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떻게 하면 키가 클 수 있을까요?
 

키는 부모 탓이 아니다.

 요사이 청소년들을 보면 그 시원시원한 키에 보는 사람 마음마저 흐뭇해진다. 그렇
기에 더욱 자신의 아들딸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적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받
는 스트레스 양은 엄청나다. 
 특히 부모가 작을 때 죄인인 양 아이들 눈치까지 보면서 진료실 문을 두드린다. 키
가 자라는데 있어 유전적인 영향은 20∼30%정도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운동이나 
습관, 영양 상태,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결정된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유전적으로는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가 각자 다른 집으로 입양을 
가게 된 후 어른이 되어서 만났는데 둘 사이의 키 차이가 15cm가 났다고 한다. 경제
가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평균 신장도 10년마다 5cm씩 증가해  20대 남
자의 경우 2019년 기준 174.2센티 여성 161.72까지 커졌다. 그러므로 한창 키가 자
랄 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충분히 섭취하여 스스로가 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키가 크는 시기는?

 키가 완성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20세 전후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서는 성장기가 일찍 끝나는 경우도 있고 24∼25세까지 자라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주로 사춘기 때의 3∼4년 동안 쑥쑥 자라다가 이시기가 지나면 성장
판이 서서히 닫혀 가면서 20세를 전후로 해서 성장이 멈춘다. 여자인 경우 월경이 시
작되고, 남자인 경우 목소리가 굵어지는 등 2차 성 징후가 나타나면 이미 다 자랐다
고 성급하게 판단하여 키가 더 자랄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성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지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꾸준히 노력을 하면 2차 성 징후들이 나타나도 
키는 계속하여 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키가 클 수 있을까?

 첫째, 먹는 음식의 영양이 골고루 균형이 잡혀있는지 식단 분석을 통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성장기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보통 성인의 경우보
다 약 2배 정도가 필요하므로 성장기 소아, 청소년들이게는 우유와 육류 섭취를 특히 
많이 해주어야 한다. 우리들의 주식은 밥이나 빵 위주로 한 탄수화물이 많다. 이것은 



우리 몸에 흡수되었을 때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하게 된다. 혈당은 뇌가 활동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이고 운동 시에도 중요한 에너지이지만 혈당이 지속
적으로 높게 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한다. 그러므로 가능한 식사를 규칙적으
로 하고 밤늦게 음식물을 먹어 잠자는 동안 높은 수준의 혈당으로 성장호르몬의 분비
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야식은 피하도록 하고 잠이 들 때 약간 배
고픈 상태에서 자는 것이 성장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된다. 
 또 평소에는 혈당을 높일 수 있는 과자류의 군것질과 라면 등의 인스턴트식품을 자
제하고 간식도 당질은 피하고 과일도 많이 먹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하루 340kg이
상의 과일주스를 마시는 어린이는 당분 과다 섭취로 또래에 비해 키가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성장판을 자극하여 뼈의 길이 성장을 촉진하는 운동을 과학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근육의 기능이 약하면 성장판이 열려 있어도 잘 크지 않는다. 그러므로 키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다리와 허리의 근 기능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운
동을 해야 한다. 
 키가 작아서 고민하는 청소년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영양의 불균형보다 운동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월등히 많다. 운동은 자신의 최대 산소 섭취량의 70%에 달하는 운동
을 규칙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일 간단한 운동은 뛰는 것이다.
 셋째, 수면은 휴식과 함께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을 높인다. 하루 7시간 이상 충분히 
자도록 하고 특히 오후 10시부터 새벽1시 사이에 성장호르몬 분비가 왕성한 시간이
므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잠을 얼마나 자느냐 보다 
언제 잠을 자느냐와 얼마나 깊게 자느냐가 더 중요하다.

성장 호르몬이란?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의 성장을 촉진하는 특수한 역할을 하는 물질로 뼈의 길이 성
장은 물론 근육과 모든 조직 장기의 성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물질이
다. 요즈음 부모들 중에서는 자녀의 키를 크게 해준다는 성장 호르몬 주사에 많은 관
심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주사요법은 성장호르몬이 결핍되었거나 염색체 이상으로 
키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왜소증환자를 위한 치료제일 뿐이다.
 자기 나이의 표준 키보다 10cm이상 작고, 돌이 지난 뒤에 매년 키가 4cm이하로 자
라면 일단 왜소증을 의심하여 전문 기관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다. 단
지 키가 남들보다 작다는 이유로 주사요법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몸은 
밖에서 성장 호르몬이 주입되면 몸 안에서는 그 동안 정상적으로 만들어 오던 성장 
호르몬이 감소되거나 만들지 않게 되어 소기의 효과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부작용으
로 당뇨병, 근육병, 말단비대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넷째, 지나친 스트레스를 피하여야 한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소화, 흡수기관에 장애가 발생하여 음식물의 흡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자율신경계의 이상을 일으켜 성장 호르몬의 농도가 정상치의 
1/3이하로 감소하여 성장에 방해가 된다. 예전부터 키 큰 사람보고 싱겁다고 많이 한
다. 그 말은 스트레스를 덜 받아 성격이 원만해 키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아이가 짜증을 잘 부리거나 신경질적인 아이는 이러한 부분을 잘 설명하여 
아이가 보다 밝고 명랑하게 자라도록 하여야 한다.

한방에서는 성장장애의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나?

 체성분 분석을 통하여 체중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 즉 체지방과 복부 지방율 및 
체성분 중 단백질, 지방, 무기질, 수분 등의 분포와 신체의 균형 상태 등을 파악한다. 
그리고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진찰을 하여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를 전반적으로 
찾아내어 문제점을 해결하게 된다.
 특수한 약만 가지고 키를 키운다고 얘기하는 것은 믿을 바가 못 된다. 
 고대 한방 문헌에도 성장 장애에 대한기록과 치료가 있었고 최근 성장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약물을 모든 사람이 
복용하여 효과를 보는 경우는 없고 각각의 경우 성장부진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
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결론은 유전적인 요인인 25%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생
활습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치료를 통하여 성장장애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면 자
신의 몸속에 숨어 있는 키를 찾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