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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비타민 알고 먹읍시다

영양의 보고, 위장에 좋은 로열젤리

로열 젤리는 젊은 일벌의 머리 부분

에 있는 인두선(咽頭腺)에서 분비되며, 

일벌이 될 애벌레를 포함한 집단 내 모

든 애벌레에게 먹이로 제공된다.

벌들은 여왕벌이 필요하게 되면, 선택

된 한 애벌레에게 생후 첫 4일간 오로

지 로열 젤리만, 그것도 대량으로 공급

한다. 이렇게 초기에 집중적으로 영양 

공급을 하면 그 애벌레는 알을 낳을 수 

있을 만큼 성숙된 난소를 포함해 여왕

벌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여왕벌은 평

생 로열 젤리만 먹고 사는데 수명이 일

벌의 40배나 된다. 이런 점으로 인해 고

대에는 로열 젤리를 장수와 회춘의 비

약으로 여겨왔다.

로열 젤리의 색은 꿀과 비슷하게 투

명하며 담황색을 띄고 있다. 보통 단맛

을 지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런 제품

은 꿀과 다른 당류를 섞은 것이며, 순수

한 로열 젤리는 약간의 신맛과 혀를 찌

르는 듯한 맛을 가지고 있다. 

로열 젤리는 벌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비타민류, 미네랄, 아

미노산 등의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다. 

로열 젤리는 67%의 물, 12.5%의 단백

질 및 소량의 아미노산, 11%의 당류 등

이 있다. 비타민 류는 비타민 B군이 대

부분이며 약간의 비타민 C도 들어있

다. 비타민 A, D, E, k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로열 젤리의 주요 요소의 가운데 로

열랙틴(Royalactin)이라는 단백질이 있

다. 2011년 일본 도야마현립대 생명공

학연구센터 마사키 가마쿠라 박사는 

이 로열랙틴이 애벌레를 여왕벌로 만

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마사키 

박사는 실험에서 섭씨 40도로 오랫동

안 두어 로열랙틴이 파괴된 로열 젤리

를 애벌레에게 먹였으나 여왕벌이 특

성이 약한 일벌이 되었고, 로열랙틴이 

포함된 로열젤리를 초파리 애벌레에

게 먹였더니 여왕벌과 비슷하게 몸집

이 커지고 알을 많이 낳는다는 것을 발

견했다.

<1215호에서 계속됩니다.>

◈ 비타민 전문점

▶ 문의: (714) 534-4938

              Nutritionist Jack Son

▶ 주소: Garden Grove Blvd. #G

              Garden  Grove, CA 92844

고혈압 3

발 건 강

안짱걸음

안짱걸음이란 걸을 때 발이 안쪽으

로 향하는 보행이다. 가장 흔한 소아 

보행 문제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

은 아이들이 고통을 호소하지 않아

도 아이들의 걸음이 정상이 아니면 

고민한다. 

안짱걸음의 원인은 3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로 대퇴부 뼈가 앞쪽으로 돌

아가서 안짱걸음으로 걷는게 가장 흔

하다. 

두 번째로 정강이뼈가 안쪽으로 돌

아가서 안짱걸음을 하게된다. 

마지막으로 metatarsus adductus라

고 발의 뼈가 안쪽으로 휘어서 안짱걸

음을 걷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크면서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걸음걸이가 정상으

로 돌아오지만 아이가 4살 이후에 안

짱다리로 걸으면서 고통을 호소하면 

전문적인 치료와 진단이 필요하다. 

증상은 빨리 걸을 때 무릎이 부딪쳐

서 넘어지고, 많이 걸을 경우 빨리 지

치고 신발을 볼 때 바깥쪽이 안쪽보

다 빨리 닳는다. 특히 허벅지뼈가 앞

쪽으로 뒤틀리는 경우는 아이가 앉

을 때 양반다리 자세보다 다리를 바

깥쪽으로(W 자세) 앉는걸 더 편하게 

느낀다. 

치료는 대부분 경우가 성장하면서 

자연적으로 교정이 되기 때문에 기다

리면서 관찰하고 환자가 고통을 호소

하면 보조기를 착용하는 방법도 있

다. 아주 심한 경우는 ct scan을 찍고 

정확히 진단해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

도 있지만 아주 드물다. 태어날 때부터 

발이 안쪽으로 변형되서 metatarsus 

adductus 때문에 종족골 내전증) 안

짱걸음으로 걸으면 우선 physical 

therapy나 발마사지와 교정신발과 깁

스로 하면 쉽게 돌아온다. 

비수술 방법으로 치료를 해도 환자

가 고통을 호소하고 신발을 신을 수 

없으면 전문의와 상의해서 수술을 고

려해볼 필요가 있다. 

강현국·김상엽 발&발목 전문센터

김상엽 Sang Kim DPM

Office Number: (714) 735-8588
한국어 서비스: (714) 773-2547

5451 La Palma Ave. #26
La Palma, CA 90623

나 엄밀하게 경제성을 따져 보면 임플란

트가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많다. 브릿

지나 틀니의 자연적인 수명은 5~7년 안

팎이다. 

또, 틀니의 경우 잇몸에 부담을 주고 

잇몸뼈가 흡수돼 줄어들면 그 변화에 

따라 수시로 교정, 또는 새로 제작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며 브리지는 건강한 양 

옆의 치아에 거는 방식이라 주변 치아에 

부담을 줘 수명이 단축된다. 그러나 임

플란트의 수명은 개인에 따라 다르긴 하

지만 잘 관리하면 15년 이상 쓸 수 있다. 

따라서 60, 70대 노인이 임플란트를 

한 경우 그 수명이 반영구적이란 표현을 

써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닌 듯 싶다. 

또, 임플란트는 주변 치아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주변 치아의 수명

이 길어지게 된다. 이런 점까지 감안하

면 임플란트는 결코 비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용과 시간과 불편함에서 빨

리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에 틀

림없다.

보통 몇 개의 치아가 빠지면 양옆의 건

강한 치아를 갈아서 보철물(브릿지)을 

쒸우고 빠진 치아 부분을 그곳에 거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분 틀니를 썼다. 

그러나 이 시술법은 나중에 건강한 치

아에까지 무리가 가서 수명을 단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단점이 있다.

또 사용할 때 이물감과 함께 불편함

을 많이 느끼게 된다. 제 3의 영구치라

고 불리는 임플란트는 치아를 상실한 

부위의 잇몸 뼈에 특수 티타늄으로 만

들어진 인공치아를 심고 그위에 보철물

을 볼트 형태 혹은 접착 형태로 연결해 

자신의 본래 이처럼 씹게 해주는 치료

법이다.

최근엔 많은 진보된 임플란트 치료방

법이 소개되고 있고 성공률도 90%를 

넘을 만큼 대중화되고 검증된 치료 방

법이다. 

실패하는 경우도 수술 자체의 잘못이

라기보다 환자 자신의 건강 상태나 치아

의 위생상태를 잘 관리하지 않아 생기

는 것이 더 많다. 

그런데“임플란트가 좋기는 하다던데 

워낙 비싸서...”하는 반응을 보이는 환

자들이 많다. 사실 임플란트는 아직은 

다른 의료수가에 비해 좀 비싸다. 그러

경제적인 임플란트

◈ 혈압을 높일 수 있는 질환

◆ 당뇨병: 공복 혈당이 126mg/dl 이상

으로 2회 연속 측정된 경우, 수시 혈당

검사에서 200mg/dl 이상이면서 당뇨증

상이 있는 경우, 혹은 당분을 일정량 복

용시키고 혈당을 측정하는 당부하검사

에서 고혈당이 측정된 경우에 당뇨병

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

으면 지질대사에도 영항을 주고, 혈관

이 두껍고 신축성이 떨어지는 동맥경화

증이 쉽게 발생합니다.

◆ 고질혈증: 중성지방 150mg/dl 이상, 

총콜레스테롤 220mg/dl 이상, 혹은 

LDL-콜레스테롤(나쁜 콜레스테롤)이 

위험인자에 따른 기준치를 넘어가는 경

우를 말합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성이 떨어지고 통로 폭이 좁아져서 

혈류 저항을 증가시키고 또한 동맥경화

증이 오는 원인입니다.

◆ 수면중 무호흡증: 수면중 무호흡증은 

폐에 원활한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심

장과 폐 기능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

니다. 전신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

하면 심장은 과도한 일을 해야 합니다.

◈ 고혈압의 합병증

만성적인 고혈압은 혈관조직과 혈관

조직이 관여하는 표적장기에 점진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느린 변

화들은 때론 심각하고 치명적인 합병

증을 일으킵니다. 심혈관질환, 뇌혈관

질환, 신장질환, 고혈압성 망막병변, 말

초혈관질환 등이 대표적입니다. 

고혈압의 합병증은 혈관이 손상되어

서 생깁니다. 조기발견과 치료로 이러

한 합병증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

습니다.

고혈압으로 인한 장기손상 합병증

심장의 부담증가

심근비대, 심실확장 심부전

상대적 혈류감소 협심증

관상동맥경화 → 폐색 심근경색

말초혈관의 부하증가

혈관평활근의 비대경화  → 혈관저항증가 고혈압악화

신혈관장애  → 신기능저하 신부전

망막혈관장애  → 안저출혈, 백반 시력장애

뇌혈관장애→위축,확장 고혈압성뇌증 뇌동맥경화 뇌경

색 출혈 뇌출혈
뇌신경장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