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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Patients with chronic gastrointestinal disease are at risk for trace element deficiency due to
impaired absorption and gastrointestinal los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trace element
status of patients with gastrointestinal disease by blood and hair analysis, and to determine the usefulness
of hair mineral analysis for diagnosing trace element deficiency not detected by a blood test.
Methods: An analysis of hair minerals was performed and compared with blood mineral analysis in 13
patients with chronic gastrointestinal disease. The concentration of each element in the hair and blood
was compared in the subgroups based on parenteral nutritional support or clinical symptoms.
Results: Almost all patients had trace element deficiency. The trace elements deficient in the blood or
hair analysis included zinc, selenium and copper. The hair zinc concentration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group receiving parenteral nutritional support. The hair selenium concentration was statistically
associated with the clinical symptoms of hair loss, brittle hair and loss of hair pigmentatio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atients with chronic gastrointestinal disease should
receive adequate zinc and selenium replacement to avoid trace element deficiency especially when treated
with long-term parenteral nutrition. Hair mineral analysis is useful as a complementary tool for the
detection of a trace element deficiency. (Korean J Pediatr Gastroenterol Nutr 2008; 11: 1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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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상 및 방법

미량원소(trace mineral elements)는 체중의 0.01% 미

1. 대상

만의 소량으로 체 내에 존재하며, 호르몬과 핵산 등을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서울대학교 어린이

구성하고 효소의 작용을 보조하며 신체 대사과정에 관

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만성 소화기 질환으로 경구 영

1,2)

여하는 필수 영양소이다 . 이들은 체내 요구량이 적고

양에 장애가 있거나 성장 발육 부전을 보였던 환아 13

음식에 풍부한 양이 존재하므로 선진국과 같이 영양 공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급이 충분한 환경이나 정상 식이가 가능할 경우 결핍의

1) 대상자의 기저 질환 및 분류: 대상 환자의 기저

발생은 드물다. 그러나 영양 공급이 불충분한 환경, 혹

잘환으로는 장 상피세포 이형성증(Turfting enteropathy)

은 만성 설사, 흡수 장애 등과 같은 소화기 질환이 있거

3명, 크론병(Crohn’s disease) 2명, 만성 장 가성 폐쇄

나 미량원소가 포함되지 않은 정맥영양을 장기간 공급

(Intestinal pseudoobstruction) 2명, 전대장 무신경절증

3)

(Total aganglionosis) 2명, 만성 설사 2명, 자가면역성 장

빠른 성장을 하는 소아에서는 영양소의 요구량이 상

병증(Autoimmune enteropathy) 1명, 괴사성 위장관염

할 때에는 결핍이 나타난다 .
대적으로 많으므로 미량원소 결핍이 지속될 경우 성인

(Necrotizing enterocolitis) 1명이었다.

에 비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소화

대상 환자의 분석을 위해 경구 영양만으로 필요한 칼

기 질환으로 장기 정맥영양이 필요한 소아에서는 미량

로리가 부족하여 1개월 이상 정맥영양 공급의 병행이

원소 결핍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으므로, 결핍 여부를

필요했던 환아 8명을 장기 정맥영양군으로, 1개월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은 매우 중

의 정맥영양을 공급받은 적이 없는 환아 5명을 경구영

요하다. 그러나 미량원소의 조직 내 축적 양은 매우 적

양군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검사 당시 성장 발육 부전

을 뿐 아니라 혈액 내 농도가 체내 축적 양을 정확히

을 제외한 미량원소 결핍 증상의 유무에 따라 증상군과

반영하지 못하므로 혈액 검사로 미량원소 결핍을 예측

무증상군으로 분류하였다.

3,4)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즉 미량원소 결핍 증상을

2) 대상자의 정맥영양 및 미네랄 보충: 상기 기간 동

호소하는 환자의 혈액 검사 결과 유의한 결핍이 나타나

안 입원 중이었던 환아 7명은 모두 1개월에 한 번 이상

지 않을 수도 있어, 미량원소 결핍의 진단과 적절한 공

나트륨, 칼륨, 염소, 마그네슘, 칼슘, 인, 아연, 구리, 철

급 여부를 혈액 검사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의 혈액 검사를 시행하여 추가적인 정맥 보충을 하였

모발은 검사 당시의 급성 변화에 영향 받지 않고 모

고, 셀레늄의 검사 및 정맥 보충은 하지 않았다. 또한

발 생성 기간 동안의 장기간의 영양상태를 반영하며,

대상 환자 모두 검사 전에 경구 아연, 셀레늄 등 미네랄

통증없이 반복적으로 채취 가능한 검체이다. 이미 30여

제재를 추가 복용하지는 않았으나, 3명의 환자는 종합

년 전부터 영양 상태 평가나 중금속 혹은 약물의 축적

비타민을 복용하였다.

5,6)

평가에 모발 미네랄 검사를 이용하였고 , 특정 질환과
특정 미네랄과의 연관성을 밝히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그러나 소아를 대상으로 체내 미량원소 결핍 평가에 모
발 검사를 임상적으로 이용한 연구는 많지 않다.

2. 방법
각각의 환아는 미량원소 결핍으로 생각되는 증상을
호소할 당시 모발 미네랄 검사와 혈액 내 아연, 셀레늄,

이에 저자들은 미량원소 결핍이 예상되는 소아를 대

구리, 철과 함께 나트륨, 칼륨, 염소, 마그네슘, 칼슘, 인

상으로 모발 검사와 혈액 검사를 시행하여, 미량원소

의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였다. 모발 검사의 경우 검사

결핍 여부의 확인과 결핍된 미량원소의 종류와 함량 분

시행 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준치를 이용하여 결핍된 미

석을 통해 결핍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모발 검

량원소를 분석하였고, 혈액 검사의 경우 미량원소 이외

사의 유용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의 검사 결과가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Tietz textbook
7)

of clinical chemistry에서 제시한 기준 에 따라 분석하

124ㆍ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지：제 11 권 제 2 호 2008
였다. 증상이 없는 환아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사용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12.0 (SPSS Inc.,

시행하였으나, 1명의 환아에서는 모발 미네랄 검사로

Chicago, IL, U.S.A.)를 사용하였으며 p값이 0.05 미만일

결핍여부를 확인 후 결핍된 미량원소에 한하여 혈액 검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를 시행하였다.
1) 모발 미네랄 검사 방법: 청결한 스테인레스 가위
로 후두부 세 군데 이상의 다른 부분의 모발을 두피 가
까이에서 5 cm 길이 가량, 최소 150 mg 이상 충분한

결

과

1. 연구 대상자 분석

양을 채취하였다. 모발 미량원소의 정량 분석은 Trace

대상 환자는 모두 13명으로, 남아 7명(54%), 여아 6

Elements, Inc. (Dallas, TX, U.S.A)에 의뢰하였고, 시행

명(46%)이었고, 평균 나이는 4.3세(범위: 0.4∼15세), 평

기관에서는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inductive cou-

균 몸무게는 13.9 kg (4.3∼32.4 kg), 평균 키는 87.7 cm

pled plasma-mass spectrometry (ICP-MS), Sciex Elan

(55.2∼150.5 cm)였고, 10명에서는 체중이 10 백분위수

6100, Perkin-Elmer corporation, Foster, CA, U.S.A.)를 사

이하였다.

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한 미네랄은 15종의 영양 미네

대상 환자 중 1개월 이상 정맥영양의 병행이 필요했

랄(Ca, Mg, Na, K, S, P, Cl, Cu, Zn, F, Mn, Cr, Se, B,

던 장기 정맥영양군은 8명(62%)으로, 이들의 정맥영양

Co, Mo), 8종의 독성 미네랄(Sb, U, As, Be, Hg, Cd, Pb,

공급 기간은 평균 18.5개월(1∼75개월)이었다. 또한 미

Al), 15종의 기타 미네랄(Ge, Ba, Bi, Rb, Li, Ni, Pt. Tl,

네랄 결핍 증상을 보였던 환아(증상군)는 8명(62%)으

V, Sr, Sn, Ti, W, Zr)을 대상으로 하였다.

로 장기 정맥영양군의 75% (6/8명), 경구영양군의 40%

2) 통계분석: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제시하였고,

(2/5명)였으며, 증상으로는 머리카락 갈라짐, 부서짐,

나이, 몸무게, 키, 정맥영양기간은 평균(범위)으로 제시

눈썹 빠짐, 머리카락의 탈색 및 탈모, 입술 주위 피부

하였다. 각 그룹간의 비교는 비모수적인 통계방법으로

갈라짐, 손발톱 주위 피부 병변, 항문주위 피부 병변,

Mann-Whitney U test를, 각 군의 빈도 검증은 Fisher’s

팔, 다리 통증, 체중이 잘 늘지 않음 등이 있었다(Table 1).

exact test를, 모발과 혈액 내의 미량원소 농도의 상관관

계는 나이를 통제변수로 하여 correlation coefficient를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Body weight

Patient

Age (yr)/
Sex

Duration of
PN (month)

kg

Percentile

Height
(cm)

1
2
3

6/F
3/M
5/M

75
31
20

14.3
14.4
14.6

＜3rd
10∼25th
5∼10th

96.8
95.8
102.5

Tufting enteropathy
Tufting enteropathy
Crohn's disease

4

1.2/F

13

8.8

10∼25th

71.6

Tufting enteropathy

5
6
7
8

15/F
2.5/F
4/M
0.5/F

3
3
2
1

28.9
8.9
18.9
6.4

＜3rd
＜3rd
50th
3∼5th

150.5
82.3
59.0
59.9

Intestinal pseudoobstruction
Intestinal pseudoobstruction
Chronic diarrhea
Crohn's disease

9

13/M

0

32.4

5∼10th

119.9

Autoimmune enteropathy

10
11
12
13

1/M
3/M
2.3/F
0.4/M

0
0
0
0

8.1
12.0
8.9
4.3

＜3rd
5∼10th
＜3rd
＜3rd

69.4
93.1
84.3
55.2

BA, chronic diarrhea
Total aganglionosis
Total aganglionosis
Necrotizing enterocolitis

M: male, F: female, PN: parenteral nutrition, BA: biliary atresia.

Underlying disease

Clinical symptoms
Eyebrow loss, brittle hair
Muscle pain, brittle hair
Hair loss, brittle hair
Loss of hair pigmentation,
angular cheilitis, paronychia
Hair loss, brittle hair
Brittle hair
−
−
Scaly eruption of finger tips,
angular cheilitis
Hair los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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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다.

2. 미량원소 분석

2) 장기 정맥영양군과 경구영양군의 비교(Table 3):

1) 결핍 미량원소와 혈액 검사와 모발 검사의 상관관

모발 아연 결핍 환자 8명은 각각 장기 정맥영양군 8명

계(Table 2): 모발 및 혈액 검사에서 결핍이 있는 미량

중 7명(87.5%), 경구영양군 5명 중 1명(20%)으로, 장기

원소는 아연, 셀레늄, 구리 3가지였다. 모발 검사에서

정맥영양군의 모발 내 평균 아연 농도는 경구영양군에

한가지 미량원소라도 결핍이 있었던 환아는 11명(85%)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p=0.015), 또한 발

이었고, 혈액 검사에서 한가지 미량원소라도 결핍이 있

생 빈도는 유의하게 높았다(Fisher’s exact test, p=0.032).

었던 환아는 5명(38%)이었다.

모발 내 셀레늄 결핍 환자 6명은 장기 정맥영양군 8명

모발 검사에서 결핍을 보인 미량원소는 아연 결핍

중 4명(50%), 경구영양군 5명 중 2명(40%)이었으며 장

62% (8/13명), 셀레늄 결핍 46% (6/13명)였으며, 구리

기 정맥영양군에서 모발 내 평균 셀레늄 농도가 경구영

결핍을 보인 환아는 없었다. 혈액 내 아연 농도가 정상

양군에 비해 낮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인 환자의 67%(8/12명), 혈액 내 셀레늄 농도가 정상인

3) 증상유무와 미량원소의 결핍(Table 4): 모발 내 아

환자의 57%(4/7명)에서 각각 모발 내 아연, 모발 내 셀

연 결핍 환자는 증상군 8명 중 5명(63%), 무증상군 5명

레늄 결핍을 보였다.

중 3명(60%)에서 보였으며, 평균 농도는 증상군에서 낮

혈청(serum) 아연 결핍은 8% (1/13명)였고, 이는 모발

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또한 모발 내 셀레

내 아연의 결핍을 보이는 8명 중 혈액 내 아연의 결핍
을 보이는 1명이었다. 혈액 셀레늄 검사가 가능했던 11
명 중 전혈(whole blood) 셀레늄 결핍은 4명(36%)이었

Table 3. Comparison of Mean Hair Trace Element Concentrations between Two Groups

고, 모두 장기 정맥영양군이었다. 또한 모발 셀레늄 결

TPN
(n=8)

핍 환자 6명 중 혈액 검사를 시행했던 환자는 4명이었
으며, 이 중 2명에서 혈액 내 셀레늄 결핍을 보였다.
아연, 셀레늄, 구리의 모발과 혈액 내 농도간의 통계

Table 2. Trace Elements Deficiency in Hair and Blood
Clinical
Age (yr)/
Patient
PN Hx.
Sex
symptom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6/F
3/M
4/M
1.2/F
15/F
2.5/F
4/M
0.5/F
13/M
1/M
3/M
2.3/F
0.4/M

＋
＋
＋
＋
＋
＋
＋
＋
−
−
−
−
−

＋
＋
＋
＋
＋
＋
−
−
＋
＋
−
−
−

Trace element
deficiency
Hair

Blood

Zn
Zn, Se
Zn
Zn, Se
Se
Zn, Se
Zn
Zn
−
Se
Se
Zn
−

−
−
Zn
Se
Cu, Se
−*
Se
Se
−
−
−*
−
−

M: male, F: female, PN: parenteral nutrition, Hx.: history, Zn:
zinc, Se: selenium, Cu: copper. *Se was not checked, while
others are within normal limits.

Sex (M：F)(number)
Age (year)*
Body weight (kg)
Hair Zn (μg/g)
Hair Se (μg/g)
Hair Cu (μg/g)

Non-TPN
(n=5)

3：5
4：1
4.5 (0.5∼15) 3.9 (0.4∼13)
14.4±7.1
13.1±11.1
55.0±38.5
152±72.2
0.34±0.26
0.46±0.29
19.4±11.3
14.6±3.2

p-value

0.340
0.464
0.015
0.450
0.825

*Mean (range). TPN: total parenteral nutrition, Zn: zinc, Se:
selenium, Cu: copper.

Table 4. Comparison of Mean Hair Trace Element Concentrations between Two Groups
Patient with
symptoms
(n=8)
Sex (M：F)(number)
Age (year)*
Body weight (kg)
Duration of TPN
(month)*
Hair Zn (μg/g)
Hair Se (μg/g)
Hair Cu (μg/g)

Patients
without
symptoms
(n=5)

p -value

4：4
3：2
5.7 (1.2∼15) 2.0 (0.4∼4.0) 0.142
16.3±10.1
9.3±5.7
0.242
18.1 (0∼75)

0.6 (0∼2)

0.050

78.8±66.9
0.26±0.22
20.3±10.6

114.0±79.2
0.58±0.22
13.2±4.1

0.302
0.034
0.106

*Mean (range). Zn: zinc, Se: selenium, Cu: co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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늄 결핍 환자는 증상군 8명 중 5명(63%), 무증상군 5명

을 할 때 미량원소 보충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최초로

중 1명(20%)에서 보였으며 평균 농도는 증상군에서 통

제시하였고, 1988년 Committee on Clinical Practice

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34).

Issues of the American Society for Clinical Nutrition
(ASCN)은 소아에서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최

고

근 2005년 유럽에서 소아 정맥영양공급 가이드라인 제

찰

시를 통해 장기 정맥영양 시 적절한 양의 미량원소 공
미네랄(minerals)은 칼슘(Ca), 마그네슘(Mg), 나트륨

15∼17)

급 근거를 마련하였다

. 그러나, 미량원소의 적절

(Na), 칼륨(K), 황(S), 인(P), 염소(Cl) 등 하루 필요량이

한 공급을 위해서는 체내 함량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100 mg 이상인 다량미네랄(macrominerals)과 구리(Cu),

선행되어야 한다. 미량원소의 체내 함량 측정은 주로

아연(Zn), 철(Fe), 망간(Mn), 크롬(Cr), 셀레늄(Se), 코발

혈액, 소변과 같은 체액에서 확인하고 있으나, 일변동

트(Co), 몰리브덴(Mo), 요오드(I), 불소(F) 등과 같이 하

이 심하고 급성 변화에 민감하여 장기간의 추세를 반영

루 필요량이 100 mg 이하인 미량미네랄(microminerals),

하지 못한다4). 특히 혈액은 항상성이 유지되는 공간으

그리고 안티몬(Sb), 우라늄(U), 비소(As), 베릴륨(Be),

로, 조직 및 세포 수준에서 미네랄 함량의 결핍이 있어

수은(Hg), 카드뮴(Cd), 납(Pb), 알루미늄(Al) 등 인체에

도 정상으로 측정될 수 있어 체내 함량을 예측하거나

해로운 중금속인 독성 미네랄(toxic minerals)로 구분할

공급해야 할 양을 계산하는 지표로 사용하기 어렵다.

수 있다. 인체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영양소 중 비타

모발이나 손톱, 발톱 등의 체내 조직은 그 성장 기간

민(vitamin)과 함께 미량영양소(micronutrient)로 분류되

동안의 장기적인 물질 함량 변화를 반영하고 세포 외액

는 미네랄은 정확히 미량미네랄(microminerals)을 의미

이 아닌 세포 내 조직수준의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하며, 특히 위에 언급한 10종의 미량미네랄은 미량원소

있다. 특히 모발의 경우 체내 물질 저장소는 아니지만,

(trace mineral elements)로도 불리며 사람(human)에서는

모낭에 미네랄이 축적되어 일정 시간 동안 일정하게 생

반드시 체외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 영양소로 알

성되는 모발 내의 미네랄은 혈중 농도의 10∼10,000배

1,2)

려져 있다 .

에 이르므로 혈액에서보다 함량 변화를 보다 뚜렷하게

짧은 창자 증후군, 자가면역성 장질환, 장 상피세포

확인할 수 있다4). 30여 년 전부터 혈액이나 소변을 대

이형성증 등의 흡수장애나 만성 설사 등의 배설증가 상

체할 수 있는 진단 도구로서의 모발의 유용성이 보고되

태, 미숙아 등 체내 미량원소 이용이 상대적으로 증가

었고 , 특히 체내 미량원소 축적 정도를 예측하는데

하는 상황 그리고 미량원소 보충하지 않고 장기 정맥영

모발 미네랄 검사가 이용되었다19). 임상적으로 영양 상

양을 할 때 미량원소 결핍이 발생할 수 있다3,8,9). 이와

태나 독성 미네랄 노출 여부의 평가에 모발 검사가 사

같이 경구 영양 공급이 요구량에 미치지 못하여 발생하

용되었고 , 학습 장애아, 정신지체아, 뇌성마비 환아

는 영양 결핍 외에도 선천성 질환인 멘케스병(Menkes

에서 모발 독성 미네랄 측정을 통해 증상과의 연관성을

disease), 창자병증 말단 피부염(acrodermatitis enteropa-

밝히려는 시도가 있었다20,21). 또한 특정 질환과 모발 내

thica), Xanthine과 sulfite oxidase 결핍의 경우 미량원소

특정 미량원소와의 연관성 및 특정 질환의 예측 인자로

의 대사이상으로 각각 구리, 아연, 몰리브덴의 결핍이

서 모발 미량원소를 이용한 많은 국내외 연구가 있

발생한다. 또한 미량원소 간 또는 다른 영양소와의 상

다22∼24).

10,11)

호작용으로 특정 미량원소 흡수가 저해되기도 한다

18)

5,6)

.

본 연구 대상자들은 모두 기저 소화기 질환으로 경구

미량원소 결핍 증상은 그 종류만큼이나 다양하여 비

영양만으로 필요한 칼로리가 부족한 상태 또는 성장 발

특이적인 증상부터 치명적인 질환까지 광범위하다. 특

육 부전을 보였으며, 모두 미량원소 결핍 고위험군으로

히 성장기의 소아 또는 미숙아에서는 각 장기의 발달

주기적인 혈액 검사를 시행하였고 일부 미량원소를 추

및 성장에 영향을 주고, 뇌의 발달에 영구적 손상을 초

가 공급 하였다. 그러나 미량원소 결핍 증상을 호소하

12∼14)

래할 수 있다

. 따라서 1979년 Expert Panel of Ame-

는 일부 환아에서 혈액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다. 아연

rican Medical Association (AMA)에서는 정맥영양 공급

의 경우 혈액 검사 결과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정상이었

홍지나 외：만성 소화기 질환 환아에서 미량원소 결핍과 모발 검사의 유용성 ㆍ127

으나, 모발 검사 결과 8명에서 결핍 소견을 보여 혈액

환자 8명 중 추가 보충을 받았던 4명은 모두 증상의 호

검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결핍을 모발 검사로 확인할 수

전을 보였다. 또한 흡수 장애와 같은 만성 소화기 질환

있었다. 아연은 체내 두 번째로 많은 미량원소이지만

에서 셀레늄 결핍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대부분 근육, 뼈 등의 세포 내에 존재하고, 체내 결핍

있어 , 본 연구 대상자와 같이 장기간 정맥영양을 할

시 세포 내의 아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면서 혈액 내

경우 추가 보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므로 몇 주 이상 결핍이 지속
25,26)

되어도 혈액 내 농도는 정상인 경우가 많다

29)

소아에서 모발 미네랄 검사의 임상적 적용을 위해서

. 모발과

는 무엇보다 정확한 기준치가 확립되어야 하나, 국내

혈액 내 아연 농도가 모두 감소된 3번 환자의 경우 최

소아의 기준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30,31).

근 1년간 정맥영양 없이 경구영양만으로 생활하고 있

본 연구에서 비교에 사용된 기준치는 검사를 의뢰한 미

었으나, 이전 20개월 가량 정맥영양 보충이 필요했던

국 Trace elements, Inc. (Dallas, TX, U.S.A.) 본사의 자료

병력으로 추정해 볼 때, 이전 혈액 검사는 정상이었으

로서, 이는 다양한 연령층의 건강한 남녀 2,200명(북아

나 체내 축적량의 부족상태로 보충이 없이 지내면서 혈

메리카인 57%, 유럽인 17%, 남아메리카인 16%, 아시

액 내 결핍까지 초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장기 정맥영

아인 12%)의 모발을 대상으로 측정한 값으로 국내 소

양군 8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모발 내 아연 결핍을

아를 대상으로 한 정상 참고치에 대한 연구 결과와 비

보였고, 장기 정맥영양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농

교하였을 때 일부 미량원소에서 차이를 보인다. 체내

도가 낮았으며 결핍 발생 빈도도 높았다. 혈액 검사를

미량원소가 인종, 나이, 성별, 지역, 환경적 요소 등 다

추적 관찰 및 공급의 지표로 정맥 아연을 공급하였으

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

나, 만성 설사로 인한 소실은 아연 체내 요구량을 증가

나라 소아 대상의 성별, 연령에 따른 대규모 연구를 통

시켜 결핍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환자에

한 기준치의 확립과 함께 모발 내 미량원소의 함량이

서 모발 검사를 통해 체내 아연 축적이 거의 없는 상태

인체 모든 조직에 존재하는 미네랄의 함량을 얼마나 반

임을 확인하고 추가 공급이 필요함을 알았다.

영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한편 혈액과 모발

셀레늄은 장기 정맥영양 시 흔히 결핍되는 미량원소

32,33)

셀레늄 농도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일부 보고들

로27) 정맥영양 시 미량원소 공급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

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두 검사 결과 간 통계적으로 유

연, 구리, 철 등과 함께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의한 상관성은 없었는데 이 또한 앞으로 많은 연구가

그러나 소아에서는 셀레늄 정맥 내 공급의 여러 제한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으로 장기 정맥영양 시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본 연구 결과 만성적인 소화기 질환 환자에서 경구

가 많다. 셀레늄 결핍 증상으로는 모발 탈색, 탈모, 근

영양 장애 및 성장 발육 부전이 있을 경우 증상 발현

육약화, 근육통, 성장 장애부터 심근염, 부정맥 등까지

여부에 상관없이 혈액 내 미량원소 농도가 정상이라도

27,28)

. 본 연구의 모발 검사 결과 대상자의

체내 축적량을 반영하는 모발 검사에서는 결핍이 있음

절반에 가까운 46% (6/13명)에서 셀레늄 결핍이 있었

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미량원소 결핍 위험군 환자 혹

고, 결핍을 보인 6명 중 경구 영양군 2명 모두는 혈액

은 미량원소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에서는 모발 검

내 결핍이 없었는데, 이를 통해 경구영양이 어느 정도

사를 통해 결핍 여부를 확인하여 주기적인 평가와 함께

가능하면 혈중 결핍까지는 초래하지 않음을 예상할 수

적절한 미량원소 공급여부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

있다. 또한 혈액 셀레늄 검사 결과 36% (4/11명)에서 결

으로 생각된다.

보고되고 있다

핍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장기 정맥영양군이었으며,
이는 정맥영양 시 셀레늄을 추가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

요

약

으로 생각된다. 증상군 환자에서 모발 내 셀레늄 농도
는 의미있게 낮게 측정되어, 셀레늄 결핍 증상을 호소

목 적: 만성 설사, 흡수 장애 등의 소화기 질환에서

할 때 혈액 검사결과 정상인 경우에도 모발 검사를 통

경구 영양 공급이 불충분할 경우 미량원소 결핍 발생의

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들 셀레늄 결핍

빈도가 높으나, 이러한 환아에서 미량원소 결핍 증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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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혈액 검사 결과 정상으로 나타나기도 한
다. 따라서 미량원소 결핍 고위험군 환아에서 결핍된
미량원소를 확인하고, 적절한 공급 및 추적 관찰 지표
로서 모발 검사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내원하여 만성 소화
기 질환으로 경구 영양 장애 또는 성장 발육 부전을 보
였던 13명을 대상으로 모발과 혈액의 미량원소 검사를
시행하여, 결핍 소견을 보인 모발과 혈액의 미량원소에
대해 장기 정맥영양군과 경구영양군, 그리고 증상군과
무증상군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전체 13명 중 11명에서 모발 또는 혈액 검사에
서 미량원소 결핍이 있었으며, 결핍된 미량원소는 아
연, 셀레늄, 구리였다. 모발 내 아연 결핍은 8명(62%),
모발 내 셀레늄 결핍은 6명(46%)이었고, 혈액 내 아연
농도가 정상인 환자의 67% (8/12명), 혈액 내 셀레늄 농
도가 정상 환자의 57% (4/7명)에서 각각 모발 내 아연,
모발 내 셀레늄 결핍을 보였다. 모발 내 아연 농도는
장기 정맥영양군에서 경구영양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
았으며(p=0.015) 결핍 발생 빈도 또한 유의하게 높았다
(Fisher’s exact test, p=0.032). 모발 내 셀레늄 농도는 증

상군에서 무증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p=0.034).
결 론: 만성 소화기 질환으로 경구 영양 장애 또는
성장 발육 부전이 있을 경우 증상 여부에 상관없이 혈
액검사와 함께 모발 미네랄 검사로 결핍 여부를 평가하
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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