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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빈혈은 혈색소(Hemoglobin, Hb), 적혈구용적률(Hematocrit, Hct) 그

리고 적혈구 수가 감소된 상태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진단명이 아닌 기저

질환에 의해 나타나는 일종의 증상이라 할 수 있다. 인종, 성별, 연령에 

따라 참고치의 차이가 있으나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

tion, WHO)에서는 빈혈을 성인 남성에서 Hb <13 g/dL, 여성에서 Hb 

<12 g/dL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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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

면 빈혈의 유병률은 10세 이상에서 8.2%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의 노

인 인구에서는 13.3%로 나타났다[1,2]. 특히, 철결핍빈혈은 전체 빈혈의 

50%정도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빈혈이며 그 다음으로 노인환자와 입

원환자에서 발생률이 높은 만성질환빈혈이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빈혈이다[3,4].

철결핍성빈혈은 철결핍에 기인한 것으로 흡수장애, 만성실혈 그리

고 철 요구도의 증가가 원인인 반면, 만성질환빈혈은 면역체계의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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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인한 철대사 장애뿐만 아니라 적혈구 수명의 단축, 적혈구 생성인

자에 대한 반응성의 감소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5-7]. 철결핍

빈혈과 만성질환빈혈의 진단은 형태학적 분류, 원인적 분류에 따라 구

분할 수 있는데, 현재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동혈구분

석기를 이용한 적혈구 수, Hb, Hct, 평균적혈구용적(mean corpuscular 

volume, MCV), 평균적혈구혈색소(mean corpuscular hemoglobin, 

MCH), 평균적혈구혈색소농도(mean corpuscular hemoglobin concen-

tration, MCHC), 적혈구분포폭(red cell distribution width, RDW)을 이

용하여 형태학적 분류가 가능하고, 그물적혈구 수, 그물적혈구 지수

(reticulocyte production index, RPI), 혈청철(serum iron), 총철결합능

(total iron binding capacity, TIBC), 혈청 페리틴(serum ferritin) 검사, 트

랜스페린(transferrin), 트랜스페린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를 통해 

원인적 분류를 하고 있다[8]. 형태학적으로 MCV가 80 fL이하 이면서 

MCHC가 31% 이하인 경우를 소적혈구, 저색소적혈구빈혈로 분류하

고 있으며 이 분류에 속하는 빈혈에는 철결핍빈혈, 만성질환빈혈, 철적

혈모구빈혈, 납중독과 지중해성빈혈이 포함되어 있어 감별이 필요하

다[9]. 특히, 철결핍빈혈과 만성질환빈혈은 임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빈

혈로 검사상 낮은 혈청철이 공통적인 특징인 반면, 각각의 병리기전 및 

치료방법이 다르므로 감별이 필요하다. 또한, 두 빈혈이 함께 공존하는 

경우에는 감별진단을 하는 것이 어렵다[4,10]. 이 두 질환의 가장 좋은 

감별 방법은 체내 저장철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다. 체내 저장철의 평

가는 골수 천자나 골수생검을 실시하여 얻은 검체로 철염색을 실시하

는 것이 표준검사(gold standard)이지만 침습적이고 고가여서 환자에

게 부담을 주므로 잘 이용되지 않는다. 대신 적혈구 지수(RBC indices), 

혈청철, 총철결합능, 혈청 페리틴, 트랜스페린, 트렌스페린 포화도 등으

로 저장철의 상태를 평가한다. 혈청 페리틴은 체내 저장철 상태를 잘 

반영하는 지표이지만 고령이거나 감염 및 염증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급성반응기물질(acute phase reactant)에 의해 증가하고 간질환 그리고 

악성 종양이 있는 경우에도 증가하므로 혈청 페리틴만으로 철결핍 상

태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트랜스페린 포화도 사용되고 있

으나 트랜스페린이 만성염증상태에서 감소하고 혈중 철의 일내변동이 

심하여 진단에 제한적이다[3]. 만성질환빈혈이 경증이나 중등도인 경

우에는 정상적혈구, 정상색소빈혈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병이 더 진행

될 경우 소적혈구, 저색소적혈구빈혈을 나타내므로 철결빕성빈혈과 형

태학적인 구분이 어려워진다[11]. 더욱이, 만성염증이나 악성종양에 의

해 발생한 만성질환빈혈 환자에게 철분요법을 실시할 경우 종양세포

나 미생물의 증식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과잉의 철분은 

면역세포에 침착하여 면역기능을 저하시켜 종양이나 감염상태를 더

욱 악화할 수 있다[12]. 

따라서, 소적혈구, 저색소적혈구빈혈에서 철결핍빈혈과 만성질환빈

혈을 초기에 감별하는 것이 치료와 임상경과에 중요하다. 본 종설에서

는 철 대사의 이해를 바탕으로 철결핍빈혈과 만성질환빈혈의 발생기

전을 이해하고 두 빈혈을 감별할 수 있는 검사지표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본  론

철 대사

철은 산소 운반과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 금속이며 혈색소, 미오글로

빈, 시토크롬과 같은 헴 복합체를 형성한다. 이러한 철의 부족은 철결

핍빈혈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고, 과잉은 철침착증(siderosis)과 활성산

소를 생산하여 조직손상을 초래한다[13]. 따라서, 적정한 농도의 철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복잡한 기전을 통해 철의 항상성이 유지되고 

있다. 정상인의 경우 체내에 약 3-5 g의 철을 가지고 있으며, 약 65%는 

적혈구의 혈색소에, 약 25%는 대식세포 및 간세포에 저장철의 형태인 

페리틴(ferritin), 헤모시데린(hemosiderin)의 형태로, 나머지 약 10%는 

근육, 혈장, 세포의 시토크롬 등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일부 페리틴은 혈청 페리틴의 형태로 혈액 중으로 분비되며 저장철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14,15]. 정상인의 경우 하루 2천 억개 이상의 적혈

구를 생산하기 위해 20-20 mg의 철이 필요하며 대부분 수명을 다한 적

혈구의 Hb에서 철을 재활용한다. 그리고, 땀, 생리, 소장상피세포의 탈

락에 의해 하루 1-2 mg이 소실되는데 이를 보충하기 위해 샘창자(duo-

denum)을 통해 소실된 양만큼을 흡수한다. 다른 미네랄과 달리 배설

기전이 존재하지 않아 흡수의 조절을 통해 항상성을 유지한다. 전신의 

철의 항상성 유지는 철을 세포막을 통해 배출하는 단백질인 페로포틴

(ferroportin, FPN)과 이를 조절하는 단백질인 헵시딘(hepcidin)에 의해 

조절된다[13,15-17].

흡수와 수송

음식물을 통해 흡수되는 철은 헴철(heme iron)과 비헴철(non-heme 

iron)로 나뉘며 서로 다른 기전을 통해 흡수된다[18]. 헴철은 동물성 식

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흡수기전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단지, 

헴철이 세포내섭취(endocytosis)에 의해 장상피세포에 의해 흡수되면 

헴산화효소(heme oxygenase 1, HO1)에 의해 산화되고, 포르피린으로

부터 떨어져 나와 비헴철과 같은 기전으로 흡수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19,20]. 반면, 비헴철은 동물성 식품 및 식물성 식품에도 많이 포

함되어 있으며 대부분 3가철(ferric, Fe3+)형태로 존재한다. 식품에 포함

된 3가철은 장세포에 존재하는 철환원효소(ferric reductase)에 의해  

2가철로 환원되고, 2가금속이온전달체(divalent metal iron transporter, 

DMT1)에 의해 장세포의 세포질로 흡수된다. 이때, 위산과 비타민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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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철의 흡수를 촉진한다[21-23]. 흡수된 2가철은 장세포에 페리틴의 

형태로 저장되거나 장세포의 기저측면(basolateral membrane)의 페로

포틴을 통하여 혈장 내로 전달된다. 전달된 2가철은 철산화효소인 헤

파에스틴(hepaestin)에 의해 3가철로 다시 산화된다[24]. 산화된 3가철

은 두 개의 3가철 결합부위를 가진 아포트랜스페린(apo-transferrin)과 

결합한 후 트랜스페린(transferrin, Tf)형태로 철이 필요한 조직으로 운

반된다[25]. 체내 철결핍 상태에서 철의 흡수를 촉진하기 위해 혈청 트

랜스페린의 농도는 상승하고, 따라서 철이 결합할 수 있는 총사이트 

수인 총철결합능(total iron binding capacity, TIBC)은 상승한다. 하지

만 흡수된 철이 부족한 경우 철로 포화된 트랜스페린 포화도(혈청철/

TIBC ×100%)는 감소한다[26]. 

혈청 중 철-트랜스페린 복합체는 세포표면의 존재하는 트랜스페린 

수용체(transeferrin receptor, TfR)와 결합하고 세포내섭취를 통해 세포

내부로 이송된다. 엔도좀 내부에서 3가철이 2가철로 환원되어 세포질

로 방출되고 적혈구에서는 Hb를 만드는데 사용된다[25,27]. 또한, 체내 

철분의 부족을 대비하여 간세포에 페리틴의 형태로 저장한다. 그리고, 

비장의 대식세포는 수명을 다한 적혈구를 처리한 후 역시 페리틴의 형

태로 철을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 시 페로포틴을 통하여 혈장의 방출

한다[17]. 세포 내부의 철 부족 시 트랜스페린 수용체의 생산이 증가하

게 되며, 이중 일부는 절단되어 가용성 트랜스페린(soluble transferrin 

receptor, sTfR)의 형태로 혈액 내로 방출되게 된다. 세포의 철분 요구도

가 증가하면 트랜스페린 수용체가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혈청 중에 

가용성 트랜스페린도 상승하게 되므로 가용성 트랜스페린는 세포 내

부의 철분 양과 역상관 관계를 갖는다[5,28].

철의 항상성 조절

전신 철의 항상성 조절은 간에서 생성되는 헵시딘에 의해 조절된다. 

헵시딘은 처음에 항미생물 작용을 하는 단백질로 알려졌으나, 이후 철

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핵심 단백질로 증명되었다[29-31]. 헵시딘은 철

을 세포막을 통하여 외부로 배출하는 유일한 단백질인 페로포틴의 세

포막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철의 항성성을 조절한다. 헵시딘은 페로포

틴과 결합하고 용해소체(lysosome)을 형성하여 분해한다. 따라서, 철

분이 세포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다[31]. 페로포틴은 철을 흡수하

는 샘창자의 장세포, 철을 저장하는 간세포, 그리고 철을 재활용하는 

대식세포에서 높게 발현된다[17,23,32]. 따라서, 헵시딘은 세포표면의 

페로포틴의 양을 감소시켜 장에서 철의 흡수를 제한하고 저장철의 이

용 및 철의 재활용을 제한함으로써 혈청철을 낮춘다. 

간에서 헵시딘의 생산은 체내 철의 저장상태와 염증에 의해 조절된

다. 체내 철분이 감소하면 간세포에서 헵시딘 생산이 감소되고 장세포

에서 페로포틴을 통하여 철분을 혈액으로 흡수하고 대식세포와 간세

포의 철분도 혈액으로 방출한다. 반면, 체내 철분 수치가 높을 때는 헵

시딘의 생성이 증가하여 장에서의 흡수와 대식세포 및 간세포에서의 

철분의 방출을 억제한다[33]. 헵시딘은 급성반응단백질(acute phase 

protein)이다[34,35]. 만성 감염, 염증, 악성종양 등의 만성질환에서 생성

된 IL-6는 간세포에 작용하여 헵시딘의 생성을 증가시킨다[36]. 이러한 

증가는 체내 저장철의 상태와 무관하게 증가된다. 따라서, 만성질환 상

태에서 철의 흡수와 체내 저장철의 이용이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염증상황에서의 철분의 흡수 및 이용의 제한은 세균에 대한 비특이적

인 면역반응으로 생각된다(Figure 1) [36].

철결핍빈혈

철결핍빈혈의 원인

철결핍빈혈은 철의 섭취부족, 흡수장애, 소실증가 그리고 생리적 요

구도의 증가에 의해 발생한다[37,38]. 1일 평균 소실되는 철의 양은 땀, 

생리, 소장상피세포의 탈락에 의해 하루 1-2 mg정도이므로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철결핍이 발생하기 어렵다. 하지만, 채식주의자, 

무리한 다이어트를 실시하는 경우 철분의 공급이 소실량 보다 감소하

여 철결핍이 발생한다. 급속히 성장하는 영·유아, 청소년 그리고 철의 

요구량이 증가하는 임신, 수유기에는 필요한 철의 양이 증가하여 추가

적인 철분의 섭취가 있어야 철결핍을 막을 수 있다[39]. 식품을 통해 충

Figure 1. Systemic Iron Metabolism. Dietary iron is absorbed by duodenal 
enterocytes. In the plasma, iron circulates bound to transferrin to the or-
gans which utilize iron. The principal consumer of iron is the erythroid 
bone barrow, and most of that iron comes from senescent erythrocytes by 
recycling in macrophages. Liver is the major storage organ of iron. Iron in 
the liver is stored ferritin and can be exported via ferroportin (FPN) when 
required by the body. Hepcidin regulates systemic iron homeostasis by 
regulating the stability of FPN. Synthesis of hepcidin is affected by iron lev-
els as well as inflam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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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을 세포 내부로 흡수하기 위해 트랜스페린 수용체의 발현을 늘리고, 

그 결과 가용성 트랜스페린 수용체가 혈청검사에서 상승하게 된다. 또

한, 철 결핍으로 헴 합성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고 철과 결합하지 못한 

유리적혈구포르피린(free erythrocyte protoporphyrin, FEP)이 증가한

다. 유리적혈구포르피린은 아연과 결합하여 아연 프로토프르피린

(zinc protophorphyrin, ZPP)을 형성한다. 철이 결핍되면 아연과의 결합

이 증가하여 상승된 수치를 나타낸다[43] (Table 2).

만성질환빈혈

만성질환빈혈의 원인

만성질환빈혈은 철결핍빈혈 다음으로 흔한 빈혈이며 고령환자와 입

원환자에서 자주 접하게 된다[11]. 만성질환빈혈은 노인 인구가 증가함

에 따라 함께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염증성질환, 감염, 악성종양이 

만성질환의 약 75%를 차지하는 주된 원인이다[44]. 만성질환빈혈은 세

포 대사과정에 필수적인 철의 사용을 제한하여 감염 및 종양세포의 증

식을 억제하는 면역반응의 활성으로 발생한다[6]. 이러한, 면역반응의 

활성화로 생산되는 다양한 시토카인은 철 대사 장애뿐만 아니라 적혈

구 수명 단축, 적혈구 생성 장애, 철의 재사용 억제 등을 통하여 빈혈

을 유발한다[11]. 대표적 염증성 시토카인인 IL-6는 간세포의 IL-6 수용

체와 결합 후 signal transducer and activator of transcription 3 (STAT-3)

를 활성화하여 헵시딘의 생산을 증가시킨다. 헵시딘은 철을 세포 밖으

로 배출하는 유일한 단백질인 페로포틴의 작용을 억제하여 장세포에

서 음식물을 통한 철흡수를 방해하고 간세포와 대식세포에서 철의 동

원을 제한한다. 그 결과 염증성질환, 감염 그리고 악성종양에서 혈청 

페리틴의 수치가 증가하게 된다. 음식을 통해 정상적으로 철을 섭취하

고, 체내에도 충분한 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증상황에서 철의 이

용이 제한되어 빈혈이 발생하게 된다[20,45].

만성질환빈혈의 검사실 진단

만성질환빈혈은 대부분 경증이거나 중등도 빈혈을 나타내고 정상

적혈구, 정상색소적혈구 형태로 소적혈구, 저색소적혈구빈혈을 나타내

분한 철분을 섭취하더라도 철분을 흡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철결핍 

상황이 초래된다. 철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위산이 필요하고 철분은 주

로 샘창자에서 흡수되므로 위, 십이지장에 질환이 있거나 수술을 통

해 위나 십이지장을 절제한 경우에 철결핍이 발생할 수 있다[40]. 특히, 

Helicobacter pyroli 감염은 위장관 출혈, 위산의 변화, 세균의 직접적인 

사용을 통해 철의 소실이나 흡수장애를 유발한다. 또한, 제산제의 지

속적인 사용은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여 철의 흡수를 방해한다. 철의 

소실증가로 인한 철결핍성빈혈의 주된 원인은 가임기 여성의 과도한 

월경이 주된 원인이며 남성의 경우 위장관계의 악성종양, 위십이지장

궤양 등으로 인한 위장관출혈이 주요 원인이다(Table 1) [41]. 

철결핍빈혈의 검사실 진단 

철결핍으로 인한 철결핍빈혈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천천히 진행하

게 된다. 우선 간, 비장 등에 존재하는 저장철이 감소하고, 다음으로 혈

청철과 기능철인 혈색소 내의 철이 순차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철결핍

빈혈이 나타나게 된다. 저장철이 감소하는 단계에서는 철이 부족하지

만 혈색소를 정상적으로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빈혈을 인식하기가 어

렵다. 저장철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그물적혈구혈색소량(reticulocyte 

hemoglobin content, CHr) 함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지만 많은 순환 적

혈구들로 인해 혈색소 수치는 정상을 유지한다[3]. 저장철이 완전 고갈

되면 저장철의 지표인 혈청 페리틴이 12 ng/mL 이하로 감소한다[38]. 

저장철이 고갈되면 혈청철에 존재하는 철을 이용하여 혈색소를 합성

한다. 이시기에는 혈청철은 감소하는 반면 장에서 철의 흡수를 증가시

키기 위해 트랜스페린의 생산량을 늘리게 되어 총철결합능(TIBC)은 

상승하고 혈청철의 감소와 총철결합능의 증가로 인하여 트랜스페린 

포화도(혈청철/TIBC ×100%)는 감소한다. 트랜스페린 포화도가 16% 미

만으로 감소하면 혈색소 합성이 저하되어 철결핍성빈혈 상태가 되고 

저색소성, 소적혈구성, 적혈구부동증(anisocytosis)과 같은 형태학적 특

징이 나타난다. 적혈구부동증을 나타내는 적혈구분포폭(red cell dis-

tribution width, RDW)은 잠재적 철결핍성빈혈에서 흔하게 관찰되므

로 진단에 도움이 된다[42]. 그리고, 철이 부족한 세포는 가능한 많은 

Table 1. Causes of iron deficiency

Cause Example

Insufficient intake Malnutrition, vegetarians, vegans, iron-food
Decreased absorption Gastrectomy, duodenal by pass, bariatric surgery, H. pylori infection, celiac sprue, atrophic astritis, inflammatory bowel disease, 

Drugs (proton pump inhibitors, H2 blockers)
Chronic blood loss Gastrointestinal tract: any benign or malignant lesion, hookworm, drugs (salycilates, corticosteroids, NSAID)

Genitourinary system: heavy uterine bleeding, intravascular hemolysis (eg, PNH)
Regular blood donors

Increased demand Increased iron demand: infancy, adolescence, pregnancy (second and trimester)

NSAID, nonsteroid anti-inflammatory drugs; PNH, p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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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철결핍빈혈과 구분되지만 병이 좀 더 진행하는 경우 소적혈구, 저색

소적혈구빈혈을 나타내므로 철결핍빈혈과 감별이 필요하다[11]. 만성

염증성빈혈은 염증반응에 의해 생성된 헵시딘에 의한 철의 이용제한

이 주된 원인이다. 만성염증빈혈에서 철의 이용제한에 의해 낮은 혈청

철 농도를 보이고 간세포에서 생산되는 트랜스페린은 저장철의 상태

를 반영하므로 정상이거나 감소된 소견을 보이다. 따라서, 트랜스페린

의 간접측정 지표인 총철결합능(TIBC)는 정상이거나 감소하게 된다. 

트랜스페린 포화도는 트랜스페린의 양에 따라 정상이거나 감소할 수 

있다. 저장철의 지표로 활용되는 혈청 페리틴은 급성반응기단백로 염

증상황에서 증가할 뿐만 아니라 헵시딘의 작용으로 저장철이 세포외

부로 방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증가하거나 정상을 보인다[46]. 앞

서 언급한 것처럼, 만성질환빈혈은 저장철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혈청 

트랜스페린 수용체는 증가하지 않고 염증상황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트랜스페린 수용체 수치의 확인은 철결핍빈혈과 만성질환빈

혈의 감별에 도움이된다[43]. 아연 프로토프르피린(zinc protophorphy-

rin, ZPP)은 적혈구생성에 동원되는 철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가하지만 

철결핍빈혈에서도 증가하므로 두 빈혈의 감별에는 도움이 되지 못 한

다. 헵시딘은 철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염증상황에서 증가하

므로 헵시딘 수치를 이용하여 만성질환빈혈과 철결핍성빈혈을 감별하

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Table 2) [13].

철결핍빈혈을 동반한 만성질환빈혈

철결핍빈혈은 소구성, 저색소성빈혈의 형태학적 소견을 나타내고 

만성질환빈혈의 경우 빈혈 증상이 경미하고 대부분 정구성, 정색소성

빈혈을 나타내지만 중증인 경우에는 소구성, 저색소성빈혈을 나타내

므로 형태학 소견으로 구분이 어렵다. 또한, 철결핍빈혈에서 특징적으

로 증가하는 RDW가 증가한 경우 두 빈혈의 감별에 도움이 되지만 그

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별진단이 필요하다[47]. 철결핍빈혈과 

만성질환빈혈을 감별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혈청학적 검사는 혈청 페

리틴이다. 혈청 페리틴이 12 ng/mL 이하로 감소한 경우 철결핍빈혈로 

진단하는데 큰 무리가 없고 TIBC가 증가한 경우에도 감별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감염, 염증, 만성질환 및 악성종양이 있는 경우 철결핍빈

혈을 진단하지 못할 수 있다[11]. 철결핍빈혈을 동반한 만성질환빈혈의 

경우, 철결핍이 있더라도 급성반응기단백질의 영향으로 혈청 페리틴이 

상승하고 TIBC도 정상일 수 있다. 특히, 혈청 페리틴이 30-100 ng/mL

인 경우 추가 적인 검사를 통하여 철결핍빈혈의 동반을 확인하여야 한

다. 가장 좋은 검사법은 골수 검체를 이용한 철염색을 통하여 저장철

의 상태를 파악해야 하지만 침습적인 검사여서 일반적으로 추천되지 

않는다. 혈청 트랜스페린 수용체는 혈청 페리틴과 달리 급성반응성물

질에 영향으로 증가하지 않고 저장철의 상태를 잘 반영하므로 만성질

환빈혈에서 철결핍성빈혈을 동반할 경우 민감한 지표라고 생각되고 

있다[5,48]. 만성염증빈혈에서는 혈청 트랜스페린 수용체가 정상을 나

타내지만 철결핍빈혈을 동반하는 경우 증가된 수치를 나타낸다. 또한, 

혈청 트랜스페린 수용체와 저장철의 지표인 혈청 페리틴을 이용하여 

혈청 트랜스페린 수용체/로그 페리틴(sTfR/log ferritin) 수치는 철결핍

빈혈에서 상승된 비율(>2)을 나타내며 만성질환빈혈에서는 정상 비

율(<1)을 나타낸다. 그리고 철결핍빈혈을 동반한 만성질환빈혈에서는 

상승된 비율(>2)을 나타내므로 만성질환빈혈에서 저장철의 고갈을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다(Table 2) [11].

결  론

철결핍빈혈과 만성질환빈혈은 빈혈 중 가장 빈도가 높다. 철결핍빈

혈은 소적혈구, 저색소적혈구빈혈의 형태를 나타내고, 만성질환빈혈은 

Table 2. Laboratory tests for the differentiation of ACD and IDA

Test IDA ACD IDA + ACD Reference values

Serum ferritin (μg/L) <12 >100 30-100 20-200 (F)
40-300 (M)

Serum iron (μg/dL) Reduced Reduced Reduced 50-160
TIBC, Transferrin (μg/dL) Increased Reduced to normal Reduced to normal 250-400
Transferrin saturation ( %) Reduced Reduced to normal Reduced to normal 20-55 
Soluble TfR Increased Normal Normal to increased †

sTfR/log ferritin >2 <1 >2
Hepcidin Normal Increased Normal to increased †

Hemoglobin (g/dL) Low Low Low >12 (F), >13 (M)
MCV (fL) Microcytic Microcytic to normocytic Microcytic 80-95

IDA, iron deficiency anemia; ACD, anemia of chronic disease; F, female; M, male; TIBC, total binding iron capacity; TfR, transferrin recetor; MCV, mean corus-
cular volume.
†Normal values are according to the method used.
Adapted from Camaschella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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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정상적혈구, 정상색소빈혈을 나타내지만 병기에 따라서 소

적혈구, 저색소적혈구빈혈 나타내므로 추가적인 감별진단이 필요하다. 

두 질환의 감별진단은 철결핍빈혈에서는 저장철의 고갈, 만성질환빈혈

에서는 저장철의 이용제한의 확인을 통하여 가능하다. 감별진단의 표

준 검사는 골수 검체를 철 염색한 후 저장철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지만 침습적이어서 자주 이용되지 않는다. 그 대신 비침습적인 검사방

법을 이용하여 저장철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따라서 철 대사의 

이해를 통한 검사결과의 해석은 두 질환의 감별진단에 필수적이다. 저

장철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일반적인 검사에는 혈청철, 총철결합능, 

혈청 페리틴, 트랜스페린, 트렌스페린 포화도 등이 있다. 혈청 페리틴 

검사는 저장철의 상태를 파악하기에 가장 신뢰할 만한 지표로 두 질

환의 감별진단에 활용되어왔다. 철겹핍빈혈에서 다양한 원인에 의한 

철의 흡수부족으로 인하여 저장철이 감소하므로 혈청 페리틴도 감소

한다. 반면, 만성질환빈혈에서는 헵시딘과 염증성 시토카인의 영향으

로 정상이거나 증가된 수치를 나타낸다. 또한, 철의 이용을 제한하는 

단백질인 헵시딘은 만성질환빈혈에서 증가하므로 두 빈혈의 감별에 

유용한 지표이다. 그러나, 철결핍을 동반한 만성질환빈혈에서는 철결

핍이 있더라도 헵신딘과 염증성 시토카인의 영향으로 혈청 페리틴이 

정상이거나 증가된 수치를 나타내므로 철결핍 상황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염증반응기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포 

내 철의 상태를 잘 반영하는 혈청 트랜스페린 수용체와 저장철의 지표

인 혈청 페리틴을 이용하여 혈청 트랜스페린 수용체/로그 페리틴

(sTfR/log ferritin)수치가 철결핍을 동반한 만성질환빈혈을 조기에 감

별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철결핍빈혈, 만성질환빈혈 그리고 철결핍빈혈을 동반한 만성질환빈

혈은 철 대사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형태학적으로 유사하여 추

가적인 감별검사가 요구된다. 따라서 철 대사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

한 검사항목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철결핍빈혈과 만성질환빈혈

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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