbal Medication

Estradiol
(pg/㎖)

Luteinizing hormone
(mIU/㎖)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mIU/㎖)

basal < 11.80 < 0.07  1.69

15 Min     2.77  4.54

30 Min     5.01  7.06

45 Min     5.54 10.70

60 Min     4.27 11.36

90 Min     6.23  9.42

Table 2. The Gonadotropin Releasing Hormone Stimulation At 8th Jan, 2015 (Case 1)

Date
Estradiol
(pg/㎖)

Luteinizing hormone
(mIU/㎖)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mIU/㎖)

2015.04.11 <  5 < 0.1  0.96

2015.07.29 < 10   0.1  0.89

2015.12.19 < 10    0.03 0.7

2016.04.30 < 10    0.04  0.85

2016.08.04 < 10   0.1 1.55

Table 3. Radioimmunoassay In Vitro (Case 1)

Date Height (㎝) Weight (㎏) Body fat (㎏) Skeletal muscle mass (㎏) Mineral mass (㎏) BMI (kg/㎡)

2015.04.11 131.5 33.5 10.8 21.3 1.68 19.2

2015.05.23 132.5 33.4 10.2 23.2 1.68 18.9

2015.06.27 133.1 34.1 11.1 21.5 1.78 19.3

2015.07.29 133.6 34 10.9 21.7 1.68 18.9

2015.09.05 134.8 33.6 10.4 21.7 1.77 18.4

2015.10.10 134.8 34.6 11 22.1 1.78 19

2015.11.14 135.4 35 11.8 21.7 1.78 19.2

2015.12.19 135.9 36.4 12.3 22.6 1.79 19.7

2016.01.30 136.7 37 14.8 20.8 1.67 19.7

2016.03.12 136.8 37.3 13.1 22.7 1.79 19.9

2016.04.30 137.3 38.4 13.6 23.2 1.90 20.5

2016.08.04 139.0 40.6 14.8 24.2 1.91 21

Table 4. Growth Indices Change during the Treatment Period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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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Case 2

1. 성명: 이○○ (F/8세 6개월)

2. 주소증: 조발 사춘기 

3. 진단일: 2012년 3월

4. 과거력: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주산기 병력 없으며, 재태기간 40주, 3.0 ㎏, 51 ㎝ 

출생.

5. 가족력

- 부: 167 ㎝

- 모: 154 ㎝ (모 초경 시기- 미상)

- 성조숙증 및 내분비 질환 가족력 없음.

6. 현병력

또래보다 작은 키를 걱정하여 성장을 위해 내원하

였으나, 진료 후 조기 사춘기 진행이 의심되어 호르몬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검사상 E2 15.59 pg/㎖, LH 0.29 

mIU/㎖, FSH 1.08 mIU/㎖로 나와 성조숙증을 진단하

였다. ⃝⃝병원에서 GnRHa 치료를 권유 받았으나 한

방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 소재 ⃝⃝⃝한의원에 2012

년 3월 10일 내원 하였다.

7. 초진시 소견

1) 소화기계: 식사량 양호. 기호식품은 새우, 날치알, 

사골국, 우유 (500 ㎖/일)

2) 수면: 양호. 평소 10시경 취침

3) 대변: 양호

4) 소변: 양호

5) 맥: 緩脈 
6) 체형: 키 128.1 ㎝, 체중 28.7 ㎏, BMI 17.5 ㎏/㎡, 

MPH (mid-parental height) 154.0 ㎝

8. 치료 - 한약투여 

1) 調經成長湯 (薏苡仁 10 g, 蓬朮 3 g, 茵蔯 3 g, 

薑黃 3 g, 陳皮 3 g, 豬苓 3 g, 連翹 3 g, 藿香 
3 g, 蘇葉 3 g, 枳實 3 g, 酸棗仁 3 g, 蒼朮 3 g) 

(Table 1)

2) 용량: 30첩 100 ㏄/회, 2회/일, 30일 분씩 처방 (동

일한 처방을 치료기간 동안 복용)

9. 치료 경과 

1) 2012년 3월 10일 ～ 2013년 4월 6일: 치료 1년차 

(약 13개월)

키는 128.1 ㎝에서 135.0 ㎝로 6.9 ㎝ 성장하였고, 

체중은 28.7 ㎏에서 32.3 ㎏으로 3.6 ㎏ 증가, 근육량은 

19.4 ㎏에서 22.5 ㎏으로 3.1 ㎏ 증가, 지방량은 7.8 ㎏

에서 8.2 ㎏으로 0.4 ㎏ 증가, BMI는 17.5 ㎏/㎡에서 

17.7 ㎏/㎡로 증가하였다. 호르몬 수치는 E2 15.58 pg/

㎖에서 5 pg/㎖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FSH 1.08 mIU/

㎖에서 1.89 mIU/㎖, LH 0.29 mIU/㎖에서 1.61 mIU/

㎖로 측정되었다.

2) 2013년 4월 6일 ～ 2014년 6월 14일: 치료 2년차 

(약 10개월)

키는 135.0 ㎝에서 146.1 ㎝로 11.1 ㎝ 성장하였고, 

체중은 32.3 ㎏에서 41.3 ㎏으로 9.0 ㎏ 증가, 근육량은 

22.5 ㎏에서 27.8 ㎏으로 5.3 ㎏ 증가, 지방량은 8.2 ㎏

에서 11.6 ㎏으로 3.4 ㎏ 증가, BMI는 17.7 ㎏/㎡에서 

19.4 ㎏/㎡로 증가하였다. 2013년 7월 13일에 유두발달 

징후가 나타났으며, 2013년 11월 16일에 유방이 나온

다고 하였다. 호르몬수치는 E2 <5 pg/㎖ 에서 28.22 

pg/㎖, FSH 1.08 mIU/㎖에서 5.48 mIU/㎖, LH 0.29 

mIU/㎖에서 3.55 mIU/㎖로 상승하였다.

3) 2014년 6월 14일 ～ 2015년 5월 30일: 치료 3년차 

(약 11개월)

키는 146.1 ㎝에서 154.0 ㎝로 7.9 ㎝ 성장하였고, 

체중은 41.3 ㎏에서 43.0 ㎏으로 1.7 ㎏ 증가하였으며, 

BMI는 19.4 ㎏/㎡에서 18.1 ㎏/㎡으로 감소하였다. 

2015년 5월 30일에 음모가 확인되었다.

4) 2015년 5월 30일 ～ 2016년 2월 24일: 치료 4년차 

(약 8개월)

키는 154.0 ㎝에서 155.5 ㎝로 1.5 ㎝ 성장하였고, 

몸무게는 43.0 ㎏에서 53.3 ㎏으로 10.3 ㎏ 증가하였으

며, BMI는 18.1 ㎏/㎡에서 21.9 ㎏/㎡로 증가하였다. 최

초 진단 후 3년 10개월이 경과된 2016년 1월 20일에 

초경이 있었다 (Table 5, 6).



78 A Case Report of Idiopathic Precocious Puberty in Two Children

Ⅲ. Discussion

성조숙증은 남아 보다 여아에서 5～10배 정도 흔하

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6), 여아에서는 90%정도

가 특발성인 반면 남아에서는 보고에 따라 75%까지 

중추신경계 이상이 발견되고 있다. 초경 이후 키가 더 

이상 크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인해 여아의 경우 초경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자 양한방 의료기관을 찾는 경우

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4). 

성조숙증이 의심되는 환자는 문진과 진찰을 통해 2

차 성징 시작시기가 여아는 8세 미만, 남아는 9세 미만

인지 확인해야 하며, 성선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 자극

검사 (GnRH stimulation test)를 통해서 진성과 가성 성

조숙증을 감별할 수 있다7). 진성 성조숙증은 성선자극

호르몬과 성선스테로이드 모두 높은 농도를 나타내지

만, 가성 성조숙증에서는 성선스테로이드 농도만 높게 

나타나며, GnRH 자극 후 LH의 최대치가 5 mIU/㎖ 이

상이면 진성 성조숙증으로 진단 할 수 있다8). 

전세계적으로도 초경연령은 조금씩 앞당겨지는 추

세이며, 일반 여성에서 초경 연령이 어린 경우에 비만, 

대사증후군, 2형 당뇨병 등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10). 이른 초경을 경험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으며, 에스트

로겐 등의 여성 호르몬 노출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방이

나 자궁내막에 호르몬이 더 많이 축적됨으로써 암 발

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11). 또한 진성 

성조숙증을 치료하지 않은 경우 골성숙 촉진으로 골단

Estradiol
(pg/㎖)

Luteinizing hormone
(mIU/㎖)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mIU/㎖)

2012.03.10 15.58 0.29 1.08

2012.11.10 7.31 <0.1 2.13

2013.04.06 <5 1.61 1.89

2013.07.13 13.3 1.44 3.66

2013.10.05 7.67 1.05 3.01

2013.12.04 21.2 2.8 6.5

2014.02.08 16.39 2.65 4.26

2014.06.14 28.22 3.55 5.48

Table 5. Radioimmunoassay In Vitro (Case 2)

Date Height (㎝) Weight (㎏) Body fat (㎏) Skeletal muscle mass (㎏) Mineral mass (㎏) BMI (kg/㎡)

2012.03.10 128.1 28.7 7.8 19.4 1.48 17.5

2012.04.17 128.3 28.7 7.1 20.0 1.51 17.5

2012.05.26 129.2 28.9 7.3 20.1 1.51 17.4

2012.07.14 130.3 28.9 7.2 20.1 1.51 17.1

2012.08.15 130.5 28.7 6.6 20.6 1.53 16.7

2012.10.06 131.6 29.8 6.9 21.3 1.57 17.1

2012.11.10 132.3 29.8 7.3 21.0 1.55 17.1

2013.04.06 135.0 32.3 8.2 22.5 1.62 17.7

2013.05.21 136.5 32.2 6.7 23.8 1.68 17.2

2013.07.13 138.1 32.7 7.2 23.8 1.68 17.2

2013.10.05 140.9 36.6 9.4 25.4 1.75 18.4

2014.02.08 144.1 38.0 9.4 26.8 1.82 18.3

2014.06.14 146.1 41.3 11.6 27.8 1.87 19.4

2014.10.25 148.9 44.1 12.2 29.9 1.96 19.6

2014.11.29 149.5 45.0 12.2 30.8 2.00 20.0

2016.02.24 155.5 53.3 17.2 34.0 2.15 21.9

Table 6. Growth Indices Change during the Treatment Period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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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기에 융합되어 여아 12 cm, 남아 20 cm 전후로 

최종키의 손실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3). 

성조숙증 치료의 목표는 사춘기 발달을 또래집단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성인이 됐을 때 최종키의 

손실을 최소로 줄이고, 이른 사춘기 발달에 따른 정신

사회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다12). 

성조숙증 치료 약물로 사용되고 있는 성선자극호르

몬방출호르몬 작용제 (gonadotropin- releasing hormone 

agonist, GnRHa)는 인체에 존재하는 GnRH보다 20～

150배 증가된 역가를 가지도록 합성된 약재로 뇌하수

체의 GnRH 수용체 발현을 탈감작하여 성선자극호르

몬 분비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작용한다5). GnRHa에 대

한 치료 효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며, 최종키에 영

향을 주는 인자는 치료 기간, 발생부터 치료까지 지연 

기간, 치료 시작 시 역연령, 역연령 대비 골연령 진행정

도 등으로 밝혀져 있다13-5). 

성조숙증의 유발 원인16), 호르몬 치료효과 및 경과

관찰17-8), 환아와 그 가족에 대한 정신사회적인 문제19) 

등 성조숙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의계 연구는 

원인 및 임상적 분석20), 단기 치료 후 호르몬 변화를 

관찰한 증례연구21-2)가 보고되었으나 장기간 치료를 통

해 호르몬 변화 및 성장 효과를 관찰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저자는 1년 이상 장기 치료를 통해 급격한 사춘기 

진행을 억제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한 임상증례에 

대해 유효한 치료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

이다.  

진성 성조숙증이 의심되는 경우 치료 계획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고 있다. 키가 급격히 크면서, 성 성숙도

가 Tanner stage Ⅲ 이상이거나 골연령이 역연령에 비

해 현저히 앞선 경우는 관찰 기간 없이 바로 GnRH 자

극 검사를 시행하여 GnRHa 요법을 시행한다. 반면, 유

방 발달이나 고환 크기 증가와 같은 2차 성징 발현은 

있으나 기질적 질환이 의심되지 않으며 사춘기 진행이 

완만히 이루어지고 성인 예측키가 작지 않은 경우에는 

GnRH 자극검사는 유보하고 3-6개월 주기로 키 성장

과 사춘기 진행 상태를 관찰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23). 

루프린 주사제 처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최근 통

계를 살펴보면4) 사춘기 진행 상태를 관찰하는 경우보

다 적극적인 개입을 요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증례 1>의 환아는 대학병원

에서 바로 GnRH 자극 검사를 시행하고 GnRHa 치료

를 권유받았으며, <증례 2>의 환아도 여성호르몬 검사 

뒤 대학병원에서 GnRHa 치료를 권유 받았으나 두 환

아 모두 GnRHa 요법은 시행하지 않고 적극적인 한방

치료를 위해 내원하였다.

본 임상증례에 사용된 調經成長湯은 淸濕熱 利水滲
濕하는 薏苡仁, 茵蔯, 活血祛瘀 行氣破血하는 蓬朮, 

薑黃, 理氣健脾 燥濕化痰하는 陳皮, 破氣消積 化痰散
痞하는 枳實, 利水滲濕하는 猪苓, 芳香化濕하는 藿香, 

蒼朮, 淸熱解毒 消腫散結하는 連翹, 行氣和胃하는 蘇
葉, 養心安神 斂肝하는 酸棗仁으로 구성된 처방이다. 

<증례 1>의 환아는 2015년 1월, 역연령 8세 9개월

에 가슴 멍울이 발견되어 (Tanner stage Ⅲ) ⃝⃝ 대학병

원에서 GnRH 자극검사를 시행하였다. 검사 결과 LH 

6.23 mIU/㎖으로 확인되어 성조숙증 진단 뒤 GnRHa 

치료를 권유 받았으나 적극적인 한방 치료를 위해 

2015년 4월 11일에 내원하였다. 평소 편식 경향이 있

으나 식사량 양호하고, 대소변 모두 정상이었으며, 수

면은 양호하고 밤 10시 30분경 취침 하였다. 성조숙증 

치료를 위해 2015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調經成
長湯을 1일 2회 지속적으로 복용하였으며, 신체 계측 

및 호르몬검사, 체성분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성장 평가와 성 성숙 진행 정도를 관찰하였다. 1년 5개

월의 치료기간동안 키는 7.5 ㎝ 성장하였고, 유방 발달

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며, 호르몬 농도는 FSH만 

소폭으로 상승하고, E2와 LH는 상승하지 않았다. 성조

숙증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사춘기 발달이 급격히 진

행되고 호르몬 수치도 사춘기 수준으로 증가하는데 반

해 <증례 1>의 환아는 1년 5개월의 한방치료를 받는 

동안 사춘기 발달이 억제되고 호르몬 변화도 완만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성조숙증 환자의 경우 성호르몬 수치가 사춘기 수

준의 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에스트라

디올 (E2)의 경우 보통 10 pg/㎖ 이상 또는 테스토스테

론 농도가 25 ng/dL 이상인 경우 사춘기가 진행된 것으

로 보고 있다24). 

<증례 2>의 환아는 또래보다 작은 키를 걱정하여 

성장을 위해 내원하였으나, 진료 후 조기 사춘기 진행

이 의심되어 호르몬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검사상 E2 

15.59 pg/㎖, LH 0.29 mIU/㎖, FSH 1.08 mIU/㎖로 나

와 성조숙증을 진단하였다. ⃝⃝병원에서 GnRHa 치

료를 권유 받았으나 한방 치료를 받기 위해 2012년 3

월 10일 내원 하였다. 환아는 역연령 8세 6개월에 이미 

사춘기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하고 성조숙증 치료를 시

작하였다. 환아는 평소 식사량은 양호하고 새우, 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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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사골국, 우유 등을 좋아하여 식이요법으로 고콜레

스테롤 섭취를 제한할 것을 권유하였다. 치료과정 중 

調經成長湯을 1일 2회 지속적으로 복용하였으며, 신체 

계측, 체성분 검사를 1개월마다, 호르몬검사를 3개월

마다 시행하여 성장 평가 및 사춘기 진행정도를 파악

하였다. 총 3년 11개월의 치료기간 중 키는 128.1 ㎝에

서 155.5 ㎝로 27.4 ㎝ 성장하였으며. 체중은 28.7 ㎏에

서 53.3 ㎏으로 24.6 ㎏ 증가하였고, BMI는 17.5 ㎏/㎡

에서 21.9 ㎏/㎡로 정상범위 안에서 증가하였다. 근육

량은 19.4 ㎏에서 34.0 ㎏으로 14.6 ㎏증가, 지방은 7.8 

㎏에서 17.2 ㎏로 9.4 ㎏ 증가, 무기질 1.48 ㎏에서 2.15 

㎏로 0.67 ㎏ 증가하였다. 

양방의 성조숙증 표준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GnRHa 치료를 통해 예측최종키는 증가하지만, 실제로 

성인이 되었을 때 최종키는 중간부모키 (mid-parental 

height)보다 약 1표준편차 정도 작은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3)가 보고되고 있다. <증례 2>의 환아는 치료 기간

동안 지속적인 키 성장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측정한 

키가 155.5 ㎝로 중간부모키인 154.0 ㎝ 보다 1.5 ㎝ 

더 컸으며, 초경이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키 성장

은 종료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사춘기가 시작되고 2

년 내지 2.5년 사이에 초경이 있는데25), 환아는 3년 10

개월 후에 초경을 하면서 그 사이 성장은 꾸준히 이루

어져 최종키의 손실을 극복하고 유전적 예상키인 중간

부모키 보다 더 클 수 있었다. 

본 증례에서 한방 치료를 통해 사춘기의 급격한 진

행을 억제하고 최종 성인키 손실을 최소화하는 성조숙

증의 치료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성조숙증

의 한방 치료에 대한 전향적인 임상연구와 실험 연구

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고 우수성을 알리는 노

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Conclusion

성조숙증으로 내원한 환아 2례에 대하여, 調經成長
湯을 투여하여 급격한 사춘기 진행을 억제하고, 최종

키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유의한 효과가 있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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