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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수탁기관에 의뢰된 검체의
철 결핍 진단을 위한 지표 평가
철 결핍은 소아의 인지 발달에서부터 성인의 사회적 생산성에 까지 영향
을 준다고 알려져 있으나 통일된 진단 기준의 부재와 저장철을 측정하는 손쉬
운 검사법의 부재로 철 결핍을 진단하는 일은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1차 의료
기관들이 혈액 검사를 수탁 검사기관에 의뢰 시 검체 수집에서 검사 시행까지
3-18시간이 소요되고 온도 변화에 따라 Mean corpuscular volume(MCV)의 증가가
예상되어 3차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기존의 참고치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페리틴과 같은 추가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자동 혈구 분석기가 제공하
는 자료만으로 철 결핍을 진단할 수 있다면 환자의 재 내원에 따른 비용과 시
간을 절약할 수 있고 진료에 순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수탁기관 중 하나인 Sure Quest Laboratory(SQL)에
의뢰된 검체중 전혈을 대상으로 자동 혈구 분석기 BC 6800, ADVIA 2120, 그리
고 LH 780를 이용하여 MCV, Mean corpuscular hemoglobin(MCH), 그리고 Mean
corpuscular hemoglobin concentration(MCHC), ADVIA 2120를 통해 CHr와 %Hypo을
측정하고, LH 780에서 MRV를 측정하여 계산식에 의해 Rsf을 도출하였다. 세
가지 자동 혈구 분석기를 통해 측정한 MCV와 MCHC를 대입하여 Microcytic
anemia factor(Maf)와 Low hemoglobin density%(LHD%)를 도출하였으며, 혈청을
사용한 sTfR, 그리고 body iron을 검사하였다. 혈색소, 페리틴, 그리고 C-re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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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in 결과를 바탕으로 대조군, 철 결핍(iron deficiency, ID), 철 결핍 빈혈(iron
deficiency anemia, IDA)과 만성 질환에 의한 빈혈(anemia of chronic disease, ACD)
그룹으로 나누어, 어떠한 지표가 철 결핍 상태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지와
IDA와 ACD 상태를 구별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MCV, MCHC, CHr, Maf, MRV, Rsf, 그리고 sTfR은 기존의 연구
와는 달리 철 결핍 진단에 유용하지 않았다. 대조군과 ID 그룹의 비교
시 %Hypo와 body iron은 AUC 0.9 이상을 나타냈다. %Hypo를 철 결핍 진단에
사용 한다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며, body iron은 추가 검사이긴
하지만 페리틴과 함께 철 결핍 진단에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IDA 그룹과 ACD 그룹 비교 시 MCH가 가장 큰 AUC를 보여, 추가 검사
없이도 IDA와 ACD 그룹을 구별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것이다. LHD%는
장비간 차이를 보였는데 대조군과 ID 그룹의 비교에서는 ADVIA 2120과 LH
780이, IDA 그룹과 ACD 그룹의 비교에서는 LH 780이 AUC 0.9 이상을 나타냈
다.
그러나, 기존에 %Hypo 10 이상 또는 body iron 이 음수 일 때 IDA 를
진단할 수 있다는 기준치와는 다르게 기준치 20.3 과 7.57 mg/kg 를 보였고,
MCH 는 기준치 28.55 pg 를 보였다. 따라서, 수탁기관에 의뢰된 검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 기준치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진료 의사들도 검사 후 철
결핍 진단 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핵심어 : 철 결핍, 빈혈, 유세포 분석, 수탁 기관, 만성질환에 의한 빈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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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철 결핍성 빈혈(Iron Deficiency Anemia, IDA)은 체내 저장 철이 부족하여 정
상적인 적혈구 합성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정상보다 크기가 작고 혈색소를
적게 함유한 소구성 저혈색소성 적혈구를 생성하는 상태를 말한다(Rao, 2003).
IDA는 개발 도상국이나 선진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영양소
결핍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McLean 등, 2009), 이로 인해 성인에서는 피로,
업무 능력 저하, 그리고 저혈압 등의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Edgerton
등, 1979), 유아기에서는 운동기능과 지능 발달에까지 영향을 주며(Oski, 1993),
이러한 유아기 발달에 관련한 영향은 이후 철분을 보충 하여도 회복이 불가능
하다. 빈혈이 동반되지 않은 철 결핍(iron deficiency, ID) 또한 성인 여성에서 피
로감을 유발하고 청소년에서 인지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에서 볼 수 있듯
이 철 결핍은 빈혈을 동반하든 동반하지 않든 모든 연령층에서 영향을 준다
(Bruner 등, 1996). 따라서, 철이 부족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IDA를 조기에 진단
하여 치료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IDA는 심각하지 않은 경우, 경구 철분제의 복용을 통해 저비용으로 쉽게
치료가 가능하나 IDA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은 몇 가지 이유로 어려움이 따
른다.
첫째, IDA 진단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기관이나 저자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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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riteria of IDA diagnosis by different organizations and textbooks.
WHO

CDC

Henry’s

Harrison’s

Goldman’s

(2011)

(1999)

(2011)

(2015)

(2012)

Hb Female(g/dL)

<12.0

<12.0

<12.0

<12.0

<12.0

Male(g/dL)

<13.0

<13.5

<13.6

<13.5

<13.5

<15

<15

<12

<15

<30

<80

<80

Ferritin(g/L)

>8.5

sTfR(g/L)
MCV(fL)

<80

<85

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 Hb: hemoglobin, MCV: Mean corpuscular volume,
sTfR: soluble transferrin receptor,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더욱이 각 검사실은 서로 다른 시약과 장비를 사용하여 검사를 시행하며
다른 참고치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Mayo clinic은 남성에서 혈색소 1418 g/dL, 여성에서 12-16 g/dL를 참고치로 사용하며, 본 연구를 시행한 Sure
Quest Laboratory(SQL)은 남성에서 13-17.3 g/dL, 여성에서 11.3-15.0 g/dL를 참고
치로 사용한다.
두 번째, 체내 저장철 상태를 검사하기 위한 손쉬운 검사의 부재이다. IDA
의 발생은 빈혈이 발생하기 전에 체내 저장철이 먼저 감소하여 ID 상태에 이
르기 때문에(Metzgeroth 등, 2005) 체내 저장철의 정확한 상태를 알면 IDA에 이
르기 전에 진단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체내 저장철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골수 검사로 이는 침습적이며 검사자와 판독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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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양성 예측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Barron 등
2006).
체내 저장철을 확인하기 위한 또 다른 검사로 혈청 페리틴 검사가 있다.
페리틴은 양성 급성기 반응 물질로써 체내 자가면역 질환이나 종양 등의 염증
반응이 있는 만성 질환에서도 증가한다. 만성 질환 환자에서 빈혈이 있지만 페
리틴이 정상 또는 증가되어 있을 경우, 저장 철은 충분한데 제대로 사용되지
못해서 빈혈이 발생하는 만성 질환에 의한 빈혈(Anemia of Chronic Disease, ACD)
상태로 판단할 것인지 또는 IDA 상태인데 페리틴이 염증 반응 때문에 증가된
상태인지 분별 하기가 어려워져(Cartwright와 Lee, 1971) 페리틴을 IDA 진단에
사용함에 있어 제한이 따른다.
세 번째, 현재까지 1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IDA 진단과 참고치 연구
가 없어 기존에 3차 의료기관 검체를 바탕으로 설정된 참고치를 1차 의료기관
의 검체에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IDA 진단을 위한 참고치 연구는 주로 혈액 검사실을 자체에 보
유하고 있는 대학 병원과 같은 3차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었으나 대한민국에 있
는 대부분의 1차 의료기관들은 혈액 검사를 외부 수탁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
고 있다. 3차 의료기관들은 채혈 즉시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통해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진료를 한다. 그러나, 수탁기관에 검체를 의뢰할 경우 검체
채취는 보통 진료 시간 중인 낮 동안 이루어지지만, 검체의 운송은 진료가 끝
나갈 무렵 시작되어 검사 시행은 밤 10시 이후인 야간에 이루어져, 검체 채취
에서 검사 시행까지 최소 3시간에서 18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검체 채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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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 보관을 하고, 운반 시와 검사 직전까지 냉장 보관을 원칙으로 하지만 장
소를 달리하며 검체가 운송되는 동안 온도 변화의 발생 확률은 3차 의료 기관
에 비해 높을 것이다.
시간 지연과 온도 변화는 일반 혈액 검사(complete blood count, CBC)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Gulati 등, 2002), 그 중 MCV의 증가는 현재 참고치를 바
탕으로 판단할 때 소구성 적혈구로 대표되는 IDA 혈액의 특징을 가려서, IDA
진단에 어려움을 주고 정구성 빈혈로 진단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IDA의 진행은 체내 저장 철이 감소하면서 소구성 저혈색소성 적혈구를 만드는
ID 단계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데, MCV 증가는 빈혈이 발생하기 전인 ID 상태
에서 철 결핍을 조기에 진단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IDA는 두 가지 경로에 의해 진단이 가능하다. 첫 번째 경로는
다른 질환이나 이유로 혈액 검사를 시행하여 혈색소가 저하된 것을 보고 빈혈
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페리틴, 혈청 철(iron), 그리고 말초 혈액 도말 검
사 등의 추가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 경로는 현기증이나 피로감등으
로 IDA가 의심될 경우 혈색소와 함께 페리틴과 같은 기타 검사를 동시에 시행
하여 진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환자에게 반복된 내원이 요구되어
환자와 의사 모두의 시간 소모와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이다. 또한, 후자의 경
우에도 자동혈구 분석기가 제공하는 결과만을 통해 IDA를 진단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자동혈구 분석기 회사들은 추가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자동혈구 분석기가 제공하는 결과만을 통해 ID를 진단하고 IDA와 ACD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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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처럼 자동혈구 분석기의
결과만으로 체내 철 평가를 할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지금까지 철 결핍을 진단하기 위한 지표들에 대해 각각의 유효성을
연구한 보고는 있었지만 여러 지표를 비교 평가하는 연구가 없었기에 본 연구
를 통해 수탁 기관 검체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자동 혈구분석기가 제시하는
지표들을 비교하는 평가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수탁기관에 의뢰된 검체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자동혈구 분
석기를

통해

ID

진단에

유효성이

보고된

지표인

MCV,

MCH,

MCHC,

CHr, %Hypo, Maf, MRV, 그리고 Rsf와 그 동안 페리틴의 단점을 보완하여 IDA
와 ACD 상태를 구별 할 수 있다고 보고된 혈청 검사 지표인 soluble transferrin
receptor(sTfR)를 검사하여, 이들 지표를 통해 철 결핍 상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지와 IDA와 ACD 상태를 구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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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대상 및 방법

A. 연구대상
2016 년 2 월부터 2016 년 6 월까지 SQL 에 의뢰된 검체 가운데 혈색소,
페리틴, 그리고 CRP 결과가 유효한 검체의 결과를 의뢰된 순서대로 검토하여,
선정 기준에 해당 할 시 Control, ID 그룹, IDA 그룹, 그리고 ACD 그룹에
배정하였다(Table 2).

Table 2. Criteria for each group depending on Hb, Ferritin, and CRP.
Group

N

Hb (g/dL)

Ferritin(g/L)

CRP(mg/dL)

Control

90명

M>13, F >12

>30

<5

ID

10명

M>13, F>12

<30

<5

IDA

90명

M<13, F<12

<30

<5

ACD

20명

M<13, F<12

>3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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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혈의 기준은 WHO 의 권고안에 따라 남성에서는 혈색소 13 g/dL,
여성에서는 12 g/dL 이하 일 때로 정하였다. 페리틴은 WHO 기준에 의하면 15
g/L 이하를 ID 로 정의하지만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페리틴 30 g/L 이하일
때 IDA 에 대한 양성 예측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Goodnough 등, 2000),
본 연구에서는 페리틴 30 g/L 이하 일 때를 철 결핍 상태로 정의하였다.
sTfR 를 IDA 의 진단 기준에 넣고 있는 유일한 기관인 CDC 를 차치하고,
WHO 와 의학 교과서들은 MCV 를 IDA 의 진단기준에 포함하고 있지만,
수탁기관에 의뢰된 검체들은 시간 경과와 온도 변화로 인해 MCV 가 실제보다
증가했을 것이라는 예상 하에 MCV 는 각 그룹을 나누는 기준에 포함하지
않았다.
혈색소와 페리틴을 바탕으로 대조군은 혈색소, 페리틴, 그리고 CRP 가
정상 범주에 있는 그룹, ID 그룹은 혈색소와 CRP 는 정상 범위에 있지만
페리틴 수치가 낮은 그룹, IDA 는 CRP 는 정상이지만 혈색소와 페리틴 수치가
낮은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ACD 그룹은 급성기 반응 물질인 CRP 가 5
mg/dL 이상이면서 혈색소와 페리틴이 낮은 그룹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는 아주대학교병원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AJIRBBMR-KSP-15-500)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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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방법
1. 그룹 배정을 위한 검사
SQL에서 시행한 검사는 EDTA(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튜브에 채혈된
검체를 대상으로 BC 6800 (Mindray Bio-medical electronics, co., Shenzhen, China)을
이용하여 MCV, MCH, 그리고 MCHC 검사와 혈색소 검사를 시행하였고, 혈청을
이용하여 시행된 페리틴 검사는 Cobas 8000 e602 (Roche Diagnostics, Branchburg,
NJ, USA)을 사용하였고, CRP는 BS 800 (Mindray Bio-medical electronics, co.)을
사용하여 검사하였다. 채혈 후 SQL에서 검사 시행까지의 시간은 3-18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예상되며,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검체는 2일동안 모아 냉장
보관함에 보관하였다.

Fig. 1. Flow chart to conduct tests in SQL and Ajou university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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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 혈구 분석기를 통한 추가 지표 검사

2 일 동안 모아진 검체는 냉장보관함에 담겨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보내
추가 지표 검사를 시행하였다.
ADVIA 2120(Siemens Diagnostics, Deerfield, IL, USA)를 이용하여 혈색소, MCV,
MCH, MCHC와 %Hypo(percent of hypochromic red cells)를 측정하였고, 망상적혈구
수치를 측정하여 CHr(reticulocyte hemoglobin contents)를 측정하였다. 또한 LH
780(Beckman Coulter, Inc., Fullerton, CA, USA)을 사용하여, 혈색소, MCV, MCH,
그리고 MCHC를 검사하고, 망상 적혈구 측정을 통해 MRV(mean reticulocyte
volume)를 측정하였다.
평가된 지표는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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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ematologic and biochemical parameters evaluated.
Parameters

Equipments

Measures

MCV(fL)

All hematologic

Mean of RBC volume on histogram

MCH(pg)

analyzers

= (Hb/RBC) X 10

MCHC(g/dL)
CHr(pg)

= [Hb/(RBC X MCV)] X 100
ADVIA 2120

%Hypo
MRV

Weight of reticulocyte Hb
Percent of red blood cells with Hb below 28 g/dL

LH 780

Mean of reticulocyte volume on histogram
= √(MRV X MCV)

Rsf(fL)
Maf

Calculation (All

= ((Hb X MCV)/100)

LHD%

hematologic analyzers)

= 100 X √1-(1/(1 + e(1.8(30-MCHC))))

sTfR(mg/L)

EIA kit

Microplate sandwich enzyme immunoassay with
two different monoclonal antibodies to sTfR

Body iron(mg/kg)

= −[log(sTfR/Ferritin ratio) − 2.8229] /0.1207

LHD%: low hemoglobin density, Maf: microcytic anemia factor, Rsf: red blood cell size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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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fR 검사
연구 대상에 선정된 환자의 혈청을 -70 ℃에 보관 하여 6개월 이내 sTfR를
검사하였다. sTfR 검사는 Quantikine IVD Human sTfR kit (R&D system,
Minneapolis, MN, USA)를 사용하였다. Kit는 sTfR에 특이적인 단클론 항체가
도포되어 있는 microplate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kit 당 표준 물질과 대조군
을 제외하고 87개의 검체를 검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 검체는 총 210개로 3개의 kit를 사용하여 검사하였다. 검사
를 시작하기 위해 각 well에 100 L의 희석액을 분주하였다. 표준 물질 6개,
환자 검체, 그리고 대조군 3 개를 각 well에 20 L씩 분주한 후 실온(1825 ℃)에서 1 시간 동안 보관 후에 네 번의 세척을 시행 하였다. 각 well에
100 L의 접합체를 첨가한 후 실온에서 다시 1 시간을 유지하고 나서 네 번
의 세척 과정을 거쳤다. 100 L의 기질을 첨가하고 실온에서 30 분을 유지하
였다. 반응을 종료하기 위해 100 L의 종료 액을 넣은 후 분광 광도계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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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 분석
각 지표들의 정규 분포 여부는 Kolmogorov-Smirnov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
였다. 각 그룹의 지표들을 평균과 표준 편차(Standard Deviation, SD)로 나타내었
고(Table 4, 5, 6, 7), 대조군과 ID 그룹을 비교하고, IDA 그룹과 ACD 그룹간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서 Mann-Whitney U test를 시행하였으며, P값 0.05 미만의 지표
를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고 판정하였다.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ROC)
curve 분석을 통해 기준치를 정하고 민감도와 특이도를 살펴 보았다.
통계 분석은 MedCalc statistical software(version 16.2, Mariakerke, Belgium)와
SPSS 22.0(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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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A. 대상 환자의 특징
Table 4 는 대상 환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대상 선정에 사용된 기준에
대한 결과를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전체 210 명의 평균 연령은 48.9 세 이었으며, 대조군, ID 그룹, 그리고 IDA
그룹의 평균 연령은 40 대 이었고, ACD 그룹의 평균 연령 75.1 세 이었다. 전체
환자 중 90 명은 남자이고 120 명은 여자이었으나, 대조군을 제외한 ID 그룹,
IDA 그룹, 그리고 ACD 그룹에서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다수를 차지하였다.
대조군과 ID 그룹, IDA 그룹과 ACD 그룹은 각각 혈색소는 유사하였으나
페리틴 수치는 차이가 있었다.

Table 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arameters used to group subjects.
Parameters

Controls
(n=90)

ID

IDA

(n=10)

(n=90)

ACD
(n=20)

Age(years)

46±14

44.6±8.9

47.1±10.4

75.1±13.3

Gender(M:F)

57:33

3:7

22:68

8:12

14.6±1.3

13.7±1.2

9.3±1.7

9.2±1.4

138.4±75.1

12.3±3.5

10.1±7.0

929.1±700

Hb(g/dL)
Ferritin(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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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혈색소와 적혈구 지수 비교
Table 5 는 혈색소와 적혈구 지수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채혈 후 318 시간 후 SQL 에서 BC 6800 를 이용해서 측정한 결과와 채혈 후 72 시간
내에 아주대학교 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ADVIA 2120 과 LH 780 을 이용해서
시행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각 1 차 의료기관에서 채혈 시점이 기록되지 않은
관계로 채혈에서부터 검사 시행까지의 정확한 시간 측정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추정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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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b and RBC indices measured by BC 6800, ADVIA 2120, and LH 780.
Parameters

Hb(g/dL)

MCV(fL)

MCH(pg)

Controls

ID

BC6800

14.6±1.3

13.7±1.2

9.3±1.7

9.2±1.4

ADVIA2120

14.4±1.0

13.6±1.1

8.9±1.5

9.0±1.3

LH780

14.1±1.1

13.3±1.2

8.8±1.1

8.9±1.1

BC6800

93.7±4.3

93.3±3.8

80.6±10.7

92.9±8.7§

ADVIA2120

94.1±3.7

93.6±3.7

81.1±11.0

93.1±7.1§

LH780

94.2±3.8

94.2±3.6

81.3±10.9

93.7±8.0§

BC6800

31.0±1.6

29.1±0.7

24.5±4.4

29.9±3.1§

ADVIA2120

30.7±1.4

29.4±0.4

25.1±4.1

29.3±2.8§

LH780

30.3±1.1

28.7±0.3

24.7±3.9

29.4±3.0§

BC6800

33.0±1.1

31.5±0.9*

30.1±2.4

32.3±1.3§

32.3±1.4

31.1±0.8*

28.9±2.5

31.3±1.4§

32.1±1.0

30.8±1.4*

28.4±2.8

30.7±3.4§

MCHC(g/dL) ADVIA2120
LH780

IDA

ACD

* P<0.05, Controls vs. ID; §P<0.05, IDA vs. ACD
Time lag between sample collection and test conduction by BC 6800 is assumed to be
around 3-18 hours. For ADVIA 2120 and LH 780, time lag is less than 72 hours.

대조군과 ID 그룹을 비교했을 때, MCV 와 MCH 는 그룹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MCHC 는 대조군이 ID 그룹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IDA 그룹과 ACD 그룹 간 비교에서는 M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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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H, 그리고 MCHC 모두 IDA 그룹이 ACD 그룹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혈색소, MCV, MCH, 그리고 MCHC 는 각 그룹 내에서는 장비간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대조군과 ID 그룹 비교, 그리고 IDA 그룹과 ACD 그룹의 그룹 간
비교에서 MCHC 는 공통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ig. 1).

Fig. 2. Box plots MCHC by BC 6800 in control, ID group, IDA group, and ACD
group. The bottom and top of the box are the first and third quartiles, and the band inside
the box is the me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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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특정 검사법에 의해 도출된 지표 비교
Table 6 은 특정 장비 또는 추가 검사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결과를
그룹별로 나타내었다.

Table 6. Parameters obtained specifically from ADVIA 2120, LH 780, and EIA kit.
Parameters

Controls

ID

IDA

ACD

CHr(pg)

30.9±2.0

30.6±1.5

25.5±4.2

30.5±4.9§

%Hypo

10.5±9.4

32.9±10.8*

59.4±29.0

76.9±17.1§

MRV(fL)

92.9±15.9

103.9±7.4*

95.2±17.3

94.5±16.7

Rsf(fL)

92.9±8.9

98.5±4.9

87.2±12.2

93.4±10.4

ADVIA2120

LH780

sTfR(mg/L)

1.9±0.9

3.3±2.2

4.2±2.5

2.2±1.4

Body iron(mg/kg)

13.7±2.5

3.9±3.0*

1.3±3.8

2.9±7.7§

EIA

* P<0.05, Controls vs. ID; §P<0.05, IDA vs. ACD

대조군과 ID 그룹을 비교했을 때, %Hypo, MRV, 그리고 body iron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Table 7). %Hypo 와 MRV 는 대조군이
ID 그룹보다 낮았고, body iron 은 대조군이 ID 그룹보다 높았다.
IDA 그룹과 ACD 그룹을 비교했을 때, CHr, %Hypo, 그리고 body iron 에서
차이를 보였는데(P<0.05), 세 지표 모두 IDA 그룹이 ACD 그룹 보다 낮았다.
대조군과

ID

그룹,

IDA

그룹과

ACD

그룹을

비교하는

비교에서 %Hypo 와 body iron 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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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간

(A)

(B)

Fig. 3. Box plots of (A)%Hypo and (B)body iron in control, ID group, IDA group, and
ACD group. The bottom and top of the box are the first and third quartiles, and the band
inside the box is the me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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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적혈구 지수를 대입한 계산식에 의해 도출된 지표 비교
Table 7 은 모든 자동 혈구 분석기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 적혈구 지수를
대입한 계산식에 의해 도출되는 지표를 비교하였다. Maf 는 BC 6800, ADVIA
2120, 그리고 LH 780 을 통해 측정한 MCV 를 대입하여 얻은 결과이며,
LHD%는 각 장비를 통해 측정한 MCHC 를 각각 대입하여 얻은 수치이다.

Table 7. Calculated parameters obtained by substituting RBC indices from BC 6800,
ADVIA 2120, and LH 780.
Parameters

Maf

Controls

ID

IDA

ACD

BC6800

13.7±1.4

12.7±1.0

7.6±2.1

8.6±1.3

ADVIA2120

13.8±1.3

12.8±0.9

7.6±2.2

8.5±1.4

LH780

13.3±1.1

12.9±0.9

7.5±2.1

8.6±1.3

BC6800#

10.1±11.5

31.1±21.8*

55.1±35.1

19.3±21.0§

20.0±22.5

39.4±22.4*

75.0±31.4

38.1±27.4§

20.0±17.8

43.9±33.8*

77.4±30.5

31.5±26.6§

LHD% ADVIA2120#
LH780#

* P<0.05, Controls vs. ID; §P<0.05, IDA vs. ACD; # P<0.05, BC6800 vs. ADVIA 2120
vs. LH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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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과 ID 그룹을 비교했을 때, Maf 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LHD%는
대조군이 ID 그룹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IDA 그룹과 ACD 그룹 간 비교에서도 Maf 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LHD%는 IDA 그룹이 ACD 그룹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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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그룹내에서 Maf 는 장비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LHD%는 각
그룹 내에서 장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Fig. 4), 대조군, ID,
IDA 그룹, 그리고 ACD 그룹 모두 BC 6800 의 결과가 가장 낮고 ADVIA
2120 의 결과 그리고 LH 780 에 의한 결과 순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A)

(B)

(C)

Fig. 4. Box plots LHD% in control, ID group, IDA group, and ACD group measured
by (A)BC 6800, (B)ADVIA 2120, and (C)LH 780. The bottom and top of the box are the
first and third quartiles, and the band inside the box is the me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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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대조군과 ID 그룹 비교
대조군과 ID 그룹을 비교했을 때, MCHC, %Hypo, MRV, body iron, 그리고
LHD%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Table 5, 6, 7).
MCHC, %Hypo, MRV, body iron, 그리고 LHD%에 대한 민감도와 특이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ROC curve 에서 MCHC 는 기준치 32.15 g/dL 에서 민감도
80.0%, 특이도 77.8%, 그리고 AUC 0.863 이다. %Hypo 는 기준치 20.30 에서
민감도 90.0%, 특이도 90.0%, 그리고 AUC 0.950 이다. MRV 는 기준치
101.1fL 에서 민감도 60.0%, 특이도 56.7%, AUC 0.652 이고, body iron 은 기준치
7.57 mg/kg 에서 민감도 90.0%, 특이도 97.8%, 그리고 AUC 0.993 을 나타냈다.
LHD%는 장비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장비별 ROC curve 를 확인하였으며
BC 6800 에서는 기준치 14.3 에서 민감도 80.0%, 특이도 77.8%, 그리고 AUC
0.863 를 나타냈고, ADVIA 2120 에서는 기준치 20.29 에서 민감도 86.7%, 특이도
90.0%, 그리고 AUC 0.902 를 나타냈다. LH 780 에서는 기준치 20.10 에서 민감도
90.0%, 특이도 85.7%, 그리고 AUC 0.907 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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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B)

(D)

Fig. 5.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s for (A)MCHC, (B)%Hypo, (C)MRV,
and (D)body iron to discriminate ID group from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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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6.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s for LHD to discriminate ID group
from control measured by (A)BC 6800, (B)ADVIA 2120, and (C)LH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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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DA 그룹과 ACD 그룹의 비교
IDA 그룹과 ACD 그룹을 비교했을 때, MCV, MCH, MCHC, CHr, %Hypo, body
iron 그리고 LHD%에서 차이를 보였다(P<0.05)(Table 5, 6, 7).
각 지표의 결과 비교에서 MCV, MCH, MCHC는 장비간 차이를 보이지 않아
BC 6800으로 시행한 결과의 ROC curve를 확인하였다. MCV는 기준치 88.5fL에서
민감도 72.2%, 특이도 75.0%, 그리고 AUC 0.811을 나타냈다. MCH는 기준치
28.55 pg에서 민감도 77.8%, 특이도 75.0%, 그리고 AUC 0.862을 보였고,
MCHC는 기준치 31.55 g/dL에서 민감도 73.3%, 특이도 75.0%, 그리고 AUC
0.809을 나타냈다.
CHr는 기준치 28.7pg에서 민감도 74.4%, 특이도 75.0%, 그리고 AUC
0.823을 나타냈고, %Hypo는 기준치 76.45에서 민감도 58.9%, 특이도 60.0%,
그리고 AUC 0.665을 나타냈다. Body iron은 기준치 -0.017 mg/kg에서 민감도
62.2%, 특이도 60.0%, 그리고 AUC 0.518을 보였다.
LHD%의 장비별 ROC curve에서 BC 6800에서는 기준치 22.11에서 민감도
73.3%, 특이도 75.0%, 그리고 AUC 0.802를 나타냈고, ADVIA 2120에서는 기준치
62.39에서 민감도 68.9%, 특이도 70.0%, 그리고 AUC 0.808를 나타냈다. LH
780에서는 기준치 에서 민감도 88.9%, 특이도 80.0%, 그리고 AUC 0.921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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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7.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s for (A)MCV, (B)MCH, (C)MCHC,
(D)CHr, (E)%Hypo, and (F)body iron to discriminate IDA group from AC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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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B)

Fig. 8.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s for LHD to discriminate IDA group
from ACD group measured by (A)BC 6800, (B)ADVIA 2120, and (C)LH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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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철은 다양한 세포의 기능을 위해 필요한 미량 원소로 철 결핍은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흔한 영양소 결핍의 하나이다. 1985 년 WHO 는 전세계
인구의 15-20% 가량이 IDA 상태에 있다고 보고 하였으며(DeMaeyer 와 Adiels,
1985), 2000 년대에 이르러서도 선진국의 성인 남자와 폐경 후 여성의 2-5%가
IDA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가임기 여성에서는 월경으로 인한
혈액 손실로 IDA 의 유병률은 14%, 그리고 ID 는 10-30%까지 증가한다. 개발
도상국에서는 육류나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기가 어렵고 기생충에 의한
철분 흡수 부족과 적절한 치료 부족으로 IDA 유병률은 더 높다(Goddard 등,
2000).
정상 성인의 체내에는 약 4000 mg 의 철이 존재한다. 약 1800 mg 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철은 적혈구내 혈색소에 존재하고, 나머지는 간(1000 mg),
대식세포(600 mg), 골수(300 mg)와 근육 내 미오글로빈(300 mg)에 존재한다.
체내 전체 철 중 대부분은 수명을 다한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철이 빠져나와
재활용 되며, 약 1mg 의 철은 매일 실혈이나 점막 상피세포의 박리(slough)를
통해 소실된다(Conrad 와 Umbreit, 2002). 철은 혈중에 과량 유입되면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독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실된 양만큼만 흡수하여 체내
철 양을 조절한다(Anderson 등, 2009). 즉, 보통 성인의 식사를 통해 약 10-15
mg 의 철이 하루에 섭취 되지만 그 중 소실 분량만큼만 다시 흡수되어
보충되고 나머지는 체외로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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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흡수는 대부분 공장(jejunum)에서 이루어지며, 장 상피 세포에 페리틴의
형태로 저장되거나 혈장으로 운송되어 apotransferrin 과 결합하여 transferrin-iron
복합체의 형태로 이동하다가 세포 표면의 수용체(transferrin receptor, TfR)에
결합한다. TfR 는 거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지만 적혈구계 세포(erythron), 태반,
그리고

간에

대부분이

존재하며

약

80%의

TfR

는

골수내

적혈구계

간세포(progenitor cell)에 위치한다. 세포가 철이 필요하면 세포 표면의 TfR 가
증가하고 transferrin-iron-TfR 복합체의 세포 내 유입이 활성화된다(Beaumont 와
Delaby, 2009).

적혈구계 세포내로 유입된 철은 porphyrin 과 결합하여 heme 을

만들고 heme 은 다시 globin 과 결합하여 혈색소를 만들며(hemoglobinization,
혈색소화), 비적혈구계 세포내로 유입된 철은 페리틴과 haemosiderin 형태로
저장된다.
철 결핍성 빈혈의 발생은 세 단계로 나누어 진다. 1 단계는 철의 수요와
공급에 부정적 균형(negative balance)이 지속될 때 체내 저장 철에서 철이
이동하여 페리틴이 감소하고, 철 흡수가 증가하여 혈장 내 transferrin 이
증가한다.

2 단계는 저장 철이 고갈되어 페리틴이 20 g/L 이하로 저하되며

혈액 내 철이 감소하고 적혈구내 heme 을 만드는 철이 부족하여 소구성,
저혈색소성 적혈구를 만드는 ID 에 이른다. 3 단계는 혈색소가 감소하여 빈혈이
발생하는 IDA 상태이다.
유세포

분석법의

발전으로

자동

혈구

분석기의

정확성과

정밀성이

높아지면서 몇 몇 장비 회사들은 CBC 검사 만으로도 자사의 장비가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철 결핍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발표하였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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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A 의 확진에 사용되는 페리틴 검사와 비교했을 때, 자동 혈구분석기가
제공하는 자료만으로 대조군과 ID 상태를 구별할 수 있다면 페리틴을 추가로
검사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절약하고 시간의 절약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동 혈구 분석기의 자료가 IDA 와 ACD 상태를 구별할 수
있다면 페리틴이 주는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철 결핍에 관한 연구는 자체 검사실을 보유하고 있는 3 차
의료기관에서 시행하였기 때문에 검체 채취 후 신속하게 검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1 차 의료기관들은 수탁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시간과
온도 변화가 혈구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쳐 기존 의학 교과서들이 제시하고
있는 참고치에 따라 철 결핍을 진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철 결핍 판단에 있어 몇 몇 자동 혈구 분석기가 제시할 수
있는 지표와 IDA 상태와 ACD 상태를 구별하기 위해 유효성이 보고된 추가적
검사들을 비교 평가 하였으며, 이러한 지표들이 수탁기관에 의뢰된 검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기존의 기준치를 바탕으로 철 결핍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자동 혈구 분석기를 사용하여 혈색소와 적혈구
지수를 검사하였다. 검체가 의뢰된 SQL 에서 BC 6800 으로 시행 된 CBC 결과,
페리틴, CRP 검사 결과를 검토하여 선별된 검체들을 2 일 동안 모아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보내 ADVIA 2120 과 LH 780 으로 CBC 와 망상 적혈구
검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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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과 아주대학교 병원에서의 검사 시행에 최대 2 일의 시간 차이가
있었지만, 혈색소와 적혈구 지수 결과에 있어 장비간 차이는 관찰 되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시간 변동에 따라 MCV 와 MCHC 는 변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처럼 두 시점 사이에 결과 차이가 없는 이유로 첫
번째 채혈 후 SQL 에서 검사 시행 시까지 소요된 최대 18 시간 사이에 이미
MCV 의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 차 의료기관에서 수거 된 후
검채는 냉장 검체 보관함에 담겨 각 지역 영업소에 모아지고, 영업소에서는
다른 1 차 의료기관에서 모아진 검체와 함께 본사로 검체를 보내 검사를
시행한다. 이처럼 장소가 바뀌면서 운송 담당자도 바뀌고 운반하는 검체
보관함도 바뀌어 MCV 의 변화가 최대로 이루어 졌을 것으로 추측되고,
SQL 에서 검사 시행 후에는 한 곳의 냉장 보관함에 검체가 보관되어 MCV 의
변화가 적었을 가능성이 예상된다. 기존에 연구에 의하면 실온에서 검체
보관시 CBC 결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냉장 보관시 7 일 까지도
검체가 유효한 것으로 발표한 Schapkaitz 등의 결과는 본 연구의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Schapkaitz 와 Pillay, 2015).
두 번째, 두 시점 사이 결과 차이가 없는 이유로 장비간 차이를 들 수
있겠다.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ADVIA 2120 과 LH 780 의 혈색소
수치 결과는 BC 6800 과 비교 시 통계적인 차이는 없지만 다소 낮은 경향을
보여 동일한 검체를 동일한 시점에 측정해도 ADVIA 2120 과 LH 780 은 BC
6800 보다 낮게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실제 MCV 가 검사
시간 차이에 의해 증가하였을 지라도, ADVIA 2120 과 LH 780 이 혈색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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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V 도 실제보다 낮게 측정한다면 장비와 시약의 차이가 이러한 실제 차이를
마스킹 하는 효과를 가져왔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MCV 는 기존 Urrechaga 등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유의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 Urrechaga 등의 연구에서 대조군의 MCV 는 91.1±2.5
fL

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BC

6800

의

경우

93.7±4.3

fL

로

나타났다(P<0.05)(Urrechaga 등, 2010). 이는 수탁 기관에 의뢰된 검체들의
MCV 가 증가되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 하는 결과이다. 대부분의 의학
교과서들이 MCV 80 fL 미만을 소구성으로 정의 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ID
그룹 중 MCV 80 fL 미만은 존재 하지 않았으며 MCV 결과로 ID 그룹을
대조군과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 하였다.
IDA 그룹과 ACD 그룹 사이에서는 MCV 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MCV 가 시간과 온도에 따라 증가 하지만 IDA 로 인한 MCV 감소가 커서
시간의 경과에도 여전히 소구성 혈구가 다수 남아있고 이로 인해 ACD 그룹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그러나, IDA 그룹의 MCV 는 평균 80.6 fL 로,
MCV 80 미만은 44 명(48.9%)에 해당 하여, 수탁기관에 의뢰된 검체 중, 의학
교과서들이 제시하는 기준치를 바탕으로 소구성 혈구를 발견하고 철 결핍을
의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MCH 는 적혈구의 평균 혈색소 양을 나타내는 지표로 장비에서 직접
측정하지 않고 수식(=Hb/RBC X 10)을 통해 얻어진다. 본 연구에서 ID 그룹은
철이 결핍되어 있으나 혈색소가 감소되어 있지 않은 그룹으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대조군과 ID 그룹을 MCH 로 구별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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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A 그룹과 ACD 그룹에서는 두 그룹이 혈색소 수치가 유사하지만 MCH
수치는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본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ACD 그룹에서
IDA 그룹에 비해 적혈구 수가 감소되어 있어 도출된 결과이다. Urrechaga 등의
연구에서도 IDA 그룹과 ACD 그룹의 혈색소 수치는 유사하나 RBC 수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만성질환과 적혈구 수 감소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는
추가 적인 연구를 시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MCHC 또한 수식(=Hb/(RBC X MCV))에 의해서 도출된다. 수탁기관에
의뢰된 검체들은 MCV 가 실제보다 증가되기 때문에, MCHC 는 실제보다 더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예측과
일치하였다. 즉, Dopsaj 등의 연구에서 대조군의 MCHC 는 34.2±0.6 g/dL 였으나,
본 연구에서 BC 6800 장비는 33.0±1.1 g/dL 그리고 LH 780 은 32.1±1.0 g/dL 로 본
연구의 결과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Dopsaj 등, 2012). ID 그룹의
MCHC 또한 본 연구의 LH 780 의 결과는 30.8±1.4 g/dL 고 Dopsaj 등의
연구에서는 34.0±0.6 g/dL 로 본 연구의 결과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5 )(Dopsaj 등, 2012). 그러나, 대조군과 ID 그룹의 MCV 가 차이를 보이지
않는 데 반해, MCHC 는 두 그룹간에 차이를 보였다. 이는 MCHC 계산 시
Hb 과 RBC 가 반영되어 세 가지 지표들이 함께 그룹간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추측된다. IDA 그룹과 ACD 그룹에서도 MCHC 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
경우에는 두 그룹간 MCV 와 RBC 차이가 함께 MCHC 의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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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A 2120 은 적혈구내의 RNA 를 Oxazine 780 으로 염색하여 크기가 크고
RNA 함량이 많은 세포를 망상적혈구로 분석한다(Thomas 와 Thomas, 2002).
CHr 은 망상적혈구내에 철과 porphyrin 이 결합하여 혈색소화 된 상태를 망상
적혈구의 밀도를 측정하여 나타낸다. 망상적혈구의 수명이 약 1 일 이므로
CHr 는 iron deficient erythropoiesis 를 예측할 수 있는 민감한 지표로 알려져
있다(Cullen 등, 1999).
CHr 과 %Hypo 는 다른 지표들과 함께 IDA 와 ACD 를 구별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로 연구되었으며, 미국의 national kidney foundation 은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재조합 인간 erythropoietin(rHuEPO) 치료에 대한 모니터링에 사용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NKF-K/DOQI, 2006).
그러나 CHr 과 %Hypo 는 ADVIA 2010 을 통해서만 측정 가능한 지표라는
단점이 있다. 또한, Schapkaitz 등은 실온에서 검체 보관 시 12 시간이 지나면
망상적혈구 수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하였는데(Schapkaitz 와
Pillay, 2015), 본 연구에서는 망상 적혈구의 수명과 수탁 기관 검체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수탁기관에 의뢰 된 검체로 CHr 를 검사할 경우 그 결과치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CHr 은 대조군과 ID 그룹 사이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Mast 등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

포함된

검체들은

검사

전

까지

튜브

내에서

망상

적혈구들이

파괴되거나 성숙 적혈구로 변했을 가능성이 있어 CHr 결과의 정확성이 낮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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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A 그룹과 ACD 그룹 사이에 보이는 CHr 차이 또한 수탁기관 검체로
시행한 CHr 의 결과가 정확하다는 가정이 확인되어야만 의미있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Hypo 는 세포 한 개당 혈색소 함량이 28 g/dL 이하인 적혈구의 퍼센트를
나타내는 지표로 성숙한 적혈구에서 혈색소화 상태를 평가한 지표이다. 성숙한
적혈구의 수명이 약 120 일 이므로 %Hypo 는 과거 2-3 개월 동안의 철 상태를
반영한다(Macdougall, 1998).
%Hypo 는 대조군과 ID 그룹의 비교와 IDA 그룹과 ACD 그룹의 비교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기존에 %Hypo 의 유효성을 보고한 기존의
논문과도 일치하는 결과로써 %Hypo 가 시간이나 온도 조건에 가장 영향을 덜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Hypo 의 절대적 수치를 비교해 볼 때,
Urecchaga 등의 연구에서 대조군이 0.13 를 보이고, European guideline 에서는 10
이상이면 IDA 의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는 반면(Locatelli F 등, 2004),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 에서도 10.5 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적혈구들의 크기가 커지면서 세포 크기가 반영되는 혈색소 농도가 낮은 세포
수가 많아져서 나타난 결과로 추론된다.
MRV 와 Rsf 는 Beckman coulter 사가 고안한 지표이다. MRV 는 망상
적혈구의 크기를 측정함으로써, 적혈구 생성에 대한 실시간 상태를 반영하여
rHuEPO 를 투여한 환자의 반응을 알아볼 때 유용한 지표로 보고된 바
있다(Bovy 등, 2007). 본 연구에서 대조군과 ID 그룹 간 비교에서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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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는데, CHr 과 마찬가지로 망상 적혈구에 대한 검사 결과의 정확성이
확인되어야만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Rsf(=√(MRV X MCV))는 망상 적혈구의 크기(MRV)와 성숙 적혈구의 크기
(MCV)를 조합한 수식에 의해 구하며(Urrechaga, 2009), 본 연구의 대조군과 ID
그룹에서는 MRV가 그룹간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Rsf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Rsf를 구하는 공식에 제곱근(√)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룹 간
MRV 수치에 의한 영향을 감소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IDA 그룹과 ACD 그룹
의 비교에서도 Rsf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MCV가 그룹 간 차이를 보이지
만 제곱근으로 이 영향을 감소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TfR 는 1963 년 처음 알려진 후, 1980 년대에 Ward 등에 의해 철 결핍
상태일 때 TfR mRNA 합성이 증가되며 염증 상태와 관계없이 철 결핍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로 보고되었다(Ward 등, 1984; Kohgo 등, 1987). 말초 혈액
중 망상 적혈구는 표면에 많은 TfR 를 갖고 있다가 세포가 성숙되면서 TfR 은
단백 가수 분해 되어 sTfR 가 생성 된다(Kohgo 등, 1986).

따라서, sTfR 는

적혈구계 세포의 증식 속도와 철 요구량을 반영하며 IDA 에서 증가함이
알려져 염증 상태와 관계없이 IDA 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졌다(Shih
등, 1998).
본 연구에서 sTfR 는 그룹간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Suominen 등의 연구에서 IDA 와 ACD 를 구별하는 기준치로 제시한 2.3
mg/L 를 기준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판정할 때, IDA 그룹 중 71%(=64/90)만이
IDA 진단에 부합하였고, ACD 그룹 중에서는 55%만 ACD 진단에 부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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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sTfR 검사는 검사법에 대한 표준화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 정도
관리 물질과 calibrator 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다수의 연구를 통해 기준치를 설정함으로써 IDA 와 ACD 의
구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ody iron 은 sTfR 와 페리틴 수치를 입력하여 Cook 등이 고안한 수식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Cook 등은 body iron 이 혈청 철이 아닌 체내 총 철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정상인에서는 양수를 나타내고 철 결핍 상태에서는
음수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Cook 등, 2003).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과 ID
그룹 비교, 그리고 IDA 그룹과 ACD 그룹의 두 그룹간 비교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sTfR 는 그룹 간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페리틴 수치로 보정하고
log 함수와 기타 수식을 적용함으로써 그룹간 비교에서 차이를 보여 철 결핍을
판단하는 데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의 ID 그룹이나
IDA 그룹 모두에서 50%가 넘는 검체가 양수의 결과를 보여 기준치에 대한
보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body iron 은 sTfR 를 수식에
대입해야 하는데 sTfR 는 현재까지 상용화되지 않은 고가의 연구용 검사로
보다 더 많은 연구와 상용화가 필요할 것이다.
Maf 와 LHD%는 Beckman coulter 사에서 고안한 지표로 모든 자동
혈구분석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적혈구 지수를 수식에 대입하여 도출하는
지표이다. 이들 지표는 특정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Maf((=Hb X MCV)/100)는 대조군과 ID 그룹의 비교와 IDA
그룹과 ACD 그룹의 비교에서 모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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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V 가 그룹간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혈색소 수치와 상수 100 으로
나누는 절차를 추가하여도 혈색소가 감소하지 않은 ID 그룹과 대조군의
감별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IDA 그룹과 ACD 그룹의 비교에서도 두
그룹의 혈색소 수치가 유사하고 MCV 가 그룹 간 차이가 없기 때문에 Maf
또한 그룹 간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LHD%는 MCHC 를 대입한 공식을 통해 도출 하며(= 100×√(1-(1/(1 + e(1.8(30MCHC))

)))) 본 연구에서 대조군과 ID 그룹의 비교와 IDA 그룹과 ACD 그룹의

비교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BC 6800 결과를 볼 때 대조군과 ID
그룹의 MCHC 평균 차이는 1.5 g/dL 인데 반해 LHD%는 평균 값 20.0 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제곱근과 e 지수를 사용한 다소 복잡한 수식을
사용함으로써 미세한 MCHC 의 변화가 LHD%에서는 큰 차이를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 세 장비로 검사를 시행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장비간
MCHC 의 차이가 없는지 확언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통계적으로 본
연구의 MCHC 결과는 장비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HD%를 도출하는 수식의 특징으로 인해 LHD%에서는 장비간
차이를 보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조군에서 MCHC 는 세 장비간 평균치에서
최대 0.9 g/dL 의 차이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LHD%는 장비간 평균 10.1 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기존 연구와 비교해 볼 때 그 절대치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기존
Urrechaga 등의 연구에서는 대조군 평균이 2.3 이며 IDA 를 진단하는 지표로써
기준치 4.0 이상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조군과 ID 그룹에서 각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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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0.1 과 31.1 을 보여 기존 연구보다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데 이는 본
연구의 MCHC 가 실제 보다 감소하여 LHD%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대조군과 ID 그룹을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인 MCHC, %Hypo, MRV,
body iron, 그리고 LHD%의 ROC curve 를 확인하였을 때, %Hypo 는 AUC 0.950,
그리고 body iron 은 AUC 0.993 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Hypo 는 ADVIA 2010 으로만 측정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자동 혈구 분석기가 제공하는 결과만으로 ID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탁기관에 의뢰된 검체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의 철 결핍 진단 기준치인 %Hypo 10 이상을 적용한다면 본 연구에
포함된 대조군내에도 39%(=35/90)가 ID 상태로 잘못 진단될 수 있다.
Body iron 도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였지만 본 연구에서 철 결핍을
진단하는 기준치에 있어서는 기존 연구의 기준치와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body iron 검사 자체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검사이다.
IDA 그룹과 ACD 그룹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들에 대한 ROC curve AUC
0.9 이상을 보이는 지표는 없었으나, MCH 는 AUC 0.862 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MCH 는 기존에 연구나 의학 교과서에서는 IDA 와 ACD 를 구별하는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표이다. 현재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원인에 의해
ACD 그룹은 IDA 그룹과 비교해서 혈색소 수치는 유사하지만 적혈구 수가
낮게 측정되어 유의하게 높은 MCH 를 나타냈다. 추가 연구를 통해 IDA
그룹과 ACD 그룹의 MCH 와 적혈구 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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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도 두 그룹의 구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HD%는 대조군과 ID 그룹, IDA 그룹과 ACD 그룹의 그룹간 비교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높은 AUC 를 보인 지표이지만 장비간 차이를 보인
유일한 지표이기도 하다. 대조군과 ID 그룹의 비교에서 LHD%는 ADVIA
2120 과 LH 780 에서 AUC 0.902 과 0.907 를 보였으나 BC 6800 은 AUC 0.863 을
나타냈다. IDA 그룹과 ACD 그룹의 비교에서 LH 780 은 AUC 0.921 을 보였지만
BC 6800 과 ADVIA 2120 은 AUC 0.802 와 0.808 을 보였다.
LHD%는 모든 자동 혈구 분석기를 통해 도출이 가능한 지표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미세한 MCHC 의 변화에도 큰 폭의 변화를 보여 장비간 MCHC
차이가 조금이라도 커진다면 기준치에 해당 여부가 크게 바뀌게 철 결핍을
진단하는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수탁기관에 의뢰된 검체를 사용하여 혈구 검사와 혈청
검사를 시행 하여, 대조군과 ID 그룹을 구별하고 IDA 그룹과 ACD 그룹을
구별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 살펴보았다. MCV, MCHC, CHr, Maf, MRV, Rsf,
그리고 sTfR 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철 결핍 파악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는데, 이는 시간과 온도에 따른 검체의 안정성에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인 %Hypo, body iron, 그리고
MCH

또한 기존

연구의

기준치를

수탁기관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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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된

검체를

대상으로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1 차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참고치의
설정과 연구가 필요하며 진료 의사들 또한 이러한 수탁기관에서 시행 된
검사결과의 특징을 고려하여 환자 진료에 혼선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 번째, 대조군과 IDA 그룹은 각 각 90 검체씩
포함되어 있지만, ID 그룹 10 검체와 ACD 그룹 20 검체가 포함되어 검체 수가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수탁기관의

특성상

의무기록과

같은

환자들의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각 그룹을 나누었기 때문에 ACD 그룹 내에
급성 염증에 의해 페리틴이 증가된 IDA 환자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세 번째, 세 가지 자동 혈구 분석기로 검사를 시행한
시점에 차이가 있어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에서
냉장 보관시 적혈구 지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기존의 보고가 있지만
세 장비를 통한 검사가 유사한 시점에 이루어 졌다면 보다 각 지표에 대해
더욱 정확한 연구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검체를 대상으로 검사 조건을 동일 하게 설정하여 추가
연구를 시행하여 수탁기관에 검체를 의뢰하는 의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치를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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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수탁기관에 의뢰된 검체를 대상으로 혈액학적 검사와 혈청학적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빈혈이 발생하기 전인 ID 상태를 대조군과
구별함으로써 IDA 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지와 빈혈의 가장 흔한 원인인
IDA 와 ACD 상태를 구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하였다.
대조군과 ID 그룹 비교 시, %Hypo 와 body iron 이 진단에 가장 유용할
것으로 나타났고, IDA 그룹과 ACD 그룹을 비교했을 때, MCH 가 진단에
유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때의 기준치는 기존의 기준치와 달라
수탁기관에 의뢰된 검체에 적용하여 철 결핍을 진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LHD%는 장비간 차이를 보인 지표로 특정 장비에서 도출한
LHD%는

진단에

유용할

것으로

보였으나,

다른

장비의

결과는

이러한

유용함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다소 복잡한 수식으로 미세한 MCHC 의
변화에 의해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 기준치를 바탕으로 철
결핍을 진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그룹 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큰 AUC 를 보인 %Hypo, body
iron 그리고 MCH 에 대해서 1 차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참고치를
설정하여 사용한다면 자동 혈구 분석기의 결과만으로도 철 결핍을 조기에
진단하고 페리틴의 단점을 보완하여 철 결핍을 진단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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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on of diagnostic parameters
for assessing iron deficiency in samples requested to a
commercial laboratory

Sunhyun Ahn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Associate Professor Sung Ran Cho)

Diagnosing Iron Deficiency Anemia (IDA) is challenging because there is no gold
standard, and different organizations claim different cut-off. Also, most of primary health
care units in Korea request blood tests to commercial laboratories where run tests night
time after collecting samples daytime. Time lag between sampling and testing is known to
change some RBC indices. In this study, we used samples requested to a commercial
laboratory in order to identify which parameters could distinguish between control and
iron deficiency(ID) group and between IDA group and anemia of chronic disease(ACD)
group.
Based on the results of hemoglobin(Hb), ferritin, and CRP, sample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90 controls, 10 ID group, 90 IDA group, and 20 ACD groups. Following

- 50 -

parameters were evaluated: MCV, MCHC, MCH, CHr, %Hypo, MRV, Rsf, Maf, LHD%,
soluble transferrin receptors(sTfR) and body iron.
Comparing control with ID group, %Hypo and body iron showed AUC over 0.9 with
cutoff of 20.3 and 7.57 mg/kg, respectively. Comparing IDA group ACD group, MCH
showed the largest AUC, which is 0.862, with cutoff 28.55 pg.
With proper cutoff for primary healthcare unit to detect iron deficiency, %Hypo and
MCH can be used with time and cost saving. Also, body iron can be useful parameter
substituting ferritin.
Because the storage time and temperature of samples changes some hematologic
parameters, MCV, MCHC, CHr, Maf, MRV, Rsf and sTfR showed no effectiveness in
distinguishing ID from control or IDA from ACD. Even %Hypo, body iron and MCH
which demonstrated validity in group comparisons, cutoff values were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Therefore, there should be further studies to aid primary health care
doctors to distinguish different iron status.

Keyword: Iron deficiency, Anemia, Flow cytometry, Primary health care units,
Anemia of chronic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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