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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관상동맥질환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높게 발생한다. 심

장 질환 발생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최고인 시점은 45세 

전후이고 남자에서 3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다. 혈청 

페리틴의 성별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시점도 대략 45세 

전후이고, 역시 남자가 3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
1)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1981년에 Sullivan1)은 남성에서 폐경 전 

여성보다 관상동맥질환 빈도가 더 높은 것은 남성에서 

혈청 페리틴이 더 높게 측정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고 하 다.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 및 뇌혈관질환은 단

일 질환으로 전세계 질병 이환과 사망의 가장 많은 부분

을 차지하므로 이에 관련된 위험인자들을 밝히려는 노

력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Sullivan이 철분 가설을 제시

한 이후로 철분과 심혈관계 질환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여러 역학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교정 가능한 위험인자

로서 철분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철분이 

동맥경화 발생의 중요 인자일 수 있다는 여러 역학 연구 

및 실험 연구들이 있지만 철분과 심혈관계 질환과의 관

련성에는 아직 논란이 있고, 기전도 명확하지 않다.

  철분이 심혈관계 위험인자와 상호작용을 하여 심혈관

계 질환 발생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혈청 페리틴이 

심혈관계 위험 인자들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로 Salo-

nen
2)
이 시행한 핀란드 연구에서, 혈청 페리틴은 심혈관

계 위험 인자들 중 중성지방, 혈당, 수축기 혈압, 아포지

단백 B, 고 도지단백, 운동 부족과 관련이 있었다. 다른 

연구들로,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혈청 

페리틴은 지질, 혈압, 섬유소원, 혈당, 요산 등과 관련성

이 있었다.3-5)

  동맥경화 및 허혈성 심질환 발생에 철분이 하는 역할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다수의 연구들이 시행되

고 있지만 국내의 연구 자료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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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관상동맥질환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3배 정도 높게 발생한다. Sullivan은 남녀간의 체내 저장 철분의 차이가 

남녀간 심장질환 발생빈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가설이 등장한 이후 체내 저장 철분과 심혈관계 

질환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동맥경화 발생에서 철분의 역할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체내 철분 저장과 심혈관계 질환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들이 다양하여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체내 철 저장 상태를 반영하는 혈청 페리틴과 심혈관계 위험 인자들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2003년 10월부터 4개월간 종합병원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한 288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신체계측, 

혈압측정 및 혈액검사를 시행하여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 중성지방, C-반응성단백, 혈청 페리틴을 

측정하여 심혈관계 위험인자와 혈청 페리틴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혈청 페리틴은 여성에서 61.7±38.2 ng/mL, 남성에서는 150.1±82.2 ng/mL로 남성에서 2.5배 정도 높았다(P＜

0.001). 현재 흡연 병력이 있는 군의 평균 혈청 페리틴은 157.6±111.8 ng/mL, 흡연하지 않는 군은 100.5±64.2 

ng/mL로 흡연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6). 혈청 페리틴은 체질량지수,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공복혈당,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령, 저밀도지단백, 고밀도지단백, 

C-반응성단백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혈청 페리틴은 성별(β=-80.333, P＜

0.001), 중성지방(β=0.182, P=0.030)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결론: 건강한 성인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혈청 페리틴 수치가 높았고, 중성 지방이 증가할수록 혈청 페리틴의 

증가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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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 연구자는 건강증진센터를 내원한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혈청 페리틴과 심혈관계 위험인

자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방      법

    1. 대상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서울소재 1개의 종

합병원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한 20세 이상의 성인 320명 

중, 문진과 검사를 통하여 악성종양, 심장질환, 혈액질

환, 간질환, 신장질환, 내분비질환 등의 병력이 있는 경

우와 혈청 페리틴 15 ng/mL 이하, 급성 감염을 제외하

고, 단 고혈압과 당뇨병의 경우는 포함하여 총 288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 다.

    2. 연구 방법

  설문지를 통하여 연령, 성별, 과거력, 흡연력, 음주력, 

현재 질환 및 복용 약물, 운동 여부 등을 조사하 고, 신

장, 체중, 혈압을 측정하 다. 흡연자는 흡연량에 관계없

이 현재 담배를 피우는 경우, 음주자는 술의 종류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한차례 이상 음주를 하는 경우로 정하

다. 운동은 조깅, 등산, 수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한번에 

30분 이상 하는 경우를 주 3회 이상 하는 군과 주 3회 

이내 하는 군으로 나누었다. 체질량지수는 측정한 신장

과 체중을 이용하여 계산하 고, 혈압은 2회 측정하여 

평균을 구하 다.

  8시간 이상 금식 후 혈액을 채취하여 혈청 페리틴, 고

감도 C-반응성단백(highly sensitized C-reactive protein,  hs- 

CRP), 총콜레스테롤, 고 도지단백, 중성지방, 공복혈당

을 측정하 다. 저 도지단백은 Friedewald 방정식으로 

계산하여 구하 다.

    3. 통계분석

  대상자들의 남녀간의 일반적인 특성 비교시 연속형 

변수는 t-test, 명목형 변수는 chi-squre test를 시행하 다. 

당뇨병, 고혈압, 흡연, 운동 유무에서 혈청 페리틴 비교

는 t-test 검정하 다. 혈청 페리틴과 연령, 신장, 체중, 체

질량지수, 혈압, 공복혈당, 총 콜레스테롤, 저 도지단

백, 고 도지단백, 중성지방, hs-CRP와의 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을 하 다. 혈청 페리틴과 성별, 연령, 체질량지

수, 고혈압, 흡연, 운동, 공복혈당, 지질과의 관련성에 대

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하 다. 모든 통계처리는 SPSS 

version 11.0 for windows를 사용하 다. 통계학적 유의수

준은 P값 0.05 미만으로 하 다.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unit: mean±SD, No (%)

ꠧꠧꠧꠧꠧꠧꠧꠧꠧꠧꠧꠧꠧꠧꠧꠧꠧꠧꠧꠧꠧꠧꠧꠧꠧꠧꠧꠧꠧꠧꠧꠧꠧꠧꠧꠧꠧꠧꠧꠧꠧꠧꠧꠧꠧꠧꠧꠧꠧꠧꠧꠧꠧꠧꠧꠧꠧꠧꠧꠧꠧꠧꠧꠧꠧꠧꠧꠧꠧꠧꠧꠧꠧꠧꠧꠧꠧꠧꠧꠧꠧꠧꠧꠧꠧꠧꠧꠧꠧꠧꠧꠧꠧꠧꠧꠧꠧꠧꠧꠧꠧꠧꠧꠧꠧꠧꠧꠧꠧꠧꠧꠧꠧꠧꠧ

Variables Women (n=131) Men (n=157) P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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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years)   47.6±14.5   46.1±14.1 0.380
Height (cm) 157.0±6.2 169.7±5.6 ＜0.001
Weight (kg)  56.8±7.7   69.0±10.3  ＜0.001
Body mass index (kg/m2

)  23.0±3.0  23.9±3.2  0.027
SBP (mmHg)  123.3±17.8  128.3±16.3  0.022
DBP (mmHg)   74.0±12.5   78.9±13.4  0.004
Hypertension (%) 10 (13.0%) 10 (11.1%) 0.710
Diabetes (%) 1 (1.3%) 2 (2.2%) 0.654
Exercise 23 (30.7%) 30 (32.6%) 0.789
≥3 times/week (%)
Current smoking (%) 4 (5.2%) 31 (34.4%) ＜0.001
Fasting blood glucose (mg/dL) 87.4±9.8  92.7±12.6  ＜0.001
Total cholesterol (mg/dL) 181.3±32.4 180.7±29.9  0.876
LDL cholesterol (mg/dL) 104.8±28.2 103.1±26.4  0.610
HDL cholesterol (mg/dL)  56.9±12.0  51.0±11.4  ＜0.001
Triglyceride (mg/dL)  98.1±50.7 132.1±77.6  ＜0.001
hs-CRP (mg/L)  0.8±1.8  0.9±1.9  0.571
Serum ferritin (ng/mL)  61.8±38.2 150.1±8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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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LDL: Low-density lipoprotein, HDL: High-density lipoprotein, hs-CRP: highly 
sensitized C-reactive protein. *P value by t-test (continuous variables) or chi-square test(categorical variables), 



Ah Reum Han, et al: Relationship of Serum Ferritin with Cardiovascular Risk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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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징

  전체 연구 대상자는 288명이며, 여자는 131명, 남자는 

157명이었다.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여자 47.6±14.5

세, 남자 46.1±14.1세로 남녀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남자에서 체질량지수, 흡연력, 공복혈당, 중성지방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고 도지단백은 유의하게 낮았다. 

평균 혈청 페리틴 농도는 여성에서 61.8±38.2 ng/mL, 남

성에서는 150.1±82.2 ng/mL로 남성에서 2.5배 정도로 유

의하게 높았다(P＜0.001)(표 1).

    2. 혈청 페리틴과 당뇨병, 고혈압, 흡연, 운동과의 관계

  혈청 페리틴은 현재 흡연을 하는 군에서 157.6±111.8 

ng/mL, 흡연하지 않는 군에서 100.5±64.2 ng/mL로 유의

한 차이를 보 고(P=0.006), 당뇨병 유무, 고혈압 유무, 운

동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2).

    3. 혈청 페리틴과 연령, 신장, 체중, 혈압, 공복혈당, 지

질, hs-CRP와의 관계

  혈청 페리틴과 체질량지수 및 대사성 변수들과의 상

관분석 결과, 혈청 페리틴은 체질량지수(r=0.165), 수축기

혈압(r=0.133), 이완기혈압(r=0.148), 공복혈당(r=0.163), 총 

콜레스테롤(r=0.149), 중성지방(r=0.293)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고, 연령, 저 도지단백, 고 도지단백, 

hs-CRP와는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었다(표 3).

    4. 혈청 페리틴과 심혈관계 위험인자들의 다중회귀분석

  혈청 페리틴을 종속변수로 하고, 성별, 연령, 체질량지

수, 고혈압, 흡연, 운동, 공복혈당, 총 콜레스테롤, 고 도

지단백, 중성지방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 시

행시, 혈청 페리틴은 성별(β=-80.333, P＜0.001), 중성

지방(β=0.182, P=0.030)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표 4).

고      찰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한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Table 2. The relation of serum ferritin with diabetes, hypertension, 
smoking, and exercise. 

unit: mean±SD
ꠧꠧꠧꠧꠧꠧꠧꠧꠧꠧꠧꠧꠧꠧꠧꠧꠧꠧꠧꠧꠧꠧꠧꠧꠧꠧꠧꠧꠧꠧꠧꠧꠧꠧꠧꠧꠧꠧꠧꠧꠧꠧꠧꠧꠧꠧꠧꠧꠧꠧꠧꠧꠧꠧꠧ

Variables Serum ferritin P valu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Diabetes
Yes  198.6±118.8 0.059
No 110.9±78.5

  Hypertension
Yes  129.0±123.9 0.513
No 110.2±72.0

  Current smoking
Yes  157.6±111.8 0.006
No 100.5±64.2

  Exercise
≥3 times/week 119.3±89.8 0.377
＜3 times/week 108.0±70.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 value by t-test.

Table 3. Correlations of serum ferritin and cardiovascular risk 
factors.

ꠧꠧꠧꠧꠧꠧꠧꠧꠧꠧꠧꠧꠧꠧꠧꠧꠧꠧꠧꠧꠧꠧꠧꠧꠧꠧꠧꠧꠧꠧꠧꠧꠧꠧꠧꠧꠧꠧꠧꠧꠧꠧꠧꠧꠧꠧꠧꠧꠧꠧꠧꠧꠧꠧꠧ

Variables r* P value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0.062  0.291
Body mass index  0.165  0.010
Systolic blood pressure  0.133  0.037
Diastolic blood pressure  0.148  0.020
Fasting blood glucose  0.163  0.006
Total cholesterol  0.149  0.013
LDL cholesterol  0.059  0.331
HDL cholesterol -0.087   0.145
Triglyceride  0.293  ＜0.001
hs-CRP -0.020   0.73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LDL: Low-density lipoprotein, HDL: High-density lipoprotein, 
hs-CRP: C-reactive protein. *r: Correlation coefficient, †P value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serum ferritin and 
cardiovascular risk factors.

ꠧꠧꠧꠧꠧꠧꠧꠧꠧꠧꠧꠧꠧꠧꠧꠧꠧꠧꠧꠧꠧꠧꠧꠧꠧꠧꠧꠧꠧꠧꠧꠧꠧꠧꠧꠧꠧꠧꠧꠧꠧꠧꠧꠧꠧꠧꠧꠧꠧꠧꠧꠧꠧꠧꠧ

Variables β SE P valu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ex -80.333 12.241  ＜0.001
Age  0.430  0.422  0.309
Body mass index  2.004  1.985  0.314
Hypertension  17.925 16.540  0.280
Current Smoking  19.596 14.100  0.167
Exercise  9.136 11.777  0.439
Fasting blood glucose  0.005  0.436  0.990
Total cholesterol  0.039  0.198  0.842
HDL 

cholesterol  1.048  0.576  0.071
Triglyceride  0.182  0.083  0.03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E: standard error, HDL: High-density lipoprotein. *P value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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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본 연구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혈청 페리틴 수치가 높

았고, 중성 지방이 증가할수록 혈청 페리틴은 증가하

다.

  Sullivan
1)
이 남녀간 심장질환 발생 빈도 차이를 체내 저

장 철분의 차이로 설명하고, 철분이 낮을수록 허혈성 심

질환 발생이 감소한다는 가설을 제안한 이후 철분과 심

혈관계 질환 발생 및 사망률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

다. 1992년에 핀란드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향적 연구

에서 혈청 페리틴이 200 ng/mL 이상인 동핀란드 남성은 

낮은 페리틴 수치를 보이는 남성에 비해 심근 경색 발생 

위험이 2.2배 높았다.2) Lauffer6)는 남성과 여성에서 간저

장 철분이 관상동맥질환 사망률과 관련 있음을 보여주

었고, 이 연관성은 혈청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더 강한 

관련성을 보 다(남성, r=0.72, 남녀 모두, r=0.74). Br-

uneck7) 연구에서는 40∼59세의 남녀의 혈청 페리틴은 초

음파로 평가한 경동맥경화증과 강한 관련성이 있었다

(교차비, 1.54/100 ug/L; P＜0.001). 실제로 철분 과다가 고

콜레스테롤 쥐에서 동맥경화 형성을 자극함을 보여준 

동물 실험이 있다.
8) 
철분과 심혈관질환 사망률 사이의 

관련성을 더욱 강하게 지지하는 선천성 혈색소증9)과 지

연피부포르피린증10) 환자에 존재하는 HFE 유전자의 

Cys282Tyr 돌연변이를 연구한 최근 연구가 있다. 폐경 후 

여성에서 이 돌연변이는 뇌혈관 질환 및 심혈관질환 사

망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각각 위험도 2.4, 1.6). 그

러나, 페리틴이 관상동맥질환 발생 및 사망률과 관련이 

없다는 여러 다른 연구들도 있다.11-15)

  본 연구에서 흡연군의 혈청 페리틴은 비흡연군에 비

해 유의하게 높았으나(P=0.006), 운동 여부에 따른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Salonen2) 연구에서는 운동 기

간이 길고 빈도가 많아질수록 혈청 페리틴이 낮아지는 

역관계가 있었고, Lauffer
16)
는 운동으로 체내 페리틴을 낮

추는 것이 심혈관계 사망률을 낮추는 이로운 효과에 기

여할 것이라고 제안하 다.

  혈청 페리틴은 대사성 심혈관계 위험 인자들 중 체질

량지수,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

롤, 중성지방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연구들과 일치하 다.
2,3-5,17)

  혈청 페리틴과 성별, 연령, 체질량지수, 공복혈당, 지

질, 고혈압, 흡연, 운동을 다중 회귀 분석하 을 때, 성별, 

중성지방은 더 강력한 예측인자로 나타났다. 이전 연구

들과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 페리틴은 중성지방과 강한 

관련성이 있었다.2,3-5) 중성지방은 최근 관상동맥질환의 

독립적 위험 인자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18)

  철분이 동맥경화와 허혈성 심질환 발생에 참여하는 

가능한 기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화 저 도지단백 형

성, 둘째, 내피세포 기능부전, 셋째, 동맥 평활근 증식, 

넷째, 허혈-재관류 손상이다. 철분은 시험관에서 Haber- 

Weiss 방정식 등에 의해 자유기를 생성하고 지질 과산화

를 촉매하고
19)

,
 
생체 내에서 반응성 산화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u 등20)은 사람의 경동맥 플라크 내

막의 표본을 얻어서 히드록실 자유기에 노출시킨 후, 지

질 산화물의 생성 정도를 비교하여 지단백 산화에 자유

기가 관여함을 보여주었다. 산화된 지질은 동맥경화의 

개시와 진행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21)

  내피세포 기능 부전은 심혈관 질환의 조기 지표이고 

동맥경화 병리에 기여한다. Duffy 등22)은 메타콜린에 의

한 내피-의존적 혈관 확장 반응이 손상된 관상동맥심질

환을 가진 환자에게 철분 킬레이트제를 주었을 때 이 반

응이 회복되는 사실을 보고하 다.

  혈관 평활근 증식은 동맥경화증의 병태생리에 중요한 

부분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Porreca 등
23)
은 생체  

내와 시험관에서 철분 킬레이트제가 혈관 평활근 세포

에 항증식 효과를 나타냄을 보여주었다. 데페록사민은 

시험관에서 세포 증식을 유의하게 억제하 고, 경동맥 

손상 모형에서 혈관평활근 증식을 예방하 다.

  허혈 후 유산소 대사의 회복에 의해 야기되는 재관류 

손상은 자유기 생성에 의존하고 동물에서 허혈성 심근

에 데페록사민이 이로운 효과를 보여주었다.24)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20세 이상의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 고 고혈압 이외의 심혈관질환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 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 고위험군에서의 관련성은 

알 수 없었다. 둘째, 혈청 페리틴에 향을 주는 인자들

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혈청 페리틴 15 ng/mL 이하, 

혈액질환, 급성 감염, 급만성 간질환 등의 경우를 제외하

으나, 잠재적 악성종양 등의 혈청 페리틴에 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인자들을 완전히 배제하 다고는 할 수 없

다. 셋째, 혈청에서 측정한 페리틴이 체내에 저장된 철분

을 정확하게 반 할 수 없다. 그러나, 혈청 페리틴은 건

강인에서 체내 철분 저장 정도와 강한 상관(r＞0.9)을 보

인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있다.26)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혈청 페리틴은 심혈관계 위

험인자들과 양의 상관을 보 고, 여성보다 남성에서 수

치가 높았으며, 특히 중성지방과 강한 관련성을 보 다.

철분을 낮추는 것이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낮추는지, 위

험이 높은 집단에서 체내 철분 저장 정도가 더 높은지에 

대한 전향적인 개입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혈청 페리틴

이 심혈관계 질환 발생을 증가시키는 위험 인자라면 헌

혈27,28), 킬레이트제 등으로 체내 철분을 낮출 수 있는 효

과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철분과 심혈관계 질환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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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ABSTRACTS

Relationship of Serum Ferritin with Cardio-
vascular Risk Factors

Ah Reum Han, M.D., Kil Young Kwon, M.D., Sang Hwan 
Kim, M.D., Ji Ae Lim, Ph.D.*, Duk Chul Lee, M.D., Hye 
Ree Lee, M.D.†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Yongdong Severance Hospital,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MizMedi Hospital, Seoul, Korea

Background: Sullivan has suggested that higher incidence 

of coronary heart disease in men and postmenopausal 

women is due to higher levels of stored iron in these two 

groups. A few epidemiologic studies in humans have 

reported the association between iron stores and 

increased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s. But there is 

conflicting evidence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ron and cardiovascular diseases. The present study 

evalu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erritin and well 

established cardiovascular risk factors.

Methods: There were 288 healthy subjects who visited a 

health promotion center of a general hospital. We col-

lected data by means of self-reported questionnare and 

measured height, weight and blood pressure. Serum 

ferritin, fasting blood glucose, lipid profiles, and C-reac-

tive protein were measured at a fasting state.

Results: Mean serum ferritin values were 150.1±82.2 

ng/mL in men and 61.7±38.2 ng/mL in women (P＜

0.001). Serum ferritin level in current smoker was higher 

than in non-smoker (157.6±111.8 ng/mL versus 100.5±

64.2 ng/mL, P=0.006). Serum ferritin wa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body mass index, systolic 

blood pressure, diastolic blood pressure, fasting blood 

glucose,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n age, C-reactive protein,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and low-density lipopro-

tein cholesterol.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re was 

association between ferritin and sex (β=-80.333, P＜

0.001) and triglycerides (β=0.182, P=0.030).

Conclusion: The serum ferritin level in men is higher 

than in women in healthy adults. Serum ferriti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riglycerides. (J Korean Acad 

Fam Med 2006;27:35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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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erosclerosis, coronary heart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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