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Purpose: To review clinical symptoms, laboratory findings, and treatment of transi

ent neonatal hypocalcemia.

Method: Medical records of fullterm (gestational age ≥37 weeks) neonates diagnos

ed with hypocalcemia, aged <31 days, were investigated retrospectively. Using a cut

off of 3 days after birth, cases of neonatal hypocalcemia were classified as early or 

late. Hypocalcemia was defined as ionized calcium level <4 mg/dL or serum calcium 

level <7.5 mg/dL. Hyperphosphatemia was defined as serum phosphate level >8 mg/

dL. Relative hypoparathyroidism was defined as hypocalcemia and hyperphospha

temia with parathyroid hormone level within the normal range (10–65 pg/mL).

Results: Of 68 included neonates, 62 were diagnosed with hypoparathyroidism with 

hypocalcemia and hyperphosphatemia, and 26 had seizures. Mean serum calcium 

level of the seizure group was 5.99 mg/dL, which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nonseizure group (6.46 mg/dL, P=0.012). The recovery duration for calcium and 

phosphate levels was long, at 5.8 and 10.7 days, respectively. The calcium level reco

very dura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seizure and nonseizure groups 

(P=0.034), but the phosphate level recovery period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194). Of 17 patients with diarrhea, 10 had confirmed rotavirus infec tion. Most 

patients with hypocalcemia responded well to oral calcium lactate and intravenous 

calcium gluconate, and the treatments could be discontinued after a certain period.

Conclusion: Transient neonatal hypocalcemia is associated with hypoparathyroi

dism. The major symptom in late neonatal hypocalcemia was the occurrence of sei

zures. Serum calcium level was lower and the recovery period was longer in the 

seizure group, but most cases exhibited favorable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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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칼슘은 체내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전해질 중 하나이며, 혈청 칼슘이 체내에 충

분하지 못할 경우 무증상부터 경련까지 다양한 임상증상을 나타내게 된다
1-4)

. 일과성 신생아 

저칼슘혈증은 무증상 저칼슘혈증으로 인해 유병율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재태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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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주산기 질환에 의한 유병율도 다르게 나타난다. 신생아는 태어

날 당시에는 모체의 약 1.2-1.4배의 칼슘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2)
, 

태반으로 통해 들어오던 칼슘의 공급이 끊기면서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며 생후 36-48시간에 혈청 칼슘 수치가 최저치에 도달한

다
5)
. 이후 부갑상선의 활성화와 칼시토닌의 감소, 혈청 인의 소변 

배설로 인해 다시 서서히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6)
, 혈청 칼슘

이 많이 감소하거나 회복하는 경과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신생아 저

칼슘혈증을 일으키게 된다.

신생아 저칼슘혈증은 여러 원인에 의해 일어 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저칼슘혈증의 발병 시기를 3일 기준으로 나누어 조기 신생

아 저칼슘혈증과 후기 신생아 저칼슘혈증으로 나눈다
1-3)

. 이는 신

생아 저칼슘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로 인하여 흔히 발병하

는 시기로 나뉘는데, 조기 저칼슘혈증의 원인은 주로 미숙아나 저

체중아, 신생아가사, 당뇨 산모아 등의 이차적인 원인이며 후기 저

칼슘혈증의 원인은 주로 고인산 분유섭취,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비타민 D 결핍증, 흡수장애, 일시적인 부갑상선 호르몬 저항 

등이 있다
2)
. 

이 논문은 다른 기저질환이 동반되지 않은 일과성 저칼슘혈증

을 보인 만삭아(재태주수 37주 이상)에서의 전반적인 임상양상, 

원인, 경과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저칼슘혈증의 위장관계 질

환 및 로타바이러스 감염의 연관성의 가능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대구 파티마병원에서 2007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태어난 

만삭아 중, 일과성 저칼슘혈증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본원 의무기록 전산망을 통해 본원 신생

아실에 입원한 환자 중 본원에서 시행한 일반적인 검사로 저칼슘

혈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검색하였다. 125명의 검색된 환자 중에

서 미숙아(재태주수 37주 미만) 22명과 3일 이상의 금식 또는 3일 

이상의 인공호흡기 치료, 그리고 태아가사 및 태변흡입증후군 진

단을 받은 35명의 환자는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68명의 환자를 

선별하였다. 의무 기록은 재태주수, 수유 종류, 출생 시 몸무게, 성

별, 진단시의 나이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검사 결

과와 진단 시의 나이, 입원 원인, 입원 기간, 치료 시 호전되는 기

간, 입원한 시기의 계절, 산모의 임신성 당뇨 유무, 분만 방법, 본원 

출생여부 등도 분석하였다. 

다른 기저질환 없이 고인산혈증 또는 부갑상선 기능 부전증

으로 인한 저칼슘혈증을 일과성 신생아 저칼슘혈증으로 정의했

다. 저칼슘혈증의 정의는 이온화 칼슘 <4 mg/dL, 또는 혈청 칼슘 

<7.5 mg/dL로 정의하였고, 고인산혈증은 혈청 인 >8 mg/dL로 정

의하였다. 상대적 부갑상선 기능저하증은 저칼슘혈증과 고인산혈

증이 있으면서 부갑상선호르몬은 정상범위(10-65 pg/mL)내에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생후 3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진단되면 

조기 신생아 저칼슘혈증, 생후 4일 이후에 진단되면 후기 신생아 

저칼슘혈증으로 구분하였으며, 출생 시 몸무게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내기 위해 분만 시 재태주수에 따른 몸무게도 구분하여 <10, 

10-90, >90 백분위수로 부당 경량아, 적정 체중아, 부당 중량아로 

그룹을 나누었다.

검사 방법 및 장비는 다음과 같다. 혈청 칼슘은 흡광 분석법으

로 분석(Modular EVO, Roche, Switzerland, normal range: 7.6-

11.0 mg/dL)하였고, 이온화 칼슘은 이온 선택 전극법(RapidLab 

348, Siemens, Germany, normal range: 1.9-2.75 mmol/L)을 사

용하였으며, 혈청 인은 유브이(UV) 검사법(Modular EVO, Roche, 

Switzerland, normal range: 4.0-7.0 mg/dL)을 사용하였으며, 

Alkaline phosphatase (ALP)는 비색법(Modular EVO, Roche, 

Switzerland, normal range: 35-139 IU/L)을 사용하였고, 혈

청 마그네슘은 비색 시험법(Modular EVO, Roche, Switzerland, 

normal range: 1.3-2.1 mg/dL)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로타바

이러스는 효소결합 면역흡수 분석법(ELISA)으로 분석(Gemini 

Combo, Stratec, Germany)하였으며 25-hydroxy vitamin D

는 화학발광면역측정법(CLIA)으로 측정(ADVIA Cemtaur XP, 

Siemens, normal range: 20-100 ng/mL)하였다.

진단 당시의 검사결과 중 혈청 내 칼슘, 이온화 칼슘, 인, 마그네

슘, PTH, 25-hydroxy vitamin D (25OHD)와 같은 검사결과는 

중간값과 범위로 나타내었다. 혈청 칼슘과 이온화 칼슘에 대한 혈

청 인, 혈청 마그네슘, ALP, intact PTH, 25OHD의 상관 관계를 알

기 위해서 spearman 상관계수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경련 유무에 따라 경련군과 비경련 군으로 나누었으며 두 군에 

대한 부갑상선 호르몬, 재태주수, 수유방법, 출생 시 몸무게, 태어

난 계절, 설사 유무, 로타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대한 관련성은 교

차분석을 통해 Fisher의 정확한 검정을 시행하였다. 또한 두 군과

의 혈청 칼슘, 이온화 칼슘, 칼슘의 호전 기간, 인의 호전 기간을 

비교분석 하기 위해 독립 T 검정을 시행하였다. P-value가 0.05 미

만일 때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았으며 0.05에서 0.10 사이

는 경계선상 유의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고, 0.10 이상은 의미가 없

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모든 통계는 IBM SPSS ver.18.0 (SPSS Inc., 

Chicago, IL, USA) 으로 시행되었다.

결과

저칼슘혈증으로 진단된 나이는 평균적으로 5.6일이었으며 생후 

1일부터 15일까지 다양하였다. 치료 방법은 비경련 신생아 저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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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증 환자는 젖산칼슘을 500 mg/kg/day로 먹이면서 경과관찰 

하였다. 경련을 한 환자에서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치료 하

였는데, 국소 경련을 보이는 경우에는 경구 젖산칼슘 500 mg/kg/

day로 먹이면서 경과 관찰 하였으며(n=19), 전신 발작을 보인 환자

(n=7)에서는 중심정맥도관을 확보한 후 정맥으로 글루콘산칼슘 

600 mg/kg/day를 하루 3번 나누어 2일동안 투여하였으며, 이후 

경구 젖산칼슘 젖산칼슘을 500 mg/kg/day로 먹이면서 경과 관

찰 하였다. 혈청 칼슘 수치가 정상화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

으로 4.5일이었으며 호전 기간은 1일에서 24일까지 차이를 보였다.

전체 환자 중, 조기 신생아 저칼슘혈증은 13명이었으며 진단일

은 평균 2.5일이었고 후기 신생아 저칼슘혈증은 55명이었으며 진

단일은 평균 6.3일(4-15일)이었다. 증상 별로 나누었을 때 68명의 

환자 중 26명의 환자는 경련을 주소로 입원하였다. 그 외에 42명

의 환자는 빈호흡(n=9), 신생아 황달(n=12), 열(n=8), 설사(n=3), 

그렁거림(n=5), 기타(n=6) 등의 증상으로 입원하였다. 남아가 여아

보다 많았으며 55:13의 비율을 보였다. 1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환

자가 분유를 섭취하고 있었으며 35명의 환자(51.5%)가 분유만 섭

취하였고 32명의 환자(47.1%)가 혼합수유를 하고 있었다. 62명의 

환자(91.2%)가 저칼슘혈증과 고인산혈증을 동반한 상대적 혹은 

절대적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분류되었다. 봄과 겨울에 태어

난 환자가 많았고 여름에 태어난 환자가 제일 적었으며, 재태주수 

및 출생 후 몸무게와 저칼슘혈증과의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자궁내 성장지연도 신생아 저칼슘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지

만 본 연구에서는 3명의 부당 경량아만 있었다(Table 1).

혈청 칼슘과 이온화 칼슘의 중간값은 각각 6.4 mg/dL와 2.9 

mg/dL였으며 혈청 인의 중간값은 8.3 mg/dL로 정상수치보다 높

게 나타났다. 혈청 마그네슘을 검사한 37명의 환자의 중간값은 1.9 

mg/dL로 정상 범위 내에 있었다. 비타민 D의 중간값은 8 ng/mL

로 매우 낮게 확인되었다. Intact PTH를 검사한 32명의 중 한 명의 

환자에서만 3.9 pg/dL의 낮은 수치를 보였고 이외의 환자에서는 

정상범위이거나 증가된 소견을 보였다(Table 2). 

혈청 칼슘은 혈청 인과 반비례적인 관계를 보여주었으며 혈청 

마그네슘과는 정비례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다(P=0.014, P=0.049). 

비타민 D는 혈청 칼슘과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연관성을 보여

주지 못하였다. 이온화 칼슘은 혈청 인과 비타민 D와 경계선상 유

의를 보여 주었다(Table 3). 혈청 마그네슘은 비타민 D와 정비례적

Table 1. Characteristics of Transient Hypocalcemia in Full-Term Neonates

Characteristic Total (n=68) PTH insufficiency (n=62) Miscellaneous (n=6)

Gender

   Male 55 (80.9) 49 (79.0) 6 (100.0)

   Female 13 (19.1) 13 (21.0) 0 (0.0)

Birth weight for gestational age

   SGA 3 (4.4) 2 (3.2) 1 (16.7)

   AGA 55 (80.9) 50 (80.7) 5 (83.3)

   LGA 10 (14.7) 10 (16.1) 0 (0.0)

Feeding type

   Formula milk feeding 35 (51.5) 31 (50.0) 4 (66.7)

   Breast milk feeding 1 (1.5) 1 (1.6) 0 (0.0)

   Mixed feeding 32 (47.1) 30 (48.4) 2 (33.3)

Season of birth

   Spring (MarchMay) 19 (27.9) 17 (27.4) 2 (15.4)

   Summer  (JuneAugust) 9 (13.2) 9 (14.5) 0 (15.4)

   Fall (SeptemberNovember) 10 (14.7) 10 (16.1) 0 (0.0)

   Winter (DecemberFebruary) 30 (44.1) 26 (42.0) 4 (69.2)

Diarrhea 17 (25) 15 (24.2) 2 (33.3)

Rota virus 23/55 (41.8) 21/49 (42.9) 2/6 (33.3)

Maternal gestational diabetes 8 (11.8) 8 (12.9) 0 (0.0)

Early vs. late onset hypocalcemia 13 (19.1) vs. 55 (80.9) 9 (14.5) vs. 53 (85.5) 4 (66.7) vs. 2 (33.3)

25OHD level <20 ng/mL 9/11 (81.8) 9/11 (81.8) 0/0

25OHD level <10 ng/mL 7/11 (63.6) 7/11 (63.6) 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Abbreviations: PTH, parathyroid hormone; SGA, small for gestational age; AGA, appropriate for gestational age; LGA, large for gestational age; 
25OHD, 25hydroxy vitami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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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었다(P=0.012). 저칼슘혈증 환

자에서 평균 몸무게는 더 작은 편이었으나 의미를 두지는 못하였

다. 발병 날짜는 비경련군에서 경련군보다 빠른 것을 보였고, 경련

군에서 비경련군보다 진단일이 늦었으며 한 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환자가 후기 신생아 저칼슘혈증이었다. 여아보다는 남아에서 경련

을 할 확률이리 높았으며 설사를 동반한 저칼슘혈증 환자에서는 

경련을 동반한 경우가 적었다(P=0.019). 병원 외부에서 태어난 환

자가 더 많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었다(P=0.034).

전체 62명의 환자 중에서 설사를 동반한 환자는 17명이었으며, 

경련군과 비경련군에서 설사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비경련 군에서 

설사를 동반한 환자가 더 많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경계선상으로 

유의(P=0.090)하였다. 설사 증상을 가진 환자 중 로타바이러스에 

양성을 보인 환자는 10명이었으며, 로타바이러스는 설사와 관련하

여 통계학적인 의미(P=0.047)을 보였으며 계절과는 경계선상 유의

(P=0.062)를 보였으며 가을과 겨울에 호발하였다.

고찰

우리 연구에서는 이온화 칼슘이 부갑상선호르몬과 관련을 보이

지는 못했다. 이전의 다른 논문
7,8)

에서도 이온화 칼슘과 부갑상선 

호르몬의 관계가 일관되지 못하였으나, 최근 발표된 다른 논문
9)
에

서는 이온화 칼슘과 부갑상선 호르몬의 정비례적인 관계를 보여

주었다. 부갑상선 호르몬은 낮은 혈청 칼슘으로 인해 분비가 증가

되며, 이로 인해 혈청 내 칼슘의 농도는 증가하게 된다. 신생아에서

는 절대적 부갑상선 기능저하증, 상대적 부갑상선호르몬 부족, 저

마그네슘혈증에 의한 일시적인 표적기관의 부갑상선 호르몬에 대

한 반응 저하
7,10)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이를 통틀어서 ‘부

갑상선 호르몬 부족
9)
으로 정의되었다. 신생아에서는 부갑상선 호

르몬에 대한 저칼슘혈증에 대해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논문

이 있으나 명확한 원인에 대하여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표적 기관

의 미성숙으로 인한 부갑상선 호르몬의 저항 증가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므로 좀 더 명

확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연구에서는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저칼슘혈증을 가진 

인 관계를 보여주었으며 ALP와는 반비례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다

(P=0.010, P=0.016).

25OHD를 측정한 11명의 환자 중 9명이 25OHD level <20 ng/

mL의 수치를 보였으며 그 중 7명이 25OHD level 10 ng/mL 이

하를 보였다. 이 7명의 환자의 혈청 칼슘의 중간값은 5.7 mg/dL 

(범위 4.4-6.3 mg/dL), 이온화 칼슘의 중간값은 2.7 mg/dL (범

위, 2.1-4.7 mg/dL), 그리고 혈청 인의 중간값은 9.5 mg/dL (범위, 

6-11.8 mg/dL)였다. Intact parathyroid hormone (intact PTH)

의 중간값은 50.1 pg/dL (범위, 17.5-98 pg/dL)로 확인되었다. 7명 

모두 평균의 몸무게로 태어났으며 2명은 분유만 수유하였고, 나머

지 5명은 혼합수유를 하였으며 모유 수유는 없었다. 25OHD를 측

정한 계절은 주로 봄과 겨울에 편중되어 있어 계절상 차이점을 알

기는 어려웠으며 통계적으로도 의미는 없었다(Table 1).

경련이 일어난 중위연령은 7.5일이었다. 경련군 환자의 혈청 칼

슘 범위는 4.4-7.1 mg/dL였으며 이온화 칼슘의 범위는 0.57-3.72 

mg/dL였다. 경련 군에서 칼슘 및 인의 회복기간은 각각 평균 5.8

일과 10.7일로 비경련 군의 3.8일과 6.0일 보다 유의하게 길었으며 

칼슘 회복기간은 통계적으로 의미(P=0.034)가 있었으나 인의 회

복기간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P=0.194, Table 4).

저칼슘혈증 경련을 한 환자는 재태주수가 비경련 환자들보다 

Table 2. Biochemical Data at Admission 

Variable N Median
Minimum 

value
Maximum 

value

Calcium (mg/dL) 68 6.4 4.4 7.5

Ionized calcium (mg/dL) 56 2.9 0.6 4.9

Phosphorus (mg/dL) 68 8.3 4.4 12.0

Alkaline phosphatase (IU/L) 15 271 102 971

Magnesium (mg/dL) 37 1.9 1.2 4.5

25OHD (ng/mL) 11 8 5 59

Intact PTH (pg/mL) 32 43.1 3.9 122

Abbreviations: N, number of subjects; 25OHD, 25hydroxy vitamin D; 
PTH, parathyroid hormone.

Table 3. A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Calcium and 
Other Parameters

Calcium
Serum calcium

(P-value)
Ionized calcium 

(P-value)

Phosphorus 0.296 (0.014) 0.231 (0.086)

ALP 0.215 (NS) 0.297 (NS)

Magnesium 0.326 (0.049) 0.138 (NS)

PTH 0.122 (NS) 0.352 (0.052)

Vitamin D 0.401 (NS) 0.064 (NS)

Abbreviations: ALP, alkaline phosphatase; PTH, parathyroid hormone; 
NS, none specific.

Table 4. Duration of Recovery in Calcium and Phosphorus 
Levels

Non-seizure Seizure P-value

Serum calcium (d) 3.8 (112) 5.8 (224) 0.034

Serum phosphate (d) 6.0 (133) 10.7 (163) NS

Abbreviation: NS, none specific.
Values are presented as averag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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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군에서 여아보단 남아에서 더 많이(M:F=55:13) 일어났으

며, 한 명의 완전 모유 수유아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에서는 혼합

수유 또는 분유수유를 하였다. 이전의 논문에서 분유 수유와 연

관된 저칼슘혈증 및 부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 연구가 된 적이 있

다
11,12)

. 생후 첫 4개월 동안의 모유로 섭취하는 칼슘의 양보다 분

유로 섭취하는 칼슘의 양은 약 2-3배 많으나 칼슘의 흡수율은 모

유에서는 약 60%의 흡수율을 보이고 분유에서는 약 40%의 흡수

율을 보인다
13)
. 칼슘의 생체이용율의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낮은 

Ca:P 비율, 야자 올레인 지방산과 칼슘염의 결합, 낮은 젖당 함량, 

낮은 카제인 함량, 높은 콩단백 함량, 낮은 중간사슬지방 함량 등

이 있다
14,15)

. 최근에 제조되는 분유들은 이를 개선하여 제조되어 

모유와 비슷한 흡수율(58-61%)을 보이며
14)
, 젖당이 추가된 부분

가수분해 된 분유의 경우 66%의 흡수율을 보인다
15)
. 모유의 Ca:P 

비율은 1.9 정도로 최근의 분유들도 제조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거의 이 비율에 비슷하게 맞추어져서 제조된다(Ca:P ratio, 

1.5-2.0)
13)
. 이전의 논문에서는 제조상의 한계로 Ca:P 비율이 낮은 

분유로 인하여 과량의 인 섭취가 후기 신생아 저칼슘혈증을 일으

키는 것으로 보았다
11)
. 다른 논문에서는 Ca:P 비율이 다양한 세가

지의 분유(Ca:P ratio, 0.9 vs 1.2 vs 1.6)를 비교 분석 하였으나 차

이점을 찾지 못하였다
12)
. 본 논문에서는 혈청 칼슘과 혈청 인의 수

치가 반비례적으로 나왔으나 부갑상선 호르몬과의 연관성은 없

어 보였으며 부갑상선 호르몬의 수치는 대부분 정상 범위로 보였

다. 소장에서 칼슘과 인이 흡수가 되는데 이는 1,25(OH)2D3에 의

해 조절이 되며 신장에서 고인산혈증으로 인해 신장으로 배설이 

증가됨으로 인해 칼슘과 인의 흡수를 낮추는데, 이로 인해 칼슘의 

흡수율도 떨어져 저칼슘혈증이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분유 

수유아에게서 더 많은 저칼슘혈증을 보이는 원인은 장에서의 칼

슘 흡수 저하, 신장에서 인의 배설 감소, 저칼슘혈증시에 부적절한 

부갑상선호르몬의 증가로 보인다. 분유의 칼슘 흡수율은 이미 모

유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는 분유 수유 환자에

서 저칼슘혈증이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신장에서의 인의 배

설과 더 연관이 있어 보이는 것으로 추정한다. 아직 신장에서 인의 

배설과 분유와의 관계는 충분한 연구가 되어있지 못하며, 이에 대

해 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D와 ALP의 연관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저마그네슘혈증은 출산 질식의 병력이 있거나 임신성 

당뇨 산모아에서 잘 동반된다
16)

. 마그네슘이 부족할 경우 부갑상

선 호르몬 분비 장애와 일시적인 표적기관의 부갑상선 호르몬에 

대한 반응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
7,10)

. 이로 인하여 저칼슘혈증이 

발생하고 보완하기 위해 골대사가 증가하면서 뼈에서 칼슘을 많

이 방출하므로 인하여 ALP가 같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이며, 비타

민 D3가 1.25(OH)2D로 활성화 되는데 마그네슘이 조효소로 작용

한다고 알려져 있다
17)
. 이로 인해 마그네슘은 비타민 D와는 정비

례 하고 ALP와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

으로 알려진 것으로, 아직까지 저칼슘혈증 환자에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마그네슘이 신생아 저칼슘혈증에 미

치는 영향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

다.

신생아 저칼슘혈증 환자에서 경련은 심각한 증상 중 하나에 속

하며, 임상양상은 근경련부터 근간대 경련까지 다양하게 나타났

다
7,18)

. 본 연구에서는 26명의 환자에게서 경련의 증상이 동반 되었

다. 이전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전체 경련 신생아 중 저칼슘혈증이 

원인이 되는 경우는 약 5-13%로 알려져 있다
19)
. 이 환자 군에서 

보인 혈청 칼슘과 이온화칼슘 수치는 각각 6.0 mg/dL (범위, 4.4-

7.1 mg/dL)와 2.68 mg/dL (범위, 0.57-3.72 mg/dL) 였으며 이 수

치는 이전의 다른 논문
9,20)

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경련 

군과 비교 하였을 때, 비경련 군에서 보인 혈청 칼슘과 이온화 칼

슘의 수치는 각각 6.5 mg/dL (범위, 4.6-7.5 mg/dL)와 3.40 mg/

dL (범위, 0.72-4.90 mg/dL)으로 경련을 보인 군에 비해 비해 검

사 수치가 높은 것으로 보였다. 경련을 동반한 환자 중 뇌파검사를 

시행한 환자는 23명이고, 진단 당시에 이상 소견을 보이던 환자는 

3명이었으며, 치료 후 3개월 뒤에 재시행한 뇌파는 전부 정상 소견

을 보였다. 12명의 환자에서 뇌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이

중 3명에서 경막하 혈종이 발견 되었고, 2명의 환자에서 뇌실주변 

백질연화증이 발견이 되었다. 단순 경련을 동반한 저칼슘혈증 환

자들의 예후는 좋았다. 칼슘을 공급하고 치료한 후 재발한 경우는 

없었으며 이전 논문
17,20)

에서도 좋은 예후를 나타내었다. 경련을 한 

환자에서는 칼슘 치료가 좋은 효과를 보였으나, 경련이 없는 상당

수의 저칼슘혈증 환자는 스스로 회복되기도 하며 칼슘 투여에 의

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무증상 신생아 저칼슘혈증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68명의 환자 중 55명에서 로타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였고, 23명이 양성으로 나왔다.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임상 

양상은 다양하였으며 주로 열, 설사, 구토, 황달이었으며 이중 10

명은 설사를 하였다. 로타 음성인 7명의 설사를 한 환자에서는 정

확한 균주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설사의 원인 중 로타바이러스

가 연관되어 있었음을 확인 하였으나 로타바이러스가 저칼슘혈증 

경련과는 통계학적으로 관계가 없었으며, 가을과 겨울에 더 많이 

발생되었다. 이전 논문
21)
에서는 로타바이러스로 인해 소장에 있는 

고분화된 흡수성 융모성 세포가 손상된 후 미성숙한 소낭선 세포

로 대체되면서 흡수장애가 일어나고, 이로인해 칼슘의 흐름이 방

해를 받아 결과적으로 저칼슘혈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하였

다. 다른 논문
22)

에서는 한국에서 신생아실에서 일어난 로타 바이

러스 중에서 G4P[6] 균주가 제일 많았으며 계절별로 여름이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다. 최근 ‘5
th
 day fits’와 로타바이러스와의 관

계를 입증하는 연구가 발표되었지만
21)

 본 연구에서는 로타바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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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저칼슘혈증 경련과의 연관을 찾진 못하였다. 로타바이러스

는 체내 다양한 장기에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데 장에서 활동할 

경우, 소화관계 증상을 일으키며 이로 인해 칼슘 흡수가 저하되어 

저칼슘혈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의심된다. 로타바이러스는 겨울철

에 호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신생아시기에는 대부분 단체생

활에 의한 원내 또는 산후 조리원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으

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사계절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으나 병원 별

로 발표된 호발 계절이 다르므로 조금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 져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로타바이러스가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

에 대해서는 바이러스의 부하 정도의 차이, 경련을 일으킨 환자에

서는 단순 저칼슘혈증이 원인인지 중추신경계 내의 로타바이러스 

감염 에 의한 것인지 밝혀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 선택적 바이어스가 있으며, 환자의 수

가 적고 누락된 데이터가 있어 intact PTH, 비타민 D, 그리고 수유

량 및 공급 열량에 대한 정확한 비교는 어려웠다.

결론적으로 신생아 저칼슘혈증을 보인 원인은 대부분 ‘부갑상

선 호르몬 부족’에 의해 일과성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 

저칼슘혈증은 일시적인 부갑상선의 기능 저하, 분유 수유로 인한 

인산의 과도한 축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상

대적 혹은 절대적 부갑상선 기능저하증이 발병하여 저칼슘혈증

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며 적절한 칼슘 공급 및 원인 제거로 치료

는 잘 되었으며 예후는 좋았다. 경련이 동반된 저칼슘혈증 환자의 

혈청 칼슘 및 이온화 칼슘은 경련이 없는 저칼슘혈증 환자들보다 

더 낮았으며 회복기간도 더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칼슘혈증

을 일으키는 원인 중 설사와 로타바이러스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였으나 저칼슘혈증을 일으키는 기전에 대해 좀더 구체적

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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