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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와 모발 미네랄 검사(Hair Tissue Mineral Analysis)의
연관성에 대한 예비 연구
우균영, 유동희, 유자영, 정주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가정의학과

Pilot Study: Correlation of Fatigue and Hair Tissue Mineral Analysis
Gyun-Young Woo, Dong-Hee You, Ja-Young Yoo, Ju-Hye Chung*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Uijeongbu St. Mary’s Hospital, Republic of Korea

Background: Chronic fatigue is a common disorder; however, the symptoms are nonspecifically defined. Accordingly, accurate evaluation and
quantification of fatigue are critical. There are many tests that measure the level of fatigue; however, studies validating the utility of the Fatigue
Severity scale (FSS) and results of hair mineral analysis are inadequate. By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tigue scoring and hair mineral
test results, our aim was determine the efficiency of chronic fatigue assessment using hair mineral analysis.
Methods: The subjects comprised adult patients (n=47, aged ≥19 years) who underwent hair mineral analysis and assessment by FSS and who visited
the family medicine departments of university hospitals in South Korea from March 2013 to February 2017.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ased on the standard FSS cutoff of 3.22. An independent t-test was used to compare age, blood pressure, fatigability, stress, anxiety, depression,
and the hair tissue mineral analysis of the two groups.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SS scores measuring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between the two groups. In addi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enium (0.079±0.022 vs. 0.058±0.027 mg%, P=0.032) and sulfur levels (4,733.3±542.189 vs. 4,267.7±518.682 mg%;
P=0.016).
Conclusion: Patients with a higher FSS most likely had higher levels of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but lower levels of selenium and sulfur.
Keywords: Fatigue; Anxiety; Depression; Selenium

서론

임상적으로 환자들이 호소하는 피로 증상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
적 요인 등 다양한 측면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 간단하게 정의하기가

피로는 지극히 주관적인 증상으로 일차진료 의사를 찾는 환자들

쉽지 않다. 일차진료에서 접하는 피로는 ‘일상적인 활동 이후의 비정

이 가장 흔히 호소하는 증상들 중 하나이며, 환자들의 삶의 질에 심

상적인 탈진 증상, 기운이 없어서 지속적인 노력이나 집중이 필요한

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상이다. 또한, 그 개념이 모호하며, 많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반

질환들에서 동반되는 비특이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감별진단이 쉽

적으로 기운이 없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겠다.1)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지 않아 일상적인 진료과정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 해결하기

경우 만성피로로 분류하고 있으며2) 증상이 주관적, 비특이적인 특

가 쉽지 않은 문제이다.1-3)

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 적절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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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꼭 필요하다.4) 원인은 일반적으로 40%–45%가 정신질환, 20%–45%

불안과 우울 관련 문진표, 모발 미네랄 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만 19

가 기질적인 원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로는 자세한 병

세 이상 성인 중 조절 안 되는 당뇨나 갑상선 질환, 암, 근골격계 질환

력청취, 신체검사, 약물 복용력, 정신상태검사, 수면 습관 평가, 검사

을 앓고 있는 자를 제외한 47명을 대상으로 진료분석을 하였다. 비교

실 검사의 과정을 통해 진단할 수 있으며, 피로의 심한 정도, 일상생

를 위해 검사 대상자 중에서 피로도 점수(fatigue severity scale, FSS)

활에 미치는 영향, 또 치료 후의 회복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

3.22를 기준으로 환자군과 대조군으로 구분하였다.

5)

러 가지 피로 평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의 인
식과 피로의 심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일련의 자가평가 설문 방식

2. 연구 방법

이 주류를 이룬다. 기질적인 질환에 의한 피로가 아닐 경우, 증상이

환자의 나이, 혈압(수축기와 이완기혈압)을 기록하였고 피로 관련

나타나는 구체적인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

문진표를 시행하여 피로도, 스트레스, 불안, 우울 정도를 점수로 계

고, 아직도 잘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산하였다. 모발 미네랄 검사(hair tissue mineral analysis, TMA)를 이용

이에 다양한 치료 방법이 만성 피로의 완화를 위해 시도되고 있으

하여 조직 미네랄 수치를 확인하였다.

며, 여러 가지 미네랄을 통한 영양요법도 제한적이지만 일부에서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기존의 많은 실험적 연구에서 세포

1) Questionnaires for assessing fatigue, stress and mental health

의 여러 가지 대사 활동, 효소작용 및 생리작용에 영양 미네랄과 비

Questionnair는 FSS, 한국어판 스트레스 평가 설문지(brief encoun-

타민이 보조인자(cofactor)로서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er psychosocial instrument-Korean version, BEPSI-K), anxiety & de-

피로의 여러 가지 유발 요인 중에서도 소위 ‘marginal nutritional defi-

pression scale을 포함한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ciencies’가 중요한데 이 경우에는 섭취가 모자란다는 단순한 개념보

FSS는 지난 1주일 동안의 피로 정도를 9개 문항에 대답하는 형식

다는 질병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결핍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당 1–7점까지 척도로 평가하여 각 문항

를 교정할 때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조직 미네

의 점수를 합한 후 합계를 9로 나눈 평균값을 최종 피로도 점수로 기

랄 검사는 중금속(Sb, U, As, Be, Hg, Cd, Pb, Al), 영양 미네랄(Ca, Mg,

록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7) BEPSI-K

na, K, Cu, Zn, P, Fe, Mn, Cr, Se, B, Co, Mo, S), 기타 미네랄(Ge, Ba, Bi,

는 총 다섯 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난 한 달간의 스트레

Rb, Li, Ni, Pt, Tl, LI, V, Sr, Sn, Ti, W, Zr)을 검사하여 불균형을 영양요법

스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각 문항은 0–4점으로 평가

으로 교정함으로써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고 합하여 평균을 구한 값이 클수록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평가

과거 Kim 이 피로와 모발 미네랄 함량과의 연관성에 관해 연구하

한다.8,9) Depression & anxiety scale은 7개의 홀수 문항은 불안을 7개

였으나, 피로를 주 증상으로 하는 환자를 대상자로 제한하여 대조군

의 짝수 문항은 우울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

과 비교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었으며, 피로도와 모발 미네랄 검사의

은 0–3점으로 총점은 불안, 우울 각각 21점으로 계산한다.10)

6)

항목들에 대한 연관성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외래에 내

2) 모발 미네랄 검사(TMA)

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피로도 점수(문진표), 모발 미네랄 검사를 동

두발 내 미네랄의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스테인레스 가위로 후두

시에 시행한 진료기록을 분석하여 피로도를 평가하였으며, 모발분

부 표피 가까운 부위의 두발을 3–5군데서 약 500 mg 정도 채취하였

석을 통해 측정된 조직 내 영양 미네랄의 함량과 미네랄 사이의 균

으며 두발 표본의 오염으로 일어나는 검사상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형 및 중금속의 함량을 피로도가 낮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피로를

염색약, 특수 샴푸를 사용한 사람들은 제외하였다. 두발 분석은 검사

호소하는 환자 치료와 진단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 및 검사의 유

의 정확성을 위해 모발 내 미네랄 전문 분석 기관인 티이아이 한국지

용성을 제시하려 한다.

사에 모발분석을 의뢰하여 원자 흡수 분광기와 플라즈마 방출 분광
기(Sciex Elan 6100; PerkinElmer Corporation, Foster, CA, USA)를 사용

방법

하여 분석하였고 측정단위는 mg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모발 내
미네랄(영양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황, 인, 염소/미량 미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외래에 내원한 환자 중에서 피로도, 스트레스,
Korean J Fam Pract. 2018;8(4):488-492

네랄: 구리, 아연, 철, 망간, 크롬, 셀레니움, 붕소, 코발트, 몰리브덴/독
성 미네랄: 안티몬, 우라늄, 비소, 베릴륨, 수은, 카드뮴, 납, 알루미늄)
함량을 측정하여 피로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www.kaf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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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 분석

슘/칼륨 비율(Ca/K), 아연/구리 비율(Zn/Cu), 나트륨/마그네슘 비율

대조군과 환자군의 나이, 혈압, 피로도, 스트레스, 불안, 우울 정도,
TMA 항목들을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통계는

(Na/Mg), 칼슘/마그네슘 비율(Ca/Mg), 철분/구리 비율(Fe/Cu)에서도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SPSS version 21.0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고 유의수
준 P<0.05를 통계적 유의성 기준으로 검증하였다.

고찰

결과

본 연구에서 피로도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임상적 유용성이 밝
혀진 피로도 점수(FSS)를 사용하였다.7) BEPSI는 1988년 Frank와 Zyzanski8)에 의해 개발된 스트레스 평가 척도이며, 1996년에 Yim 등9)에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총 47명으로 피로군(n=37)과 피로를 호소하지 않

의해 한국어판 BEPSI (BEPSI-K)가 개발되었다. 문항이 적고, 간단하

는 대조군(n=10)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두 그룹의 평균

기 때문에 일차진료 상황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이는 대조군과 피로군 각각 48.30±15.60, 46.378±12.896 (P=0.691)로

병원 불안-우울 척도(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는

비슷하였다. 수축기 혈압(P=0.670), 이완기 혈압(P=0.881)에서 유의한

1983년 Zigmond 등이 일반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

차이는 없었다. 두 그룹에서 피로도 점수는 대조군이 2.242±0.554, 피

해 기다리는 시간 동안 병원에서 나타나는 불안-우울 정도를 측정

로군이 5.423±0.860 (P=0.000)였으며, 스트레스 점수는 대조군, 피로

하기 위해 개발한 14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일차진료 및 정신과

군 각각 0.6±0.352, 1.605±0.688 (P=0.000)이었다. 불안점수는 대조군,
피로군에서 각각 6.8±2.859, 10.083±4.038 (P=0.021)로 우울 점수
7.1±2.685, 10.166 ±3.384 (P=0.012)와 마찬가지로 두 군의 항목 간에 유

Table 2. Hair mineral concentrations and toxic element concentrations
in the two groups
Non-fatigue (n=10)

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

Fatigue (n=37)

P-value*

Ca (mg%)

140.3±95.922

144.621±90.891

0.896

Mg (mg%)

8.26±4.951

10.197±7.380

0.439

Na (mg%)

14.80±15.222

14.810±14.839

0.998

K (mg%)

18.2±32.083

9.24±10.584

0.151

Cu (mg%)

3.88±5.030

2.05±1.362

0.051

TMA의 항목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대조군과 환자군에서 셀레늄

Zn (mg%)

18.80±7.376

19.95±13.321

0.796

(Se)수치는 각각 0.079±0.022, 0.058±0.027 (mg%, P=0.032)로, 환자군에

P (mg%)

15.9±1.595

15.378±3.336

0.636

Fe (mg%)

0.84±0.272

0.83±0.342

0.931

서 조직 내 셀레늄(Se)의 농도가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 황(S)에서도

Mn (mg%)

0.029±0.0317

0.029±0.044

0.974

대조군과 환자군에서의 수치가 각각 4,733.3±542.189, 4,267.7±518.682

Cr (mg%)

0.041±0.012

0.044±0.016

0.572

Se (mg%)

0.079±0.022

0.058±0.027

0.032

(mg%, P=0.016)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환자군에서 황의 농도가 더

B (mg%)

0.028±0.018

0.046±0.057

0.313

낮은 경향이었다. 중금속 항목인 우라늄(U), 아르제닉(As), 베릴륨

Co (mg%)

0.001±0.001

0.002±0.007

0.492

Mo (mg%)

0.003±0.001

0.003±0.001

0.489

S (mg%)

4,733.3±542.189

4,267.7±518.682

0.016

U (mg%)

0.037±0.117

0.027±0.057

0.251

As (mg%)

0.009±0.011

0.006±0.004

0.180

Be (mg%)

0.001±0.00013

0.001±0.00023

0.673

Hg (mg%)

0.093±0.011

0.006±0.004

0.280

Cd (mg%)

0.003±0.011

0.003±0.004

0.565

P-value*

Pb (mg%)

0.010±0.000

0.010±0.028

0.363

2. 피로도 점수(FSS)와 TMA 항목들과의 비교

피로도 점수(FSS)를 기준으로 구분 한 대조군과 피로군 그룹 간

(Be), 수은(Hg), 카드뮴(Cd), 납(Pb), 알루미늄(Al)에서는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칼슘/인의 비율(Ca/P), 나트륨/칼륨 비율(Na/K), 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47)
Non-fatigue (n=10)

Fatigue (n=37)

48.30±15.60

46.378±12.896

0.691

Al (mg%)

0.682±0.814

0.656±0.485

0.671

SBP (mmHg)

121.050±12.913

124.727±14.317

0.670

Ca/P

8.855±5.845

9.699±6.322

0.705

DBP (mmHg)

74.585±8.813

74.752±11.265

0.881

Na/K

2.605±2.198

2.526±2.319

0.447

Fatigue scale

2.242±0.554

5.423±0.860

0.000

Ca/K

64.831±94.423

56.050±80.497

0.769

9.050±9.585

9.030±5.659

0.978

Age (y)

Stress scale

0.6±0.352

1.605±0.688

0.000

Zn/Cu

Anxiety scale

6.8±2.859

10.083±4.038

0.021

Na/Mg

2.645±3.406

2.213±2.749

0.677

Depression scale

7.1±2.685

10.166±3.384

0.012

Ca/Mg

15.532±4.850

15.521±4.572

0.982

Fe/Cu

0.523±1.683

0.433±0.440

0.39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tested by independen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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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진료과에서 쉽고, 짧은 시간 내에 검사하여 불안과 우울장애

하게 되고, 마그네슘의 농도는 감소하게 된다. 저항기에는 부신에서

환자들을 선별할 수 있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1999년에는 Oh

의 알도스테론의 분비가 감소함에 따라 나트륨 농도가 감소하게 되

10)

10)

등 이 이를 한글화 번역하여 국내에서의 표준화 연구를 시행하였

고, 마지막 고갈기에 이르게 되면 나트륨/칼륨 비의 역전이 일어나게

으며, 불안, 우울 항목 모두 절단점을 8점으로 하였을 때 높은 민감

된다. 따라서, 급성 스트레스 시 모발 미네랄 검사에서 나트륨/칼륨

도와 특이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피로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

비율이 상승되고 칼슘/마그네슘 비율은 증가된다고 한다. Kim6)의

하게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 우울 정도를 비

연구에서는 피로 지수, 우울 및 불안 지수와 나트륨/칼륨 비율이 양

교하였을 때 피로군에서 불안, 우울 정도가 10점 이상으로 더 높은

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칼슘/마그네슘의 비율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

경향을 보여, 절단점을 8점으로 할 수 있었다. 이는 심리적 고통 및 스

임으로써, 이러한 증상이 미네랄 불균형과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하

트레스가 피로를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로 환자는

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표본의 크

스트레스, 불안, 우울로 심각한 삶의 질의 저하를 경험할 수 있음을

기가 작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시사한다. 일차 진료 의사는 피로 환자를 치료할 때 주치의로서 환자

미네랄은 결합조직의 구조적 성분이고, 전해질, 산염기 균형, 세포

의 증상을 공감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내외액의 삼투평형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효소반응, 전

교정하도록 도와야 한다.

자전달, 산소 운반 과정에서의 구성요소나 보조인자로서 작용을 하

피로도, 불안, 우울 점수와 모발 미네랄 검사 항목들에 대해 비교

는 인체 내에 미량 함유되어 있는 필수 영양소로서, 이들의 불균형이

한 결과, 피로점수와 모발 미네랄 검사의 일부 항목, 셀레늄(Se) 황(S)

피로 및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혈액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Kim6)의 연구에서는 반대로 피

에서의 변화는 이미 증상의 발현 이후에 나타나며, 혈액은 세포와

로 지수와 셀레늄의 함량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 연구에서는

조직 내 보유하고 있는 미네랄 저장을 이용하여 혈액 내에서 미네랄

피로를 주 증상으로 하는 환자를 대상자로 제한하여 대조군과 비교

의 균형을 이루는 능력이 있어서 항상성을 유지한다. 인체 조직에는

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피로도가 낮은 대조군과

에너지가 생산되는 세포가 포함되어 있고, 에너지 생산은 마그네슘,

비교할 수 있었으나 대조군이 10명밖에 되지 않아 단수 비교에 그친

구리 및 인과 같은 필수 영양 미네랄들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예비연구라는 제한점이 있다. 셀레늄(Se)은 세포 산화와 관련된 효

이러한 미네랄들은 또한 칼슘, 칼륨, 나트륨, 아연, 망산 및 철과 같은

소의 작용과 연관이 있다. 셀레늄은 각종 중금속 중독의 예방에 효

다른 미네랄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들이 미네랄 복합 체계를 이루어

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노화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인체의 스트레스 반응, 면역 체계 및 에너지 생산을 조절한다. 이러

비타민 E와 함께 셀레늄은 염색체 손상을 보호하고 유전자 복구를

한 이유로 필수 영양 미네랄의 결핍 및 과잉은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촉진하여 항암 효과가 있고 해독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서 보다 조직 미네랄 검사(TMA)에서 보다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셀레늄이 결핍되면 면역억제, 크론씨병, 소아의 골관절염, 백내장, 용

모발 미네랄 검사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약 3개월) 자란 모발을

혈성 빈혈, 간경화, 근육손상, 고혈압, 죽상동맥경화, 관절염, 근육 노

채취하여 미량 원소에 포함되는 미네랄의 변화를 확인하는 검사이

화, 불임, 황반부 변성과 당뇨병성 신경증이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다. 모발은 두피를 구성하는 한 조직이다. 이는 어떤 물질이나 성분의

도 알려져 있다. 셀레늄과 피로 지수와 연관성을 이미 여러 연구에서

저장 장소로 사용될 수는 없으며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길이의 모발

보고하고 있고, 셀레늄을 포함한 항산화제의 투여로 피로를 개선시

이 생성된다. 모발은 대체적으로 하루에 0.3 mm정도 자라나며, 따라

황(S)은 육류 등의 단백질 식품을

서 한 달에 0.9 mm 즉, 1 cm 정도 자란다. 모발 미네랄 검사는 어느 일

통해서 충분히 섭취되며, 중금속의 중독에 예방적인 역할을 하는 것

정 기간 동안(약 3개월) 자란 모발을 채취하여 미량 원소에 포함되는

으로 알려져 있다. 황의 과다는 골다공증의 유발에 어느 정도 관여

미네랄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신체의 변화 패턴을 확인하고 질병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황의 결핍은 머리카락, 손톱, 발톱의 연화와

으로 진행되기 전의 변화를 감지하여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부적절

관련되어 있다.

한 식사 형태의 개선을 통해 질병 발생을 억제하거나 건강한 상태로

11-13)

키려는 시도가 시행되고 있다.

Selye 은 스트레스 반응단계에 따라 미네랄 패턴의 변화를 설명
14)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진단의 한 도구이다.

하였다. 스트레스 반응단계를 경보기(alarm stage), 저항기(resistance

이번 연구는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았으며 모발 미네랄 검사에 영

stage), 고갈기(exhaustion stage)의 3단계로 나누어, 최초 단계인 경보

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흡연력, 운동, 경제력 등)을 완전히

기(fight-or-flight 반응)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으로 부신이 활

배제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각 검사항목(피로도 점수, 스

성화되고 알도스테론이 증가하게 되어 조직 내 나트륨 수치가 상승

트레스, 불안, 우울 정도, 모발 미네랄 검사)들은 피로 환자를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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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피로의 상황을 정량화하고 치료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관적이고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

중심단어: 피로; 불안; 우울; 셀레늄

는 피로 환자에 있어 이러한 양적인 수치는 피로의 진단과 치료에 대
해 도움이 되는 자료로 제시될 수 있다. 피로 환자에서 모발 미네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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