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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입원환자에서 중증도에 따른 혈청 셀레늄 농도와 

전신염증반응 및 예후 관련 지표와의 관련성 

 

중환자에서 발생하는 패혈증과 전신염증반응은 중환자의 사망률을 높이는 중요한 

인자이며, 산화 스트레스는 전신염증반응의 예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 

최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셀레늄은 인간에게 필요한 미량원소로서 체내에서 

산화 스트레스에 대해 세포 보호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중환자에서의 셀레늄 보충요법이 병원 내 감염과 같은 합병증을 줄이고 사망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셀레늄이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지와 기존의 전신염증반응 및 예후 관련 지표와 

연관성을 보이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임상 자료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혈청 셀레늄 농도의 차이 여부와 C-

반응단백, procalcitonin, APACHE II 점수 등의 전신염증반응 및 예후 관련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향후 중환자의 치료에 있어 셀레늄의 역할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대상은 급성 내과적 질환으로 입원한 일반병실군, 중환자실군 각각 26 명, 36 명의 

환자로 하였다. 환자군은 전신염증반응증후군(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SIRS)의 기준에 만족하면 중환자실군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일반병실군으로 분류 하였으며 입원 당시 혈청 셀레늄 농도, 입원 후 치료 경과에 

따른 셀레늄 농도의 변화 및 C-반응단백, procalcitonin, 알부민, 림프구, APACHE II 

점수 등의 전신염증반응 및 예후 관련 지표와의 연관성을 비교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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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모든 분석 결과, 내원 시 측정한 혈청 셀레늄은 중환자실군에서 

일반병실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001). 또한 혈청 셀레늄은 APACHE II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고(r=-0.475, p<0.001) 알부민과 림프구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r=0.387, p=0.020 / r=0.307, p=0.016).  

결론적으로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혈청 셀레늄 농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의 전신염증반응 및 예후 관련 지표들과 상관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이 연구 

결과가 향후 중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셀레늄의 유용성과 효과에 대한 연구에 

널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되는 말 : 혈청 셀레늄, 전신염증반응, 예후, 지표, 중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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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에서 중증도에 따른 혈청 셀레늄 농도와 

전신염증반응 및 예후 관련 지표와의 관련성 

 

지도교수 김 상 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요 한 

 

I. 서 론 

 

중환자에서 발생하는 패혈증과 전신염증반응은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사망률을 10- 

50%까지 상승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며 지난 수십 년 간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유의한 사망률의 감소는 보이지 않고 있다.
1
 또한 산화 스트레스는 반응성 산소 

유도체(reactive oxygen species, ROS)와 항산화 물질의 중화 작용의 불균형을 통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의 증가는 중환자의 불량한 예후와 연관이 

있다. 따라서 최근 전신염증반응 및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중환자에서 환자 상태의 악화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항산화 물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
 전신염증반응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C-반응단백, procalcitonin, protein C, 

antithrombin-III, 혈소판 수치 등이 널리 사용된다. 또한 중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서 APACHE Ⅱ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Ⅱ) 

점수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APACHE II 점수란 중환자의 예측 사망률을 표준화시킨 

것으로서 환자의 나이, 면역결핍의 과거력, 직장온도, 평균 동맥압, 심박수, 호흡수, 

혈중산소농도, 산화도, 나트륨, 칼륨, 크레아티닌, 헤마토크릿, 백혈구, 글라스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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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 등급을 측정,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셀레늄은 인간에게 필요한 미량원소로서 전신염증반응 또는 외상 등의 급성 

스트레스 조건에서 항산화 물질로 작용하여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세포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이전의 연구에서는 화상 환자에서 셀레늄과 같은 

미량 원소가 병원 감염성 폐렴의 발생을 줄이고 심장 수술이나 외상 환자에서 갑상선 

호르몬의 불균형을 감소시키며 전신염증반응을 줄인다고 보고 하였다. 셀레늄은 급성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영항으로 셀레늄 농도가 감소되어 있는 환자에서 

전신염증반응증후군(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SIRS)과 다발성 장기 

부전(multiple organ dysfunction syndrome, MODS)이 더 많았다는 외국의 연구보고가 

있었다.
5-10

 또한 최근의 메타분석에서는 셀레늄 농도가 감소된 중환자에게 셀레늄을 

보충하는 것이 중환자의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초기 손상 정도나 신부전 등의 장기 

부전에 대한 임상경과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지만, 외상이나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전신염증반응을 줄여주며 사망률을 약간 낮추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10,11

  

셀레늄은 토양 및 식습관에 따라 혈중 농도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 예로 

중국의 케산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심근병증은 셀레늄이 부족한 토양으로 인한 

셀레늄 결핍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케산병(Keshan disease)이라고도 

불리운다.
12
 또한 셀레늄은 주로 곡물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식습관에 따라 섭취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토양과 식습관이 서양과 다른 우리나라에서도 중환자의 혈중 

셀레늄 농도가 중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 또한 이러한 농도의 차이가 

전신염증반응 및 예후 관련 지표들과 관련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국내 연구는 

현재까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혈중 셀레늄 농도가 차이를 보이는 

지와 이 셀레늄 농도가 전신염증반응 및 예후 관련 지표들과 관련성을 보이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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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상 및 방법 

 

1. 대상  

 

본 연구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 

호흡기센터에 내과중환자실 또는 일반병실로 입원하는 환자로 본 연구에 서면동의를 

한 총 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급성 내과적 질환 또는 만성 질환의 급성 악화로 

응급실 또는 외래를 통해 내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악성종양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 임산부, 타 병원에서 치료 중 전원된 환자는 

제외되었다. 대상환자의 주된 호흡기 질환으로는 폐렴,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 성인호흡곤란증후군, 결핵, 진폐증 등의 감염성 혹은 염증성 질환이었다. 

환자군은 SIRS 에 해당되는 중환자실군과 SIRS 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병실군으로 

나누었다. SIRS 는 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s/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 (ACCP/SCCM) 기준에 따라 다음 기준에서 두 가지 이상 만족될 때로 하였다; 

체온 > 38℃ 또는 < 35℃, 심박수 > 90 회/분, 호흡수 > 20 회/분 또는 PaCO2 < 32 

mmHg, 백혈구 > 12,000/mm
3
 또는 < 4,000/mm

3
, 또는 미성숙 백혈구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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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 

 

모든 환자는 입원 후 24시간 이내에 첫 채취된 혈액과 소변을 통해 혈청 및 소변 

셀레늄 농도와 전신염증반응 지표인 C-반응단백, procalcitonin, 총 백혈구 수와 그 

분획을 측정하였다.  

혈청, 소변 셀레늄은 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graphite furnace (VARIAN 

medical systems, Sydney, Australia)로 측정하였으며 참고치는 95.0- 165.0 ng/mL로 

미국의 MAYO Medical Laboratories의 참고치를 인용하였다.
13
 C-반응단백은 Modular 

DPE (Hitachi Hitechnologies, Tokyo, Japan)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procalcitonin은 효소형광측정법(bioMérieux, Lyon, France)을 이용하였다. 

또한 APACHE II 점수를 구하기 위해 환자의 나이, 면역 결핍의 과거력을 확인하고, 

입원 후 24시간 이내의 직장온도, 평균 동맥압, 심박수, 호흡수, 동맥혈 산소농도, 

pH, 나트륨, 칼륨, 크레아티닌, 헤마토크릿, 백혈구, 글래스고우 혼수등급을 

확인하였다. 입원 후 24시간 이내뿐 아니라 중환자실군은 입원 4일과 7일째, 

일반병실군은 입원 7일째의 혈청과 소변 셀레늄을 각각 측정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program IBM co., version 13.0을 이용하였고 통계 수치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중환자실과 일반병실 환자의 혈청 셀레늄 농도의 

평균은 χ2 test와 fisher’s exact test를 통하여 비교하였으며 내원 후 치료 

경과에 따른 전신염증반응 지표 및 셀레늄 농도의 변화는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를 통하여 비교하였다. 혈청 셀레늄 농도와 C-반응단백, 

procalcitonin, APACHE II 점수와의 상관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경우에서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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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대상 환자의 임상적 특성과 중증도에 따른 내원 시 셀레늄 및 

전신염증반응 지표와 예후 관련 지표  

 

총 62 명의 환자 중 중환자실군은 36 명, 일반병실군은 26 명이었다. 대상 환자의 

일반적인 임상적 특성과 동반질환 및 C-반응단백, procalcitonin, APACHE II 점수, 

혈청 및 소변 셀레늄 농도는 표 1 에 요약하였다. 

중환자실군과 일반병실군 간의 나이, 성별, 체질량지수, 동반질환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입원 24 시간 이내의 혈청 셀레늄 농도는 중환자실군이 일반병실군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70.0±26.4 ng/mL, 97.9±20.8 ng/mL, p<0.001). 

Procalcitonin (14.1±24.3 ng/mL, 0.5±1.1 ng/mL, p=0.006), APCHE II 

점수(16.6±5.6, 7.1±3.7, p<0.001)도 두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반응단백은 중환자실군이 일반병실군 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며(16.3±11.5 mg/dL, 11.2±8.9 mg/dL, p=0.052) 소변의 셀레늄 

농도 또한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31.8±23.0 ng.mL, 42.8±33.3 

ng/mL, p=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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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 환자의 임상적 특성과 중증도에 따른 내원 시 셀레늄 및 전신염증반응 지

표와 예후 관련 지표의 비교 

 
중환자실군 

(n=36) 

일반병실군 

(n=26) 
p 값 

나이(세) 68.8±13.1 63.5±14.0 0.136 

성별(남/여) 24/12 13/13 0.193 

신장(cm) 161.8±9.8 159.2±8.3 0.353 

체중(kg) 56.7±16.5 56.2±10.1 0.902 

체질량지수(kg/㎡) 21.3±4.5 22.2±3.8 0.469 

흡연량(갑년) 15.5±21.4 14.8±17.5 0.903 

당뇨(%) 20 15 0.546 

고혈압(%) 40 27 0.189 

폐결핵(%) 28 30 0.984 

C-반응단백(mg/dL) 16.3±11.5 11.2±8.9 0.052 

Procalcitonin (ng/mL) 14.1±24.3 0.5±1.1 0.006* 

APACHE II 점수 16.6±5.6 7.1±3.7 <0.001* 

혈청 셀레늄(ng/mL) 70.0±26.4 97.9±20.8 <0.001* 

소변 셀레늄(ng/mL) 31.8±23.0 42.8±33.3 0.132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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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 경과에 따른 전신염증반응 지표 및 셀레늄 농도의 변화 

 

중환자실군에서 C-반응단백, procalcitonin과 같은 전신염증반응 지표는 입원 1일, 

4일, 7일의 치료 경과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혈청 셀레늄 

농도는 치료 경과에 따라 점차 상승하는 양상이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표 2)  

일반병실군에서 C-반응단백은 치료 경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procalcitonin은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혈청 셀레늄 농도는 중환자실군에서와 

유사하게 1일, 7일의 치료 경과에 따라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표 

3) 

소변 셀레늄 농도는 중환자실군과 일반병실군 모두에서 치료 경과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3) 

 

 

 
표 2. 중환자실군에서 치료 경과에 따른 전신염증반응 지표 및 셀레늄 농도의 변화 

 

중환자실군(n=36) 

p값 

1일 4일 7일 

C-반응단백(mg/dL) 16.3±11.5 10.7±8.2 7.0±5.1 <0.001* 

Procalcitonin (ng/mL) 14.1±24.3 - 2.1±3.2 0.013* 

알부민(g/dL) 3.1±0.6 2.6±0.5 2.6±0.4 <0.001* 

림프구(/µL) 1,065.0±1,147.8 814.4±486.6 987.0±568.4 0.457 

혈청 셀레늄(ng/mL) 70.0±26.4 80.1±19.6 83.8±24.0 0.083 

소변 셀레늄(ng/mL) 31.8±23.0 38.5±32.1 32.6±16.9 0.588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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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반병실군에서 치료 경과에 따른 전신염증반응 지표 및 셀레늄 농도의 변화 

 일반병실군(n=26) 

p값 

 1일  7일 

C-반응단백(mg/dL) 11.2±8.9 5.7±9.4 0.043* 

Procalcitonin (ng/mL) 0.5±1.1 5.3±23.9 0.360 

알부민(g/dL) 3.6±0.5 3.2±0.6 0.057 

림프구(/µL) 1,481.9±813.5 1,179.6±652.5 0.168 

혈청 셀레늄(ng/mL) 97.9±20.9 134.9±171.5 0.280 

소변 셀레늄(ng/mL) 42.8±33.3 62.9±45.8 0.098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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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청 셀레늄 농도에 따른 전신염증반응 지표들과의 연관성 

 

혈청 셀레늄 농도의 참고범위를 95.0- 165.0 ng/mL 로 하여, 내원 당시 혈청 

셀레늄이 감소한 군과 정상 범위에 있는 군으로 나누어 임상적인 특성 및 

전신염증반응 지표들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 에 요약하였다. 전체 62 명의 

환자 중 95.0 ng/mL 미만의 셀레늄 농도를 보인 환자는 46 명으로 대상 환자의 74 % 

이었다.  

내원 시 혈중 셀레늄 농도가 낮은 군에서 C-반응단백, procalcitonin, APACHE II 

점수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알부민, 림프구 수치는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 

중 procalcitonin 과 APACHE II 점수만이 셀레늄 농도가 낮은 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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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내원 당시 혈청 셀레늄 농도에 따른 임상적 특성 및 전신염증반응 지표와 예후 

관련 지표의 비교 

 혈청 셀레늄 농도 

p 값 감소 

(n=46) 

정상 

(n=16) 

나이(세) 66.6±14.6 66.3±11.7 0.938 

성별(남/여) 33/13 7/9 0.136 

체질량지수(kg/㎡) 22.2±3.9 20.9±4.6 0.299 

흡연량(갑년) 16.2±20.6 12.5±16.9 0.525 

당뇨(%) 17 19 0.917 

고혈압(%) 34 31 0.550 

폐결핵(%) 24 44 0.247 

C-반응단백(mg/dL) 14.7±11.3 12.7±9.2 0.517 

Procalcitonin (ng/mL) 10.4 ± 22.2 2.6±5.8 0.034* 

알부민(g/dL) 3.2±0.6 3.5±0.5 0.063 

림프구(/µL) 1,134.3±1,019.2 1,543.1±1,050.5 0.175 

APACHE II 점수 13.5±7.5 9.7±3.5 0.011*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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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혈청 셀레늄과 전신염증반응 및 예후 관련 지표들의 상관 관계 

 

전체 대상환자에서 내원 시 혈청 셀레늄과 C-반응단백, procalcitonin, APACHE II 

점수, 알부민, 림프구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하였을 때, 혈청 셀레늄은 

APACHE II 점수와 음의 상관관계(r=-0.475, p<0.001)를 보였고, 알부민(r=0.387, 

p=0.020), 림프구(r=0.307, p=0.016)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림 1. 혈청 셀레늄과 C-반응단백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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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혈청 셀레늄과 procalcitonin의 상관관계 

 

 

 

 

 

그림 3. 혈청 셀레늄과 APACHE II 점수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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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혈청 셀레늄과 알부민의 상관관계 

 

 

 

 

 

그림 5. 혈청 셀레늄과 림프구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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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셀레늄은 비금속성 물질로서 인간에게 필수적인 미량원소이다. 셀레늄은 신체에 20 

mg 정도의 미량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결핍 시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glutathione peroxidase 등과 같은 selenoprotein 에 포함되어 촉매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산화반응 대한 세포 보호 기능을 

수행하며, 세포 내 수분의 과산화 정도를 감소시켜 염증세포들의 대사를 억제한다.
4
 

그 결과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을 수행함으로써 면역반응을 

향상시킨다.
14
 산화 스트레스는 ROS 와 항산화 물질간의 중화작용이 불균형을 이루며 

발생하게 되는데 산화 스트레스의 증가는 중환자에서의 불량한 예후와 연관이 있어 

예후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산화 스트레스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생물학적 

표지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중에서도 최근 glutathione peroxidase, 

selenoprotein P 등의 물질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4,14-16

 Brigelius-

Flohé 등의 연구에서 ROS 는 혈관 내피세포 활성화에 관여하여 미세순환에 손상을 

주며 이러한 미세순환의 기능장애는 장기 부전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15
  

SIRS 나 MODS 환자에서의 혈청 셀레늄 농도와 이에 따른 셀레늄 보충요법의 효과와 

관련하여 Forceville 등은 134 명의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환자실로 

입원하는 환자들에서 입원 초기 혈청 셀레늄 농도가 비 중환자실 환자에 비하여 40% 

정도 감소하였으며 입원 시 셀레늄 농도가 낮은 환자에서 병원 감염성 폐렴, 다발성 

장기 부전, 사망률이 3 배 더 높았다고 하였다.
16
 본 연구에서도 중환자실군에서 

일반병실군보다 입원 당시의 혈청 셀레늄 농도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감소가 

관찰되었으며, 평균값이 약 28% 가량 감소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입원 후 치료 

경과에 따른 혈청 셀레늄 농도의 증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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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kr 등의 연구에서는 SIRS 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에서는 셀레늄 농도가 입원 초기 

보다 입원 후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SIRS 환자에서는 중환자실 입원 

초기보다 입원 3~4 일 후에 가장 낮은 셀레늄 농도를 보였고 그 후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17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환자군 모두에서 입원 초기에 가장 낮은 

셀레늄 농도를 보였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Sark 등의 

연구의 대상환자는 심장 판막 치환술, 관상동맥 우회술 등의 심장수술 직후에 외과 

중환자실로 입원한 환자들이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주로 폐렴, 결핵,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 등의 내과적 감염성 혹은 염증성 질환으로 중환자실로 

입원한 환자들이 등록됨에 따라 임상경과와 셀레늄 농도의 변화에 차이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외과 중환자실과 내과 중환자실 환자에서의 셀레늄 농도 

차이와 그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중환자에서의 감소된 셀레늄 농도는 예후 관련 지표인 APACHE II 

점수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알부민, 림프구 등의 전신염증반응 지표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SIRS 의 유무에 관계 없이 혈청 셀레늄 

농도는 예후 관련 지표와 전신염증반응 지표와의 관련성이 있으며, 알부민이나 

림프구와 같은 환자의 영양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와의 관련성은 향후 이와 관련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8
  

최근 외국에서는 중환자에서의 셀레늄 감소와 이에 따른 셀레늄 보충요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Berger 등의 연구에서는 셀레늄, 아연, 구리와 같은 

미량원소의 보충이 화상 환자에서 폐렴의 발병을 감소시키고 재원일수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7
 또한 셀레늄의 보충이 외상 환자에서 갑상선 호르몬의 

불균형을 정상화 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8
 Collier 등의 연구에서는 고용량의 

아스코르빈산, α-토코페롤, 셀레늄과 같은 항산화 물질들의 보충이 급성 외상 

환자에서의 재원일수와 사망률을 감소시킨다고 보고 하였다.
9
 아직 우리나라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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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늄 관련 연구는 미미한 상태로 궁극적으로 셀레늄의 보충이 중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중환자에서 발생하는 혈청 셀레늄 농도의 감소와 

전신염증반응 및 예후 관련 지표들과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전향적 연구였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중환자에서의 셀레늄의 감소에 관여하는 

기전에 대한 규명이 없었다는 점이다. 셀레늄 감소의 기전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건강한 일반인에서 셀레늄은 체내에서 selenoprotein P (53%), 

glutathione peroxidase (39%), 알부민(9%)과 함께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는데 

중환자에서 이들의 농도 변화가 혈청 셀레늄 농도의 감소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되고 있다.
16
 전신염증반응이나 다발성 장기 부전 환자에서 혈관 내피세포와 

selenoprotein 의 중요한 결합이 있다면 이 결합이 selenoprotein 의 생산을 초과하여 

혈청 셀레늄 농도의 감소가 발생할 수도 있다.
19
 더욱이 전신염증반응 시에 

selenoprotein 이 다른 조직으로 이동하거나 간에서의 생산이 감소하는 것 등도 

중환자에서 혈청 셀레늄 농도 감소의 가능한 기전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20
 향후 

selenoprotein P, glutathione peroxidase, F2-isoprotanes 와 같은 셀레늄 관련 

물질들의 변화를 확인하여 전신염증반응 시 발생하는 혈청 셀레늄 농도 변화의 

기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F2-isoprotanes 은 셀레늄 이외에 산화 스트레스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시험관 내 F2-isoprotanes 의 측정은 지질 과산화의 

지표이며 생체 내 산화 스트레스의 지표로서의 유용성이 입증되고 있다.
21
 둘째, 아직 

우리나라에서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혈청 셀레늄 농도에 대한 연구가 없어 

외국의 셀레늄 참고치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셀레늄은 해당 지역의 토양과 식습관에 

따라 체내 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혈청 셀레늄 농도의 조사가 필요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셀레늄 관련 연구가 

필요하겠다. 향후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이용한 전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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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 결과가 그러한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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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중환자실과 일반병실로 입원한 총 62 명의 환자에서 중증도에 따른 혈청 

셀레늄 농도의 차이와 전신염증반응 및 예후 관련 지표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내원 당시 혈청 셀레늄 농도는 중환자실군에서 일반병실군보다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0.001). 또한 혈청 셀레늄은 알부민, 림프구와 양의 상관관계가, 

APACHE II 점수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중환자에서 낮은 혈청 셀레늄 농도에 대한 적절한 셀레늄의 

보충요법과 그 효용성에 대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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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serum selenium concentrations and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prognostic markers according 

to severity in the admitted patients 

 

Yo-Han Lee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ang-Ha Kim) 

 

Background. Selenium is an essential trace element with antioxidant and 

immunological functions. Increasing evidence suggests selenium supplementation 

reduces infectious complications and mortality following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SIR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difference 

of serum selenium concentration according to severity in the admitted patients 

and relationship between serum selenium concentrations and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 prognostic markers. 

 

Methods. Serum selenium concentration and laboratory indices of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and prognosis were measured at 1st, 4th and 7th hospital 

day in patients with SIRS (intensive care unit group, ICU group, n=36)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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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ides same indices were measured at 1st and 7th hospital day in patients with 

non-SIRS (general ward group, GW group, n=26). 

 

Results. Serum selenium concentrations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ICU 

group (70.0±26.4 ng/mL) than GW group (97.9±20.8 ng/mL) at 1
st
 hospital day 

(p<0.001). Serum selenium concentration was inversely correlated to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II (APACHE II) scores (r=-0.475, 

p<0.001). Serum selenium concentr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albumin 

(r=0.387, p=0.020), and lymphocyte counts (r=0.307, p=0.016).  

 

Conclusions. In critically ill patients, serum selenium concentrations were 

generally low. Serum selenium concentrations were associated with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and prognostic markers.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determine whether serum selenium concentration can be an early marker of SIRS 

linked to selenium supplementation can be a treatment strategy of acute ill 

patients.  

                                                                                

Key words : Serum selenium,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Prognosis, 

Marker, Sever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