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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의 작은 논문이 완성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직장과 

학업을 겸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며칠을 고민하다 원서를 접수하던 때가 엊그

제 같은데 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20대를 마감하고 30대를 시작한 

이곳 보건대학원에서 첫 강의를 듣던 그날, 노구를 이끄시고 밤 10시 반까지 

두 시간 넘게 흐트러짐 없이 꼿꼿한 자세로, 명강의를 해주신  양재모 명예교

수님의 강의는 앞으로의 학업과 공부에 대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비록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60년이라는 시간이 고

스란히 제 가슴에 전해져온 명강의를 어디서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지나온 

지난 6학기를 되돌아보면, 만감이 교차하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뵙고 그분들의 산경험과 지식과 배움을 

서로 나눌수 있었다는게 무엇보다 큰 보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강의만 듣

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학과모임이든 학교행사등 다양한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었다는데 감사하고,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정규수강과목 뿐만 아니라 청강했던 다른 과목에서도 까다로운 제 질문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주셨던 많은 교수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

니다. 무엇보다 고등학교 졸업이후 대학에서 느끼지 못했던 사제간의 정을 일

꺠워주신 남정모,지선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참 힘든 시기에, 때로

는 부모님처럼 때로는 큰형님처럼 곁에 다가오셔서 끝까지 노력할 수 있도록 



 

기회와 조언과 함께 힘을 주시고 물심양면 도와주시면서, 당신께서도 몸소 학

자로서 365일 한결같이, 밤이 깊도록 묵묵히 연구에 용맹정진하시는 모습을 

말없이 보여주신 지선하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 지난 3개월간 꾸준한 관심과 함께 본 논문 연구를 위해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지원해주신 남재현 원장님, 검진센터 실장님,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병원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초기에 연구방향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시고, 논문의 틀을  바꾸는데 큰 도움을 주신 오경원 박사님께도 다시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연구에 있어 의학적 자문과 함께 논문작성에 있어 많은 점을 일꺠

워주시고 가르쳐주시며 함께 뛰어주신 김희진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쓴다는 핑계로 수년간 찾아뵙지 못한 외조부님, 외조모님, 그리고 하늘에 

계신 조부모님 및 여러 친지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용서를 구하옵고, 평소 자식도

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를, 믿어주시고 뒷바라지해주신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2005. 12. 

김 상 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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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국    문문문문    요요요요    약약약약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은 인슐린 저항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허리둘레, 당뇨병, HDL감소를 동반하는 증세로 심혈관 질환 

증가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철이 췌장에 과다하게 축적될 경우, 이는 이차적인 요인으로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체내 철 결합력이 강한 Ferritin과 대사증후군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2002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11일까지 서울지역 1개 

종합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 19,661명중, 신체계측치(신장, 체중, 

허리둘레, 혈압)과 혈액검사(공복혈당,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Ferritin)가 

누락된 수진자를 제외한 20세이상 69세까지 성인 2,96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녀별 평균 ferritin 농도는 남성이 152.29±81.87ng/mL, 여성이 

50.74±43.41ng/mL으로 남성이 여성이 비해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 p<.0001). 

또한 남녀별 대사증후군 분포에 따라 값을 구하면 대사증후군이 있을 경우,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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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며, 대사증후군 5대 요소별 유무에 대한 평균값에서도 남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Ferritin의 분포도도 남성은 120-200ng/mL 에 주로 분포하는 반면, 

여성은 80ng/mL 이하에 대부분 분포하였다. 

그러나 Ferritin 을 사분위 한후,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한 결과, 남성에서 2.01배(95% CI 1.34-3.03, p=0.0008),  여성에서 0.37배(95% 

CI 2.51-3.67, p=0.0229) 로 대사증후군 여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대사증후군 다섯가지 개별 요소별로는 남녀간에 각각 동일하게 유의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결과, Ferritin과 대사증후군의 위험 증가와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엔 아직까지 미흡하다. 앞으로 좀더 많은 표본수를 통한 계속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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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I. I. 서서서서            론론론론    

 

1. 1. 1. 1. 연구의연구의연구의연구의    배경배경배경배경        

 비만, 통풍, 죽상동맥경화증과, 과식, 과음의 연관성은 이미 예전부터 잘 알려

져 왔다. 대사질환 때문에 생기는 죽상경화 병변은 이미 기원전에 상류 계층의 시

신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도시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갑작스런 변화를 겪게 될 경우, 즉 거친 음식을 먹고 많은 육체적 활

동을 하다가 열량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지내는 환경으

로 바뀌면 비만, 당뇨병, 동맥경화증 등이 급격하게 증가된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피마 인디안, 남아프리카 인디안의 이민자들이 이에 속한다. 한편 평균수명의 증

가와 식생활이 풍요롭게 변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와 중미 및 다른 세계 여러 나라

에서도 이런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얼마전까지 당뇨병과 관상동맥질환은 이들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이 아니었다(허갑범 2005).  

인슐린 저항성에서 기인한 당뇨병의 경우 혈장 철의 과부하가 건강에 미

치는 연구성과가 나오고(Franks, 1998), 특히 췌장 내 철의 과다 침착이 이차적으

로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높은 혈중 철 농도가 당뇨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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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고(Powell, 1998), 핀란드에서 1013명을 대상

으로한 전향적 연구에서 높은 혈청 Ferritin 농도를 보여주는 사람에게서 낮은 혈

청 Ferritin 결과를 보인 대상자들에 비해 혈중인슐린, 당, Fructosamine 의 농도

가 더 높게 나타났다(Tuomainen, 1997).  

또한 국내에서도 14,872명을 대상으로한 연구결과 혈청 Ferritin 은 남자는 

300ng/mL를 기준으로 하고, 여자를 150ng/mL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일 때를 

높은 혈청 Ferritin 농도라고 하였을 때, 남녀 혈당치가 정상수준을 보이는 경우에 

높은 혈청 Ferritin 농도를 보이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적었고, 혈당치가 

증가할수록 높은 혈청 Ferritin 농도를 보이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당뇨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높은 혈청 Ferritin 농도를 보이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한승헌, 2001).      

Ferritin은 포유동물의 간장, 비장, 골수등에 함유되어 있는 생체내 활성물질

로서. 1937년 Lauflberger 씨에 의해 말의 비장과 간에서 최초로 분리된 Ferritin

은, X-Ray와 전자현미경검사에 의하면 분자중앙의 철혼합물 주위에 24개의 유사

한 단백질 소단위들이 둘러싸고 있다. (외부직경 : 120 - 130 A.U., central cavity 

직경 : 75 A.U.). 즉, Ferritin 매 분자는 약 19,000인 단백질 subunit가 24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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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평균 분자량 450,000정도인 Apoferritin이라는 구상의 단백각(protein shell)을 

구성하고, 중앙에는 20 - 38%의 철분이 ferric hydroxyphosphate polymer의 형

태로 함유되어 있어, 필요시 단백질에서 유리되어 바로 생체내에 이용될 수 있는 

저장철형태의 유일한 생리활성형 철단백이다. Ferritin 1분자가 완전히 Fe로 포화

되면 4,500 iron atoms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이는 헤모글로빈 1200분자를 생합성

할 수 있는 Fe 공급량이 된다(naver, 2006). 

 

이러한 대사증후군관련 인자들과 Ferritin의 철 결합 특성을 이용하여,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Ferritin과 당뇨대사의 관련연구에서 좀더 나아가, 인슐린저항성

에서 출발한 대사증후군과 Ferritin과의 상관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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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연구목적연구목적연구목적연구목적    

 

본 연구는 Ferritin 과 대사증후군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단면 연구를 

시행하였다. 

첫째, Ferritin 과 대사증후군 각 요소와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둘째, 남녀별 Ferritin 사분위 구간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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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II. II. 연구연구연구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연구의연구의연구의연구의    틀틀틀틀    

    이 연구의 틀은 다음과 같다. 

 

 

 

       t-test 

       χ2검정 

                                  multiple logistic 

                                      analysis 

 

 

 

 

 

 

 

 

그림 1. 연구의 틀 

대사증후군대사증후군대사증후군대사증후군    

고혈압 

고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 

 

 

FerritinFerritinFerritinFerritin    

혼란변수 

성, 연령, 키, 체중,   BMI, LDL,   

총콜레스테롤,비만, 지방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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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 

    

연구대상은 2002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11일까지 서울지역 1개 

종합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 19,661명중, 신체계측치(신장, 체중, 

허리둘레, 혈압)과 혈액검사(공복혈당,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Ferritin)가 

누락된 수진자를 제외한 20세 이상 69세까지 성인 2,969명 (남성 1,876명, 여성 

1,09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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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자료수집자료수집자료수집자료수집    및및및및        측정방법측정방법측정방법측정방법    

가. 일반적 특성 

 

     문진표를 통한 과거력 조사와  신체계측을 통해 신장, 체중, 허리둘레를 측

정하였고, 혈압은 안정상태에서 2회 측정하였다. 

      

  나. 혈청학적 검사 

 

검사 전날 저녁이후, 다음날 아침까지 공복상태를 유지한뒤, 혈액을 채취하

여 혈청 공복혈당(fasting blood sugar),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중성지

방(triglyceride),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Ferritin 의 농도를 Targa 3000, Hitatch 7170A, Hemat 8 CBC, UriScan Pro+, 

Cell-Dyn 1600를 이용하여 측정 및 분석하였다. 

다. 초음파 검사 

  지방간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고해상도 B-mode 

초음파기 (SA9900, Medison, Korea) 의 7.5MHz 탐촉자를 이용하였으며, 검사자

간 오차를 없애기 위해 동일한 검사자에 의해 시행되었다.   



 - 8 - 

4. 4. 4. 4. 자료자료자료자료    분석분석분석분석    방법방법방법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사증후군을 판정하는데 있어, NCEP ATP III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약물 섭취에 대한 확인이 되지않아, 대상자들이 기입한 과거력 

자료를 참조하였다. 

자료 분석은 t-test, χ2 검정 후, 상관분석과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였으며, 통계처리를 위해 SAS(Window용 Ver.9.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은 p<0.05로 정의하였다. 

 

표 1.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NCEP ATPIII) 

 

 

 

 

 

 

 

 

 

                  

위험인자위험인자위험인자위험인자         

복부비만복부비만복부비만복부비만    - 남자 > 90cm  

     여자 > 80cm  

중성지방중성지방중성지방중성지방      ≥ 150mg/dL  

HDLHDLHDLHDL콜레스테롤콜레스테롤콜레스테롤콜레스테롤    - 남자 < 40mg/dL  

     여자 < 50mg/dL  

혈압혈압혈압혈압      ≥ 130/85mmHg  

공복혈당공복혈당공복혈당공복혈당      ≥ 110mg/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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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IV. IV. 연구연구연구연구    결과결과결과결과    

 

1. 1. 1. 1. 연구대상자의연구대상자의연구대상자의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일반적인일반적인일반적인    특성특성특성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2,969명으로 남성이 1,876명,여성 1,093명이었고, 

연령은 20세부터 69세까지 분포하였다.남녀 비율은 남성이 63.19%, 여성이 

36.81%로 남성이 많고, 평균연령은 남성이 38.79±9.81세, 여성이 

36.30±12.21세였다. BMI는 남성이 23.96±2.95kg/m
2
 여성이 21.45±6.62 

kg/m
2
 였으며, Ferritin 은 남성이 152.59±81.87ng/ml, 여성이 50.74±43.41 

ng/ml로 남성이 3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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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성별에 따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남성 여성   

인원(%) 1876 (63.19%) 1093 (36.81%)  P-value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연령(세) 38.79 ± 9.81 36.30 ± 12.21  <.0001 

신장(cm) 172.64 ± 5.88 160.76 ± 6.00  <.0001 

체중(Kg) 71.50 ± 10.04 55.26 ± 15.83  <.0001 

BMI (kg/m
2
) 23.96 ± 2.95 21.45 ± 6.62  <.0001 

허리둘레(cm) 85.26 ± 7.85 74.22 ± 8.56  <.0001 

수축기혈압(mmHg) 124.09 ± 14.13 113.55 ± 15.72  <.0001 

이완기혈압(mmHg) 75.80 ± 10.70 69.054 ± 10.29  <.0001 

중성지방(mg/dl) 137.37 ± 91.27 79.39 ± 52.16  <.0001 

HDL(mg/dl) 54.01 ± 13.37 61.94 ± 15.38  <.0001 

LDL(mg/dl) 115.86 ± 32.30 108.38 ± 32.57  <.0001 

공복혈당(mg/dl) 93.08 ± 17.51 89.08 ± 16.47  <.0001 

총콜레스테롤(mg/dl) 197.21 ± 33.90 197.21 ± 34.51  <.0001 

Ferritin(ng/ml) 152.59 ± 81.87 50.74 ± 43.41  <.0001 

*    BMI: body mass index 

**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  LDL: low density lipo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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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erritin 2. Ferritin 2. Ferritin 2. Ferritin 분포분포분포분포        

    전체 대상자 2969명은 Ferritin 값을 갖고있었으며, 그림 2에 따르면, 전체 

평균은 115.09±85.68ng/mL,이며 중위값은 110mL이다.  

그림 3에 나타난 남성 1876명의 Ferritin 평균값은 152.59±81.87ng/mL 이

며, 중위값은 134ng/mL이다.  

그림 4에 나타난 여성 1093명의 Ferritin 평균값은 50.74±43.41ng/mL이고, 

중위값은 40.1ng/mL이다.  

 

 

 

 

     

                         그림 2. Ferritin 전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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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남성의 Ferritin 전체 분포 

 

 

             

그림 4. 여성의 Ferritin 전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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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대사증후군에대사증후군에대사증후군에대사증후군에    따른따른따른따른    특성특성특성특성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은 복부비만,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혈압, 공복혈당을 기준으로 5가지중 세가지 이상이면 대사 증후군으로 판정한다. 

표 1에 나온 기준에 따라 남녀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다음에 나오는 

표 3, 표 4, 표 5, 표 6에  분류가 되어있다. 남성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11.35%이며 연령별로는 35-49세에서 높게 나타나며 여성의 대사증후군  

유병율은 7.74% 이며 연령별로는 45-64세에 폭넓게 분포하여 있으며,그 이하  

연령에서는 남성에 비해 비교적 적다. 대사증후군을 지닌 남성의 연령은 평균 

44.3±9.81세 이며, BMI는 평균 26.12±2.49kg/m
2
 이다. 여성의 경우는 평균 

51.42±11.2세 이며, BMI는 평균 26.04.±3.50 kg/m
2
 으로 연령은 여성이 높지만, 

BMI는 남녀별 차이가 없다.  

대사증후군에서 수축기 혈압은 남성이  134.85±12.77mmHg,  여성이 

132.29±15.01mmHg 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Ferritin 은 남성이  176.75±

45.62 ng/mL, 여성이 70.17±45.62ng.mL 으로 남녀별 차이가 크다. 

    대사증후군이 있을 경우, 전반적인 변수들이 성별에 무관하게 높게 나타났으

며, 연령, BMI, 혈압, 혈당,중성지방, 허리둘레, HDL-콜레스테롤에 대한 구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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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검정을 실시한 결과, 남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3.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변수의 일반적 특성(남성) 

 대사증후군 정상군   

인원(%) 213 (11.35%) 1663 (88.65%)  P-value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연령(세) 44.3 ± 9.81 38.08 ± 9.59  <.0001 

신장(cm) 172.58 ± 5.85 172.64 ± 5.89  0.8856 

체중(Kg) 77.87 ± 8.98 70.68 ± 9.88  <.0001 

BMI (kg/m2) * 26.12 ± 2.49 23.69 ± 2.89  <.0001 

허리둘레(cm) 91.88 ± 4.97 84.02 ± 7.68  <.0001 

수축기혈압(mmHg) 134.85 ± 12.77 122.71 ± 13.69  <.0001 

이완기혈압(mmHg) 83.89 ± 10.77 74.77 ± 10.25  <.0001 

중성지방(mg/dl) 242.42 ± 119.9 123.85 ± 77.17  <.0001 

HDL(mg/dl) ** 46.12 ± 15.71 55.02 ± 12.69  <.0001 

LDL(mg/dl) *** 115.32 ± 38.75 115.93 ± 31.39  0.8247 

공복혈당(mg/dl) 112.33 ± 27.11 90.60 ± 14.07  <.0001 

총콜레스테롤(mg/dl) 209.96 ± 38.11 195.57 ± 32.97  <.0001 

Ferritin(ng/ml) 176.75 ± 94.37 149.49 ± 79.63  <.0001 

*    BMI: body mass index 

**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  LDL: low density lipo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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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변수 구간별 특성(남성) 

  대사증후군 정  상  군  

인원(%)  213 (11.35%) 1663 (88.65%)  

  N  / (%) N  / (%) χ2 

연령(세) 20-24 0 (0) 19 (1.14) 88.86† 

 25-29 11 (5.16) 319 (19.18)  

 30-34 22 (10.33) 366 (22.01)  

 35-39 39 (18.31) 342 (20.57)  

 40-44 45 (21.13) 253 (15.21)  

 45-49 40 (18.78) 144 (8.66)  

 50-54 25 (11.74) 96 (5.77)  

 55-59 11 (5.16) 56 (3.37)  

 60-64 9 (4.23) 45 (2.71)  

 65-69 11 (5.16) 23 (1.38)  

BMI (kg/m2) * <18.5 0 (0) 30 (1.80) 131.16† 

 18.5≤BMI<23   14 (6.57) 660 (39.69)  

 23≤BMI<25 61 (28.64) 481 (28.92)  

 25≤ 138 (64.79) 492 (29.59)  

혈압(mmHg) <130/85 mmHg  35 (16.43) 1121 (67.41) 207.47† 

 ≥130/85 mmHg 178 (83.57) 542 (32.59)  

혈당(mg/dl) 110< 51 (23.94) 1387 (83.40) 373.01† 

 ≥110 162 (76.06) 276 (16.60)  

중성지방(mg/dl) <150 26 (12.21) 1268 (76.25) 361.88† 

 ≥150 187 (87.79) 395 (23.75)  

허리둘레(cm) ≤90 127 (59.62) 1600 (96.21) 345.69† 

 >90 86 (40.38) 63 (3.79)  

HDL(mg/dl) ** 40≤ 110 (51.64) 1521 (91.46) 263.66† 

 <40 103 (48.36) 142 (8.54)  

†:  p<.0001 

*    BMI: body mass index 

**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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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변수의 일반적 특성(여성) 

 

 대사증후군 정상군  P-value 

인원(%) 84 (7.74%) 1001 (92.26%)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연령(세) 51.42 ± 11.2 34.95 ± 11.38  <.0001 

신장(cm) 157.74 ± 5.55 161.06 ± 5.97  <.0001 

체중(Kg) 64.84 ± 9.82 54.45 ± 16.03  <.0001 

BMI (kg/m2) * 26.04 ± 3.50 21.05 ± 6.69  <.0001 

허리둘레(cm) 85.54 ± 7.23 72.44 ± 7.32  <.0001 

수축기혈압(mmHg) 132.29 ± 15.01 111.89 ± 14.59  <.0001 

이완기혈압(mmHg) 78.88 ± 10.28 68.18 ± 9.79  <.0001 

중성지방(mg/dl) 142.49 ± 63.30 73.71 ± 47.11  <.0001 

HDL(mg/dl) ** 47.35 ± 10.67 63.22 ± 15.07  <.0001 

LDL(mg/dl) *** 135.78 ± 38.35 106.03 ± 30.99  <.0001 

공복혈당(mg/dl) 109.14 ± 32.80 87.30 ± 12.73  <.0001 

총콜레스테롤(mg/dl) 211.89 ± 41.39 184.19 ± 32.97  <.0001 

Ferritin(ng/ml) 70.17 ± 45.62 47.05 ± 36.01  <.0001 

*    BMI: body mass index 

**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  LDL: low density lipo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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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변수 구간별 특성(여성) 

  대사증후군 정상군  

인원(%)  84 (7.74%) 1001 (92.26%)  

  N  / (%) N  / (%) χ2 

연령(세) 20-24 2 (2.38) 169 (16.88) 167.01† 

 25-29 2 (2.38) 289 (28.87)  

 30-34 5 (5.95) 129 (12.89)  

 35-39 4 (4.76) 103 (10.29)  

 40-44 5 (5.95) 86 (8.59)  

 45-49 13 (15.48) 87 (8.69)  

 50-54 16 (19.05) 68 (6.79)  

 55-59 13 (15.48) 32 (3.20)  

 60-64 14 (16.67) 22 (2.20)  

 65-69 10 (11.90) 16 (1.60)  

BMI (kg/m2)* <18.5 0 (0) 205 (20.38) 229.75† 

 18.5≤BMI<23   13 (15.48) 604 (60.04)  

 23≤BMI<25 19 (22.62) 115 (11.19)  

 25≤ 52 (61.90) 85 (8.39)  

혈압(mmHg) <130/85 mmHg  23 (27.38) 883 (88.21) 208.17† 

 ≥130/85 mmHg 61 (72.62) 118 (11.79)  

공복혈당(mg/dl) 110< 32 (38.10) 890 (88.91) 156.76† 

 ≥110 52 (61.90) 111 (11.09)  

중성지방(mg/dl) <150 45 (53.57) 958 (95.70) 196.91† 

 ≥150 39 (46.43) 43 (4.30)  

허리둘레(cm) ≤90 22 (26.19) 949 (94.81) 388.02† 

 >90 62 (73.81) 52 (5.19)  

HDL(mg/dl) ** 40≤ 17 (20.24) 813 (81.22) 160.29† 

 <40 67 (79.76) 188 (18.78)  

†:  p<.0001 

*    BMI: body mass index 

**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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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남녀의 연령별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나타낸 그래프로 연령이 증가할

수록 전체 인구 중, 대사증후군 대상자는 증가하나, 남녀별로는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 30-34세 구간부터 5세 간격으로 5%가 넘는 유병

률 증가를 45-49세 급간까지 꾸준히 나타냄에 반해 여성의 경우, 40-44세 구간

에서 5%를 보이던 유병률이 45-49세 급간에서는 13%로 급격히 상승하며, 이는 

60-64세 구간까지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함이 나타났다. 

 남성은 50-54세 구간부터 다시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감소하다 60-64세 급간

에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60-64세 급간에서 38%의 유

병률을 보이다 65-69세에 13% 대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는 대사증후군에 따

른 남성의 질환별 사망에 따른 인구감소를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림 6은 각 구간에서 69세까지 총 누적된 대사증후군 대상자를 나타낸 것으

로, 남성, 여성, 총계 모두 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 그래프에서 남성

의 경우45세에서 55세 구간의 증가율이 거의 없다가 60세 이상부터 증가하는 것

이 나타나는데, 그림 5에 나타난 바처럼 남성의 경우 45세에서 극점을 이룬 뒤, 

유병률이 감소함에 따른 현상이다.  여성의 경우 45세 이상부터 유병률 증가가 

눈에 띄는데 이는 폐경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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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5. 남녀 연령별 대사증후군 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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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남녀 연령별 대사증후군 유병률 (누적분포) 

0

5

10

15

20

25

30

35

40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55-59

세

60-64

세

65-69

세

남자(%)

여자(%)

총계(%)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20세이상 30세이상 40세이상 50세이상 60세이상

남자(%)

여자(%)

총계(%)



 - 20 - 

    그림 7과 그림 8은 대사증후군 및 각 요소별 분포에 따른 비율을 성별로 나타

낸 것 이다. 

    그림 7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대사증후군은, 45-50세 구간 이후, 유병률이 

감소하다가 65-69세에 다시 증가하며, 고혈압은 30-44세까지 증감이 없다가 

45-49세에 급격히 상승하며 50대 초반에 잠시 감소하다 그 이후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낸다. 당뇨의 경우 55-59세까지 증가하다 60대 초반에  유병률이 떨어진 

뒤, 60대 후반에 다시 증가하며, 중성지방의 경우 50대 초반까지 유병률이 증가하

다 50대 후반에 감소한 뒤, 60대 초반에 다시 상승한다. 

   허리둘레의 경우 각 요소 중 가장 낮은 유병률이지만, 40대 후반에 10% 이상 

높이 상승한 뒤, 50대 후반에 20% , 다시 60대 후반에 40% 까지 상승하였다. 

    HDL-콜레스테롤의 유병률은  20대 초반에 10% 이후 잠시 감소하였다가 30

대 후반부터 10%를 넘어50대 초반까지 계속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가 50대 

후반 이후 감소 후, 60대 후반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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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허리둘레, HDL-콜레스테롤의 연령별 분포 

                                                                     (남성, 20-69세) 

     *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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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여성 중 대사증후군 및 대사증후군 요인들에 대한 유병율을 

연령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40대 초반까지 5% 이하였다가, 

45세를 넘으면서 구간별로 평균 10%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고혈압의 경우 30대까지는 10% 미만이다가 40대 초반부터 증가하여 50대 

초반까지 급격히 상승한 뒤, 50대 후반에는 증감이 거의 없다. 그 후 60대 초반이 

급격히 상승한 뒤, 미미한 증가양상을 나타냈다. 

당뇨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10%정도 급격히 증가한 뒤, 잠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 50대 초반에 다시 10% 이상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잠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가 60세 초반에 다시 15% 가까이 증가하였다가 소폭 

감소하는 경향으로, 연령에 따라 계단식으로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중성지방의 경우 40대 초반에 상승한 뒤, 전반적으로 50대 초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60대 초반 28% 까지 상승하였다가 60대 후반 무렵 10% 정도 감소를 

나타냈다.  

허리둘레는 40대 초반까지 상승하다 45대 후반에 급격히 상승한 뒤, 증감이 

없다가 50대 후반,급격히 상승한 뒤, 60대부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HDL-콜레스테롤은 30대 초반 유병률이 10% 상승한,뒤, 30대 후반까지 다시 

18% 가까이 상승하였다가 40대 후반까지 감소한 뒤,50대 후반 이후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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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허리둘레, HDL-콜레스테롤의 연령별 분포 

                                                                     (여성, 20-69세) 

*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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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erritin4. Ferritin4. Ferritin4. Ferritin의의의의    특성특성특성특성        

 

Ferritin은 생체 내 활성물질로서. 필요시 단백질에서 유리되어 바로 생체내

에 이용될 수 있는 저장철(Fe) 형태의 유일한 생리활성형 철단백이다. 분자중앙의 

철혼합물 주위에 24개의 유사한 단백질 소단위들이 둘러싸고 있고 Ferritin 매 분

자는 약 19,000인 단백질 subunit가 24개 모여 평균 분자량 450,000정도인 

Apoferritin이라는 구상의 단백각(protein shell)을 구성하고, 중앙에는 20 - 38%

의 철분이 ferric hydroxyphosphate polymer의 형태로 함유되었으며, Ferritin 1

분자가 완전히 Fe로 포화되면 4,500 iron atoms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이는 헤모글

로빈 1200분자를 생합성할 수 있는 Fe 공급량이 된다.  

 표2에 나온 바와 같이 남성은 여성에 비해 높은 Ferritin 수치를 보이고 있어, 

남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이 무리임에 따라, 남녀별 사분위로 나눠 각 구간별로 관

련요소들의 본 결과가 다음의 표7과 표8이다. 

남성의 경우 사분위로 나누면, 평균연령은 38.64세~39.19세로 구간별 특이점

은 없었고, BMI 및 허리둘레, 중성지방 등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수축기 

혈압 및 이완기 혈압은 제 2사분위수군에서 잠시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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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공복혈당도 이와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표 8의 결과, 여성의 경우 사분위로 나누면, 연령, BMI, 공복혈당은 사분위수

군에 따라 증가하였으며,허리둘레는 제 2사분위수군에서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

로는 증가하였다. 수축기 혈압 , 이완기 혈압, 중성지방은 제 4사분위수군에서 값

이 높게 나타났다. 

 

표 7. 남성의 Ferritin 사분위  분포 

 

 남성의 Ferritin 사분위 (ng/mL) 

Ferritin(ng/mL) <97.80 97.80≤ <135 135≤  <195 195≤ 

인원 471 467 478 460 

연령(세) 39.19 (9.87) 38.64 (9.97) 38.20 (9.75) 39.14 (9.63) 

BMI (kg/m2) 23.41 (2.62) 23.65 (3.09) 24.04 (2.71) 24.75 (3.16) 

허리둘레(cm) 84.51 (8.11) 85.15 (7.44) 85.32 (7.29) 86.12 (8.69) 

수축혈압(mmHg) 123.21 (13.49) 122.20 (14.85) 124.52 (13.48) 126.44 (14.31) 

이완혈압(mmHg) 75.59 (10.38) 74.75 (10.44) 75.51 (10.61) 77.38 (11.22) 

중성지방(mg/dl) 118.92 (73.23) 129.62 (79.55) 138.43 (90.23) 162.97 (112.19) 

HDL(mg/dl) 54.25 (13.83) 54.56 (12.74) 53.42 (12.55) 53.81 (14.33) 

공복혈당(mg/dl) 92.31 (15.36) 91.55 (13.49) 92.83 (17.94) 95.66 (21.92) 

자료: 평균(표준편차) 

 

*    BMI: body mass index 

**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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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여성의 Ferritin 사분위  분포 

 

 여성의 Ferritin 사분위 (ng/mL) 

Ferritin(ng/mL) <20.05 20.05≤  <40.45 40.45≤  <69.5 69.5≤ 

인원 274 274 274 263 

연령(세) 34.80 (10.37) 33.79 (10.26) 35.48 (11.85) 41.00 (14.63) 

BMI (kg/m2) 20.88 (2.90) 20.91 (3.15) 21.84 (12.00) 22.12 (3.42) 

허리둘레(cm) 73.59 (8.48) 72.64 (8.02) 75.39 (9.61) 74.95 (8.39) 

수축혈압(mmHg) 112.77 (16.53) 112.41 (15.77) 112.29 (13.77) 116.53 (15.87) 

이완혈압(mmHg) 68.49 (10.19) 69.08 (9.76) 67.88 (9.67) 70.61 (10.84) 

중성지방(mg/dl) 74.81 (59.77) 75.22 (43.21) 75.36 (46.67) 91.28 (54.92) 

HDL(mg/dl) 62.69 (16.40) 63.03 (15.03) 61.83 (15.35) 60.32 (14.55) 

공복혈당(mg/dl) 85.77 (11.77) 87.85 (13.95) 88.42 (16.84) 94.11 (20.46) 

자료: 평균(표준편차) 

 

*    BMI: body mass index 

**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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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Ferritin을  대사증후군 다섯가지 요소 (고혈압, 당뇨병, HDL-콜레스

테롤, 허리둘레, 고지혈증)의 유무에 따라 평균값을 구하면 표 9와 같다. 

남성은  HDL-콜레스테롤과 허리둘레의 유무에 따른 Ferritin 값이 큰 차이

가 없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외, 남성에 대한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대사증후군 요소에  따른 Ferritin 수치의 차이가 유의하다. 

여성은 HDL-콜레스테롤의 경우, p-값이 0.30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고, 기타 변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10은 표 9의 Ferritin 값을 로그치환 한 값으로, 표 10에서는 남성의 경우 

당뇨, HDL-콜레스테롤, 허리둘레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비만, 대사증후군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성의 경우, HDL-콜레스테롤과 지방간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고혈압, 당뇨병, 허리둘레, 고지혈증, 비만, 대사증후군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28 - 

 

표 9. 질환에 따른 연구대상자들의 Feritin 농도 

 

 남성 P-value  여성 P-value 

연구대상자수(명) 1876   1085  

고혈압    0.0005     0.0027 

  No 147.24 ± 77.61   47.09 ± 35.69  

  Yes 161.17 ± 87.65   57.65 ± 43.80  

당뇨병     0.0170     <.0001 

  No 149.91 ± 78.96   46.41 ± 35.76  

  Yes 161.37 ± 90.29   62.59 ± 42.79  

HDL-콜레스테롤    0.6630     0.3005 

  No 152.93 ± 80.67   48.15 ± 36.41  

  Yes 150.29 ± 89.57   51.07 ± 40.18  

허리둘레    0.3377     <.0001 

  No 151.99 ± 80.83   46.66 ± 35.26  

  Yes 159.55 ± 93.10   67.37 ± 48.07  

고지혈증    <.0001     0.0013 

  No 143.18 ± 76.70   47.56 ± 36.36  

  Yes 173.51 ± 88.88   64.50 ± 45.06  

지방간    <.0001     0.0020 

  No 143.49 ± 75.31   46.75 ± 34.96  

  Yes 163.96 ± 88.11   56.58 ± 44.29  

비만    <.0001     0.0089 

  No 143.63 ± 76.39   47.54 ± 36.23  

  Yes 170.31 ± 89.18   57.90 ± 43.31  

대사증후군    <.0001     <.0001 

  No 149.49 ± 79.63   47.05 ± 36.01  

  Yes 176.75 ± 94.37   70.17 ± 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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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질환에 따른 연구대상자들의 Log Feritin 농도 

 

 남성 P-value  여성 P-value 

연구대상자수(명) 1876   1085  

고혈압    0.0062     0.0101 

  No 4.85 ± 0.58   3.53 ± 0.90  

  Yes 4.93 ± 0.62   3.73 ± 0.95  

당뇨병     0.2704     <.0001 

  No 4.88 ± 0.58   3.52 ± 0.90  

  Yes 4.91 ± 0.65   3.82 ± 0.94  

HDL-콜레스테롤    0.8192     0.5665 

  No 4.89 ± 0.58   3.56 ± 0.89  

  Yes 4.88 ± 0.67   3.59 ± 0.98  

허리둘레    0.7832     <.0001 

  No 4.88 ± 0.59   3.52 ± 0.91  

  Yes 4.90 ± 0.63   3.90 ± 0.89  

고지혈증    <.0001     0.0007 

  No 4.82 ± 0.60   3.54 ± 0.91  

  Yes 5.02 ± 0.56   3.90 ± 0.89  

지방간    <.0001     0.0767 

  No 4.83 ± 0.60   3.54 ± 0.89  

  Yes 4.96 ± 0.58   3.67 ± 1.00  

비만    <.0001     0.0197 

  No 4.83 ± 0.59   3.54 ± 0.90  

  Yes 5.00 ± 0.58   3.74 ± 0.98  

대사증후군    0.0003     <.0001 

  No 4.87 ± 0.59   3.53 ± 0.91  

  Yes 5.02 ± 0.60   4.01 ± 0.80  

 

 



 - 30 - 

5555....남녀별남녀별남녀별남녀별    FFFFerritinerritinerritinerritin    구간에구간에구간에구간에    따른따른따른따른    대사증후군대사증후군대사증후군대사증후군    위험도위험도위험도위험도    

 

Ferritin은 남녀에 따라 값의 차이가 크고 결합력이 강함에 따라 편차가 큰 

편이므로, 남녀별로 사분위수로 나눠, 제 1사분위수에 대한 제 4분위수 Ferritin 

치에 대한 대사증후군 및 대사중후군 요소들에 대한 발생의 교차비를 구하기위해 

남녀의 Ferritin 사분위수를 이용하여 각각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표 11. 대사증후군요소에 따른 Ferritin 구간별 로지스틱 분석 (남성) 

Ferritin 대사증후군 고혈압 

 교차비 95% CI p-value 교차비 95% CI p-value 

<97.80 1  -   1  -   

<135 0.92 0.58 - 1.47 0.7443 1.07 0.81 - 1.40 0.6340 

<195 1.41 0.92 - 2.17 0.1119 0.77 0.58 - 1.00 0.0495 

195≤ 2.01 1.34 - 3.03 0.0008 0.61 0.46 - 0.79 0.0002 

 

Ferritin 당뇨병 허리둘레 

 교차비 95% CI p-value 교차비 95% CI p-value 

<97.80 1  -   1  -   

<135 1.15 0.84 - 1.58 0.3734 1.32 0.80 - 2.17 0.2661 

<195 1.02 0.75 - 1.39 0.9079 1.19 0.73 - 1.92 0.4884 

195≤ 0.83 0.62 - 1.13 0.2391 0.91 0.58 - 1.44 0.6980 

 

Ferritin HDL 중성지방 

 교차비 95% CI p-value 교차비 95% CI p-value 

<97.80 1  -   1  -   

<135 1.46 0.98 - 2.17 0.568 0.62 0.46 - 0.84 0.0020 

<195 1.23 0.84 - 1.80 0.2742 0.51 0.38 - 0.68 0.0001 

195≤ 1.05 0.73 - 1.52 0.7750 0.37 0.27 - 0.49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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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Ferritin 구간을 사분위로 나눈후, 제 1사분위수군에 대한 각구간의 

대사증후군과 각 요소들에 대한 위험도 결과는 표 15와 같다.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는 제 1사분위수군에 대하여 제 4사분위수군에서 2.01배 

더 크며,(95% CI 1.34-3.03, p=0.0008) 95% 신뢰구간을 만족한다. 

고혈압의 위험도는 제 1사분위수군에 대하여 제 3사분위수군에서 0.77배 더 

크며,(95% CI 0.58-1.00, p=0.0495) 95% 신뢰구간을 만족하고, 제 

4사분위수군에서  0.61배 더 크고,(95% CI 0.46-0.79, p=0.0002) 95% 

신뢰구간을 만족한다. 

중성지방의 위험도는 제 1사분위수군에 대하여 제 2사분위수군에서 0.62배 

더 크며,(95% CI 0.46-0.84, p=0.0020) 95% 신뢰구간을 만족하고, 제 

3사분위수군에서 0.51배 더 크며,(95% CI 0.38-0.68, p=0.0001) 95% 신뢰구간을 

만족하고, 제 4사분위수군에서 0.37배 더 크고,(95% CI 0.27-0.49, p=0.0001) 

95% 신뢰구간을 만족한다. 

 당뇨병, 허리둘레, HDL-콜레스테롤은 전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여성의 Ferritin 구간을 사분위로 나눈후, 제 1사분위수군에 대한 각 구간의 

대사증후군과 각 요소들에 대한 위험도 결과는 표 16와 같다.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는 제 1사분위수군에 대하여 제 2사분위수군에서 0.37배 

더 크며,(95% CI 0.15-0.91, p=0.0298) 95% 신뢰구간을 만족하고, 제 

3사분위수군에서 0.37배 더 크며,(95% CI 0.16-0.89, p=0.0268) 95% 신뢰구간을 

만족하고, 제 4사분위수군에서 0.37배 더 크고,(95% CI 0.16-0.87, p=0.0229) 



 - 32 - 

95% 신뢰구간을 만족한다. 

당뇨의 위험도는 제 1사분위수군에 대하여 제 4사분위수군에서 0.46배 더 

크며,(95% CI 0.28-10.75, p=0.0022) 95% 신뢰구간을 만족한다. 

허리둘레의 위험도는 제 1사분위수군에 대하여 제 2사분위수군에서 0.43배 

더 크며,(95% CI 0.21-0.87, p=0.0193) 95% 신뢰구간을 만족한다. 

 고혈압,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은 전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12. 대사증후군요소에 따른 Ferritin 구간별 로지스틱 분석 (여성) 

Ferritin 대사증후군 고혈압 

 교차비 95% CI p-value 교차비 95% CI p-value 

<20.05 1  -   1  -   

<40.45 0.37 0.15 - 0.91 0.0298 0.90 0.55 - 1.48 0.6918 

<69.5 0.37  0.16 - 0.89 0.0268 1.59 0.93 - 2.71 0.0845 

69.75≤ 0.37 0.16 - 0.87 0.0229 0.78 0.49 - 1.26 0.3257 

 

Ferritin 당뇨병 허리둘레 

 교차비 95% CI p-value 교차비 95% CI p-value 

<20.05 1  -   1  -   

<40.45 0.75 0.44 - 1..29 0.3071 0.43 0.21 - 0.87 0.0193 

<69.5 1.10 0.61 - 1.88 0.7877 0.59 0.29 - 1.20 0.1475 

69.75≤ 0.46 0.28 - 10.75 0.0022 0.59 0.30 - 1.16 0.1243 

 

Ferritin HDL 중성지방 

 교차비 95% CI p-value 교차비 95% CI p-value 

<20.05 1  -   1  -   

<40.45 1.10 0.71 - 1.63 0.7135 0.69 0.32 - 1.47 0.3417 

<69.5 1.11 0.74 - 1.69 0.5939 0.77 0.36 - 1.64 0.5049 

69.75≤ 1.37 0.90 - 2.11 0.1405 0.54 0.27 - 1.09 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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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고고고고    찰찰찰찰 

    

Ferritin 은 철 저장과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체내 단백질 (isometric 

protein)로서, 1937년 Laufberger에 의하여 말의 간과 비장에서 최초로 

추출되었다. 1972년 Addison은 Ferritin 이 혈청 중 저장 철의 농도에 비례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다 (Addinson, 1972). 인체 내에서는 간, 비장, 골수 등 

세망내피계에 주로 많이 존재하고, 심장, 신장, 췌장, 소장 등에도 소량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alliday, 1978). 체내에서 대부분의 Ferritin 은 세포 

내에 존재하며 혈청에는 소량만이 존재하는데, 여러 병적인 상태에서는 혈청 

Ferritin 수치가 증가하게 된다. 즉 혈청 중 철 과잉 상태 (윤상륭, 1981), 염증성 

질환 (Lipschitz, 1974), 급만성 간질환 (임규방 1981, 김현숙 1985) 및 악성종양 

(김삼용 1981,Ejin 1977,Johns 1973,Jacobs 1976)에서 혈청 Ferritin 이 높아지는 

것이 보고되었다. 국내에서도 문윤성 등이 각종 악성종양에서 혈청 Ferritin 수치 

(308.93±246.96 ng/ml)가 정상 대조군 (89.22±49.78 ng/ml) 및 양성질환 

(133.33±179.47 ng/ml)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되었음을 보고하였으며, 혈청 

Ferritin 을 악성종양 진단 시 암표지자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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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윤성 등, 1987).  

Ferritin 은 체내 철저장량을 나타내는 표지자이다. 철저장량 부족은 빈혈의 

일종인 철결핍성 빈혈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체내 철과 관련된 표지자들을 

개괄하기 위하여 빈혈의 분류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빈혈이란 혈액 중 적혈구의 양이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요구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적혈구 양은 혈관 내를 순환하는 

혈액 내의 적혈구수, 혈색소량 (hemoglobin), 적혈구용적률 (hematocrit)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때 조직 내 산소요구량의 충족여부는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임상적으로는 헤모글로빈 혈색소치를 이용한 WHO 기준 즉 헤모글로빈 수치가 

성인 여성에서는 12.0 g/dl 미만인 성인 남성에서는 13.0 g/dl 미만, 임신 

여성에서는 11.0 g/dl 미만 등의 기준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DeMaeyer, 1985). 

혈색소 (hemoglobin)란 혈액 100 mL 안에 들어있는 적혈구 내에 존재하는 

혈색소의 총합을 의미하며 단위는 g/dL를 사용한다. 적혈구용적률 

(hematocrit)이란 전혈을 원심분리한 이후 혈액의 총량에서 적혈구가 차지하는 

양의 비율로서, 단위는 %이며 통상 혈색소량의 3배에 해당한다. 일반혈액검사 

(CBC)를 시행하면 위의 결과 외에 다음과 같은 적혈구 지수 (RBC indices)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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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적혈구 지수는 적혈구의 크기와 혈색소량을 평가하는 검사로 빈혈을 

분류하는데 유용하며, 평균적혈구용적 (mean corpuscular volume, MCV), 평균 

적혈구 혈색소 (Mean corpuscular hemoglobin, MCH) 및 평균적혈구혈색소농도 

(mean corpuscular hemoglobin concentration, MCHC)의 3가지가 사용된다. 이 

중 MCV는 적혈구의 크기를 나타내며, 빈혈 분류와 원인 감별 지표로서 가장 

중요하지만 MCH와 MCHC 결과는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떨어져 임상적으로는 

유용성이 제한적이다. 빈혈은 MCV로 알 수 있는 적혈구의 크기에 따라 정구성 

(Normocytic, MCV 80~100 fL), 소구성 (Microcytic, MCV<80 fL), 대구성 

(Macrocytic, MCV>100 fL) 빈혈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빈혈이 없어도 MCV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의 원인으로는 알코올 섭취, 비타민 B12 결핍, 엽산 결핍, 

재생불량성 빈혈 및 혈액학적 악성종양, 만성 간질환, 약물,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이 있다 (Davidson, 1978, Breedveld, 1981). 빈혈에 의한 저산소증에 의한 

자극으로 생산되는 신생적혈구인 그물적혈구 (reticulocyte count)도 빈혈 감별에 

사용된다. 그물적혈구는 정상인에서는 순환하는 적혈구의 1-2%를 차지하지만 

빈혈이 있으면 이를 보상하고자 하는 골수의 반응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적혈구용적분포 (red cell distribution width, RDW)는 적혈구의 크기가 균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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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차이가 나는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로서, 빈혈 감별진단에 참고할 수 있는 

검사이지만 확진 기준은 아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자동화된 전혈 검사 (CBC)를 

통해 계산할 수 있으며, 말초혈액 도말검사를 통해서는 적혈구의 크기나 모양의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적혈구의 크기가 큰 경우 즉 대구성인 경우 위와 같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소구성인 경우는 대부분 철결핍성 빈혈이 원인이다. 적혈구의 크기가 정상인 

정구성 빈혈의 경우는 철결핍성 빈혈 (Iron deficiency anemia, IDA)과 

만성질환에 의한 빈혈 (anemia of chronic disease, ACD)이 가장 흔한 원인이다. 

 철 결핍성 빈혈에서는 우선 골수 내에 저장된 철분이 소실되고, 이어서 혈색소의 

감소, 혈청 Ferritin 의 감소, 혈청 철의 감소, 평균적혈구용적의 감소, 총철결합능 

증가의 소견이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적혈구의 크기가 작아지는 소구성 철결핍성 

빈혈은 철 결핍이 많이 진행된 후에 나타나는 소견이다. 이러한 철 결핍성 

빈혈에서 철분의 동태(iron profile) 검사, 즉 혈색소 합성에 필요한 철분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혈청철 (serum iron), 총철결합능 (TIBC), 

그리고 혈청철을 총철결합능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인 트랜스페린 포화도 

(Transferrin saturation)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혈청 철의 정상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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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50 μg/dL, 총철결합능의 정상범위는 300~360 μg/dL이다. 트랜스페린 

포화도의 정상범위는 25~50%이며, 15% 미만인 경우 철결핍 상태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Ferritin 검사가 저장철을 반영하는 데 비해, 트랜스페린 포화도 

검사는 세망내피계 대식세포나 간세포와 같이 철을 함유하고 있는 세포에서 

적혈구로 철이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가를 반영하는 검사이다 (Zacharski, 

2000).  

  

Ferritin 은 체내 철분량을 반영하는 검사로서, 남성의 정상치는 평균 100 ng/ml 

내외이며 이는 철무게로 환산하면 1 g에 해당한다. 여성의 경우 철분량은 

남성보다 적은데, 평균 Ferritin 은 30 ng/ml이다. 혈청 Ferritin 이 10 ng/ml 

이하이면 철결핍상태로 진단하며, 20 ng/ml 이하인 경우에는 철결핍상태를 

시사한다고 본다 (Andrews, 2003). 단 혈청철, 총철결합능 및 Ferritin 검사 

결과는 동일한 피검자에서도 하루 중 어느 시점에 검사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Dallman, 1984), 검사시에는 같은 시간에 채혈해야 한다. Ferritin 은 

특히 급성 반응성 물질 (acute phase reactant)로서 급성 질환이나 염증성 질환 

상태에서 급속히 높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만성 감염, 염증성 질환, 신부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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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철결핍의 기준을 50 ng/ml로 상향조정하여 이 수치 

이하인 경우에 철결핍 상태로 진단한다 (Witte, 1991). 

정구성 빈혈은 만성 감염, 만성 염증, 악성 종양 등 장기간 계속되는 

기저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만성질환에 의한 빈혈 (ACD)이라고 

한다. 철결핍성 빈혈 (IDA)과의 감별은 위의 표지자들을 이용하여 감별이 

가능한데, 두 경우 모두 혈청철 (serum iron)은 감소되어 있지만, 철결핍성 빈혈 

(IDA)의 경우 총철결합능(TIBC)과 RDW가 증가하는 데 반해, ACD에서는 

총철결합능(TIBC)이 오히려 감소하고 RDW에는 변화가 없다. Ferritin 도 

IDA에서는 감소하지만 ACD에서는 정상이거나 오히려 증가한다.  

 이와 같이 Ferritin 은 철분 섭취 부족이나 만성적인 혈액 소실 등으로 인한 철 

결핍성 빈혈에서 체내에 저장된 철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인 동시에, 

염증, 암 등에서 증가하는 급성 반응성 염증 표지자이기도 하다. 

 기존에 Ferritin 은 주로 빈혈에서 철 저장량 확인을 위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혈액 내 철의 결핍 뿐만 아니라 철의 과부하 (iron overload)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되면서, Ferritin 은 철 과잉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로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당뇨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가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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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 후로 Ferritin 을 대사증후군의 한 요소로 볼 수 있다는 근거들이 

제시되어 왔다 (Arroyo, 1998). 핀란드에서 1,013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서 

혈청 Ferritin 농도가 공복혈당 및 인슐린 농도와 관련되어 있음이 보고되었다 

(Tuomainen, 1997).  

2004년 Jiang 등은 Ferritin 과 제 2형 당뇨병 발생에 대한 전향적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 따르면, 제 2형 당뇨병은 철 과잉 질환인 혈색소 

침착증 (hemochromatosis)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견 중 하나이다. 건강한 

사람에서도 철 저장량이 많으면 제 2형 당뇨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들은 간호사 건강 연구 코호트의 일부인 전향적 네스티스 환자-

대조군 연구로 Plasma ferritin 농도 및 트랜스페린 수용체 (transferrin 

receptors)와 ferritin 비와 제 2형 당뇨병의 위험을 조사하였다. 1989-1990년 

혈액 검체 채취 당시 당뇨병, 심혈관질환, 암이 없었던 32,826 명의 여성 중 

10년 후 698 명에서 당뇨병이 발생했다. 대조군 (n=716)은 연령, 인종, 

공복상태에 따라 짝지어졌으며, 체질량지수가 가장 높은 십분위군의 경우 

체질량지수도 짝지어졌다. 당뇨병이 발생한 경우 Ferritin 농도가 의미 있게 더 

높았다 (당뇨병 발생군 109±105 vs 대조군 71.5±68.7 ng/mL;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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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량지수와 다른 당뇨병 위험요인들의 영향을 배제한 상태에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층화 분석한 결과, 당뇨병 발생의 다변량 비교위험도 (multivariate 

relative risks, RR)는 Ferritin 5분위수군에서 Ferritin 이 증가함에 따라 1.00, 

1.09 (95% confidence interval [CI], 0.70-1.70), 1.26 (95% CI, 0.82-1.95), 1.30 

(95% CI, 0.83-2.04), 그리고 2.68 (95% CI, 1.75-4.11)로 점차 높아졌다 

(P<.001 for trend). 염증 표지자인 C-reactive protein (CRP)의 영향을 배제한 

후에도 이러한 결과에는 변화가 없었다. 체질량지수, 폐경 여부, 알코올 섭취량, 

CRP 등의 수준에 따른 층화 분석 결과에서도 Ferritin 과 당뇨병 발생의 

관련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Ferritin 등으로 측정한 체내 철 저장량 

증가는 건강한 여성에서 다른 당뇨병 위험 요인과는 독립적으로 제 2형 당뇨병 

위험 증가와 관련되어 있었다. (Jiang, 2004) 

단면 연구에서, 높은 Ferritin 농도는 복부 비만 (Gillum, 2001), 고혈압 

(Piperno , 2002), 이상지혈증 (Williams, 2002) 등과도 관련되어 있었으며, 

서구인에서 철 저장량은 대사증후군의 유병률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Jehn M, 

2004). 

Jehn 등에 의하면, 철 저장량은 대사증후군 유병률 및 인슐린 저항성과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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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보였다(Jehn, 2004). 미국 국민영양조사 (NHANES III)에 참여한 20 

세 이상 성인 6,044 명을 대상으로 NCEP ATP-III 기준에 따른 대사증후군과 

공복 인슐린 농도를 측정한 결과, 폐경 전 여성, 폐경 후 여성, 남성 모두에서 

혈중 Ferritin 농도가 가장 높은 사분위수군은 가장 낮은 사분위수군에 비해 

대사증후군인 경우가 유의하게 더 많았다 (폐경 전 여성, 14.9 % vs 6.4%, 

P=0.002; 폐경 후 여성, 47.5% vs 28.2%, P<0.0001; 남성, 27.3% vs 13.8%, 

P<0.0001). 남성과 폐경 후 여성에서는 연령, 인종, C-반응성 단백 (CRP), 흡연, 

알코올 섭취, 체질량지수의 영향을 배제한 후에도 Ferritin 이 높으면 

Homeostasis model을 이용한 인슐린 저항성 (HOMA-IR)의 비도 높았으나, 폐경 

전 여성에서는 Ferritin 과 인슐린 저항성의 관련성이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철 저장 과잉이 대사증후군 및 그 요소 질환들과 관련성을 보이는 

기전은 확실치 않으나 다음과 같은 가설들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철 (iron)은 

hydroxyl radical의 형성을 촉매 (catalyze)하는 강력한 풋산화제 (전산화제, 

산화촉진물질, prooxidants) 이므로 철의 과부하가 자유 라디칼 (free radical)의 

형성을 촉진하여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되어 세포막 (cell membrane)을 비롯한 

세포 안팎의 지질 (lipid), 단백질 (protein)과 핵산 (nucleic acid) 등을 손상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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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이다 (Andrews, 1999). 두 번째로, 체내 철 과부하는 간에서 

혈중으로의 인슐린 공급을 방해하여 말초 조직의 고인슐린혈증 

(hyperinsulinemia)과 인슐린 저항성 (insulin resistance)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Ferrannini, 2000).  

이러한 기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전의 연구는 Ferritin 

과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의 한 요소에 해당하는 질환의 관련성을 

연구한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허리둘레를 포함한 대사증후군의 모든 요소와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분석을 시행하였다. Jehn 등의 연구에서는 Ferritin 

사분위수군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유병률과 인슐린 저항성의 위험을 

분석하였으나(Jehn, 2004), 이 연구에서는 대사증후군의 각 요소에 따른 분석으로 

요소 질환간의 비교를 시행하였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는 폐경 후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 연구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Ferritin 과 대사증후군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면서, Ferritin 

값을 남녀별로 사분위하여, 수치가 가장 낮은 군에 대한 높은 군들의 위험도를 

확인하기 위해, 고혈압과 공복혈당,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과 허리둘레 각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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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남성의 경우 

Ferritin 수치가 낮은 군에 비해 Ferritin 수치가 높은 군에서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여성은 Ferritin 수치가 높은 군으로 갈수록 

감소하면서 감소치도 일정하였다. 고혈압의 경우, 남성은 위험도가 감소하였으나, 

여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당뇨병에서는 남성은 Ferritin 수치가 높은 군으로 갈수록 위험도가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여성은 Ferritin 수치가 높은 

군으로 갈수록 위험도가 감소하였다. 허리둘레에서는 남성은 Ferritin 수치가 높은 

군으로 갈수록 위험도가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여성도 

감소는 하였으나,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HDL-콜레스테롤에서는 남녀 모두 

위함도가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중성지방에서는 남성에서 

뚜렸한 위험도 감소를 보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여성도 위험도가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일부 결과들이 기존논문과 상이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남녀 모두 연령 분포가 20-30대에 집중되어 있어 중년 및 노령층에 대한 분석은 

추후 연구에서 다시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남녀별로 29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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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분포를 보면 남성이 18.6%, 여성이 42.27%로 주로 직장단체검진이 많았던 

사례에 비추어, 남성에 비해 사회진출이 빠른 20대 직장여성들이 많이 포함되어, 

중년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폐경에 관련된 일반적인 징후들이 인구전체에서 

드러나지 않은 점이 있다. 이로인해, 미국의 경우 평균인구에서 25% 나타나는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본 연구에서는 남성이 11.35% 여성이 7.74%로 나타나 

연령에 따른 편중이 심한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성에 있어 폐경 여부와 

피임약 복용, 출산력이 파악되지 않았으며, 직장여성에 대한 음주력과 흡연 및 

과거력 등을 알 수 없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음주량과 

섭취횟수 및 흡연량이 높은 반면에 이에 대한 자료부족으로 음주와 흡연이 

대사증후군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파악하긴 힘들었으나, 간접적으로 초음파를 

통한 지방간 여부와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Ferritin과 중성지방의 상관성을 

밝힘에 따라 남녀모두, 향후 생활습관과 음주 및 흡연력에 대한 추가 자료 수집을 

통한 알코올성 지방간 또는 비만성 지방간 여부를 확인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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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IVIVI. . . . 결결결결    론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Ferritin 과 대사증후군의 상관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목적은 

Ferritin이 제 2형 당뇨와 상관성이 있다는 기존 연구에서 출발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갖는 대사증후군에서 Ferritin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혈압, 고지혈증, 복부비만, HDL-콜레스테롤, 당뇨병중 

세가지 이상의 소인이 있는 경우 대사증후군 소인이 있다고 판정한 NCEP ATP 

III기준을 적용하여, 대사증후군 환자를 판별하였으며, 이들 개별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중성지방에서 Ferritin 수치가 가장 높은 군은 가장 낮은 군에 

비해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낮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대사증후군에서는 위험도가 증가하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에 반해 

여성의 경우, 대사증후군에서 Ferritin 수치가 가장 높은 군은 가장 낮은 군에 

비해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낮았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고 당뇨병에서는 

위험도가 감소하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대사증후군에 있어서 다섯가지 

요소중 남녀 공통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요소가 일치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관계를 명확이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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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itin is an important predictor for diabates mellitus.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metabolic syndrome and ferritin has not been fully 

understood. We defined the metabolic syndrome, according to the ATPⅢ 

guideline and Korean waist circumference (male: 90cm > ,  female: 80cm >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isk factors of metabolic 

syndrome in Korean adults. 

A total of 2.969(Males 1,876, Females 1,903) subjects aged from 20 to 

70years  who visited Friendodtor Hospital health care system Center between 

January 2002 and December 2005 were studied. 

We excluded those who were not available for physical paramete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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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 test results. We estimated the prevalence of the metabolic syndrome 

according to the ATPⅢ diagnostic guideline. Waist circumference, HDL- 

cholesterol, triglyceride, diabetes medication, hypertension medication, and 

age, were investigate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ty correlation between each factors and elevated Ferritin value. 

In men, with mean increase Ferritin(≧195 ng/mL)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etabolic syndrome and Ferritin.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CRP and triglyceride,  

hypertension and Ferritin. In women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etabolic syndrome, diabetes mellitus and Ferritin. 

In this study, elevated serum Ferritin concentration wa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triglyceride for men and metabolic syndrome for wome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Ferritin is an important predictor for 

metabolic syndrome. 

Key word; metabolic syndrome, Ferritin,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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