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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헌혈자의 철 결핍 예방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철분제 복용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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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pare data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ron deficiency
by analyzing the effects of taking iron supplements provided by blood centers for repeat blood donors.
Methods: The high-risk groups with a potential iron deficiency were defined as three or more whole blood
donations within the previous year and were provided with iron supplements for three months. Their hemoglobin
and ferritin levels were checked up once a month for six months. The effectiveness of the iron supplements was
evaluated by analyzing the changes in the initial and monthly hemoglobin and ferritin results.
Results: At the time of recruitments, an average 50.4% (40.8% of men and 65.3% of women, respectively) of
participants had ferritin levels of less than 15 ng/mL,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ron deficiency standard,
but after three months iron supplementation, the results decreased to 10.9% (9.0% of men and 13.8% of women).
The ferritin levels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taking iron supplements for three months and showed significant
increases in both men and women, particularly after two months (P＜0.05).
Conclusion: The dietary iron supplements containing low-dose iron were effective in preventing iron deficiency
in repeat blood donors by increasing the ferritin levels. (Korean J Blood Transfus 2021;32:1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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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헌혈자의 철 결핍은 특히 다회헌혈자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고, 헌혈 전 건강진
단 시 헤모글로빈 결과가 정상이지만 체내 저장
철 수치는 감소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1,2].
초회/재참여 헌혈자 및 다회헌혈자 대상 대규모
연구결과에 따르면 페리틴 수치가 25 µg/L 미만
인 비율이 초회 및 재참여 남성 헌혈자의 2.9%,
초회 및 재참여 여성 헌혈자의 32.2%인 반면, 남
성 다회헌혈자에서는 41.6%, 여성 다회헌혈자에
서는 65.1%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2].
혈액사업기관은 헌혈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혈액
은행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Blood Banks)에
서는 헌혈자의 철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 혈액원
이 다음 세 가지 즉, 페리틴은 측정하지 않고 철
분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시행, 헌혈간격을 늘
리거나 연간 헌혈횟수를 제한, 헌혈자에게 페리
틴 검사를 시행하여 수치가 낮은 경우 철분제를
공급하는 방안 중 한 가지를 시행하도록 권고하
였으며, 제도 시행과 더불어 혈액원은 헌혈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을 언급하였다[3]. 캐나다는 전혈 헌혈자의 철
결핍을 줄이기 위해 남성의 헤모글로빈 기준을
125 g/L에서 130 g/L로, 여성의 헌혈간격을 56일
에서 84일로 변경하였고[4], 스위스는 모든 헌혈
자를 대상으로 페리틴 검사를 시행하여 수치가
낮은 경우 철분제를 복용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으며[5], 핀란드는 가임기 여성 헌혈
자와 헌혈간격이 4개월 이하인 헌혈자에게 철분
제를 제공하고 있으며[6], 이 외에도 세계 여러 나
라에서 헌혈자의 철 결핍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
들을 시행하고 있다[7] (Supplementary Table 1).
대한적십자사는 다회헌혈자에서 저장철 수치

감소로 인한 철 결핍성 빈혈 예방을 위해 적혈구
가 포함된 채혈량을 1년 이내 2,160 mL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헌혈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철 결핍 예방을 위한 정책은 아직 마
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헌혈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철분제를 검토한 결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고용량의 철분제는 약사의 복약지도하에
서만 구매 가능함에 따라 철분이 저용량으로 포
함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혈액원에서 제공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는 혈액원에서 제공 가능한 철분제를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선정하고 다회헌혈자를 대
상으로 복용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헌혈자의 철
결핍 예방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
련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본 연구는 대한적십자사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였다(20-11
차-신-2). 2020년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대한적
십자사 서울과 강원 지역의 3개 혈액원(서울중앙,
서울동부, 강원) 헌혈의 집을 방문한 헌혈자 중
직전 1년 이내 전혈 헌혈을 3회 이상한 만 19세
이상으로 문진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당일 전혈
헌혈한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기존에 철
분제를 복용하고 있는 헌혈자는 제외하였고 철분
이 포함된 종합비타민을 복용하는 경우는 연구대
상자에 포함하였다. 또한 처음 모집 시 실시한 페
리틴 검사에서 남성 300 ng/mL 이상, 여성 200 ng/mL
이상인 경우는 체내 철분 과잉 상태로 연구참여
에서 배제하였으며 연구기간 중 헌혈 여부 및 종
류는 개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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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
1) 철분제 선정 및 복용
헌혈자에게 제공한 철분제는 건강기능식품(철
22 mg)으로 1일 1정, 3개월 동안 매일 복용하도록
안내하였다(Table 1).
2) 검체 및 검사
모집 당일 날짜를 기준으로 매월 방문예정일±2
일 시점에 해당 헌혈의 집을 방문한 연구참여자
로부터 약 5 mL의 혈액을 ethylenediamine tetraacetic
acid (EDTA) 튜브에 채취하여 주 2회(월, 목) 혈액
수혈연구원으로 냉장 운송하였다.
철분제 복용에 따른 체내 저장철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모집일로부터 6개월 동안 한달 간격으
로 총7회 헤모글로빈과 페리틴 검사를 실시하였다.
헤모글로빈은 검체 도착 시마다 KX-21N (Sysmex,
Kobe, Japan) 장비로 검사하였고, 페리틴은 헤모
글로빈 검사종료 후 원심 분리하여 냉동 보관된
혈장 검체로 Architect i2000SR (Abbott diagnostics, Texas, USA) 장비를 사용하여 검사하였
다. 검사 시약은 모두 전용시약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대조군을 모집하지 않았
으며 모집 당시 측정한 페리틴 수치를 초기값으
로 설정하였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페리틴 수치가 남녀 모두 15 ng/mL 미만
을 철 결핍 상태로 정의하고 있어서[8] 15 ng/mL
을 기준으로 두 그룹을 나누어 6개월 동안 헤모글

로빈 및 페리틴 결과값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또
한 3개월 시점에 방문한 연구참여자 중 연구기간
에 헌혈한 사람을 대상으로 페리틴 평균값의 변
화를 분석하였으며, 페리틴 결과값이 15 ng/mL
미만을 그룹 1, 이상을 그룹 2로 구분하였다.

3) 데이터 통계분석
평균값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과 반복
측정변량분석(Repeat Measure Anova)을 실시하였
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e (LSD) 검증을 실시하
였다. 집단 간의 차이 분석 시에는 비모수 기법인
교차분석(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는 모두 유의수준 P＜0.05에서 검증하였으며, 통
계처리는 SPSSWIN 25.0 프로그램(IBM, Armonk,
New York, USA)을 사용하였다.

결 과
1. 연구참여자 모집
2020년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서울중앙, 서울동부, 강원) 3개 기관의 헌
혈의 집을 방문한 헌혈자 중에서 남성 헌혈자 152명
과 여성 헌혈자 98명이 연구참여자로 모집되었고,
혈액원별 연구참여자 수를 보면 서울중앙이 81명,
서울동부 97명, 강원 72명이다. 모집 당시 페리틴
검사에서 남성 300 ng/mL 이상, 여성 200 ng/mL
이상인 경우는 연구참여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

Table 1. Comparison of commonly used oral iron supplements with dietary supplements provided in this study
Active ingredient
Iron compound (mg) per tablet
Percent (%) of iron
Elemental iron (mg) per tablet

Dietary supplements

Over-the-counter drugs

Ferrous fumarate
22
33.0
7.3

Ferrous sulfate, anhydrous
256
31.3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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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aseline hemoglobin and ferritin levels of repeat blood donors in this study
N
Mean hemoglobin, g/dL (95% CI)
Mean ferritin, ng/mL (95% CI)
Ferritin ＜15 ng/mL, N (%)
Ferritin ≥15 ng/mL, N (%)

Male

Female

Total

152
14.7 (14.5∼14.9)
26.27 (22.41∼30.14)
62 (40.8%)
90 (59.2%)

98
13.2 (13.0∼13.3)
16.53 (12.99∼20.07)
64 (65.3%)
34 (34.7%)

250
14.1 (13.9∼14.3)
22.46 (19.67∼25.24)
126 (50.4%)
124 (49.6%)

Abbreviations: CI, confidence interval.

나 해당되는 참여자는 없었다(Table 2).

2. 철분제 복용에 따른 월별 헤모글로빈 및 페
리틴 평균값 변화
연구참여자 250명을 모집 당시 페리틴 결과값
15 ng/mL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구분한 결과
15 ng/mL미만(그룹 1)은 126명(50.4%), 이상(그룹 2)
은 124명(49.6%)이었다. 그룹 1에 해당되는 남녀
대상자 수는 남성 헌혈자 152명 중 62명(40.8%),
여성 헌혈자 98명 중 64명(65.3%)이었고 그룹 2의
경우 남성 90명(59.2%), 여성 34명(34.7%)으로 나
타났다(Table 2).
방문 시점별로 그룹 1에 속하는 대상자 수를
살펴본 결과 6개월 기간 중 3개월 시점이 가장 적
었는데 3개월 시점에 방문한 연구참여자 165명
중 18명(10.9%)으로, 남성 헌혈자 100명 중 9명
(9.0%), 여성 헌혈자 65명 중 9명(13.8%)이었다.
두 그룹간 철분제 복용에 따른 월별 헤모글로
빈 평균값 변화를 살펴보면 1개월 수치는 두 그룹
간 남녀 모두 모집 당시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
났다(P＜0.05). 2개월 이후 수치는 그룹 1의 경우
남녀 모두에서 모집 당시보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5), 그룹 2의 경우는
남녀 모두에서 초기값보다 감소했으나 헌혈 적합
기준 이상을 유지하였다(Fig. 1).
월별 페리틴 평균값 변화는 그룹 1의 경우 남

녀 모두에서 초기값에 비해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유의하게 증가되어(P＜0.05) 철분제 복용 효과가
그룹 2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룹 2의 경우
1개월에는 초기값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2개월부
터 4개월까지 유의한 증가를 보이고(P＜0.05) 5개
월부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학적으
로 의의는 없었으며, 남녀 모두 동일한 양상을 보
였다(Fig. 1).

3. 3개월 시점에 방문한 연구참여자 중 연구기
간에 헌혈한 사람의 그룹간 페리틴 평균값
변화
3개월 시점에 방문한 연구참여자 165명 중 2개
월 시점부터 3개월 시점 방문 기간에 헌혈한 사람
은 총 106명으로 남성 61명, 여성 45명이었고, 그
룹간 해당되는 대상자 수는 그룹 1의 경우 남성
30명, 여성 32명이고 그룹 2는 남녀 각각 31명, 13명
이었다. 그룹 1의 경우 페리틴 수치가 모집시보다
증가하여 남성의 경우는 2개월에, 여성은 3개월
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그룹 2에 비해 철
분제 복용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룹 2의 경
우 남녀 모두 1개월 시점에 페리틴 수치가 감소하
였다가 2개월 시점에 증가하였으며, 남성은 3개
월 시점에 다시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여성
에서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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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nthly results of the hemoglobin and ferritin levels in groups 1 and 2 during six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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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tinued.

Fig. 2. Changes in the mean value of ferritin in groups 1 and 2 based on blood donation among participants
who visited at three months.

고 찰
혈액사업기관이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혈액
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헌혈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헌혈을 꾸준히 하는 사
람의 경우 철 고갈 또는 철 결핍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내외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9-11]. 체내 철 요구량이 증가되거나 음식물 섭취

를 통한 철 섭취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체내 철의
균형이 깨지면 우선적으로 저장철을 이용하여 헤
모글로빈을 생산하고, 저장철이 거의 소진된 이
후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진다. 따라서 헤모글
로빈 검사만으로 헌혈의 적격여부를 결정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고, 체내 철 저장 상태를 잘 나타
내는 지표로 페리틴 검사가 활용되고 있으나 채
혈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페리틴 검사도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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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다[11,12].
과거에 발표된 헌혈자의 철 결핍에 관련된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철 결핍 예방을 위해 구체적
으로 제시된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헌혈횟수가 증가되면 페리틴 수치가 감
소하는데 특히 남성에서 두드러지며 현재 8주의
헌혈간격으로는 저장철이 헌혈 전 수준으로 회복
되지 않아 적어도 14주로(연간 헌혈횟수로는 남
성 4회, 여성 3회)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헤모글로빈 기준을 13.0 g/dL로 상향하고 12주 간
격으로 조정 시 미국 남성 헌혈자의 4.9%가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용량 철분제 복용 등으
로 헌혈자의 감소를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13].
저용량의 철분제(19∼38 mg elemental iron)를 60일
동안 복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부작용도
적고 체내 철분 균형을 유지하기에 좋다고 Kiss와
Vassallo [11]는 보고하고 있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다회헌혈자의
철 결핍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헤모글로
빈 기준 상향, 헌혈간격 연장, 연간 헌혈횟수 감
소, 페리틴 검사 실시, 철분제 복용을 들 수 있다.
캐나다와 같이 남성의 전혈 헌혈기준인 헤모글로
빈 수치를 13.0 g/dL로 상향 조정하고 여성 헌혈
자의 헌혈간격을 56일에서 84일로 늘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생각되나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
분이다. 국내의 경우 캐나다와 같이 남성 헌혈자
의 전혈 헌혈 헤모글로빈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
전혈 혈액량 26,880단위(2%)가 감소될 것으로 추
정하였듯이[14] 헌혈자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인
혈액공급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
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직전 1년 이내 전혈 헌혈 3회
이상인 다회헌혈자를 대상으로 혈액원에서 배포
가능한 철분제를 3개월간 복용하도록 하였으며

6개월 동안 매월 헤모글로빈 및 페리틴 검사를 통
해 헌혈자의 체내 철 상태를 모니터링 하였다. 외
국의 문헌 자료에 따르면 헌혈 후 4∼8주 사이에
철분이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된다는 의견과 체내
철 수치가 적정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3개월간 철
분제를 복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15,16]. 또
한,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성용 종합비타민
에 철분 1일 권장량인 18 mg이 들어있고 남성용
제품에는 그보다 적은 양이 포함되며 단일 성분
의 건강기능식품 철분제에는 1일 권장량보다 함
유량이 높은데 많게는 65 mg의 철이 포함된다고
한다[17]. 우리가 선정한 철분제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철 함량이
낮아서 2개월에서 1개월을 늘려 3개월을 복용하
여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2개월
시점에 방문한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철분제 복
용일수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3개월까지 철분제
복용을 완료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4개월
시점까지 페리틴 수치가 증가 또는 유지되는 것
을 볼 때 2개월 이후로도 철분제를 꾸준히 복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철분제를 복용하면 변비가 생기거
나 변의 색깔이 검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2개월 시
점에 방문한 연구참여자 19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은 변, 메스꺼움, 변비, 복
통 등의 부작용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65명
(84.6%)이었다. 부작용이 있다고 응답한 30명 중
가장 흔한 증상은 검은 변이었고 그 다음으로 메
스꺼움과 변비로 나타났다. 향후 철분제 제공 시
복용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185명(94.9%)
이 ‘예’라고 답변하여 건강기능식품 철분제의 복
용에 따른 부작용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
다.
모집 당시 전체 연구참여자의 페리틴 검사결과
를 보면 15 ng/mL 미만인 경우는 50.4%로 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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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각각 40.8%, 65.3%였으나, 2개월 시점에
서는 14.3%로 남성과 여성이 각각 12.1%, 18.1%
로 감소하였고 3개월 후에는 10.9%로 남성과 여
성이 각각 9.0%, 13.8%로 감소하였다. 페리틴 초
기값이 15 ng/mL 미만인 그룹 1에서 철분제 3개
월 복용 후 페리틴 수치의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
었고(P＜0.05) 특히 2개월 시점까지 급격하게 증
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ig. 2에서 보
듯이 그룹 2 남성의 경우 연구기간에 헌혈한 3개
월 시점의 페리틴 검사결과 수치가 유의하게 감
소하였으나(P＜0.05) 30 ng/mL 이상의 수치를 보
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철분제(22 mg, 순수철로
서 7.3 mg)로 페리틴 수치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헌에 따르면 철 용량은 전체 함량이 아닌 순
수철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며 철 결핍 단계에서
증상 완화를 위해 철분제를 사용할 경우 종합비
타민이나 미네랄 형태는 철 함량이 적고 흡수 또
한 낮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기술되
어 있다[18]. 본 연구에 사용된 철분제는 단일 성
분으로 구성된 임신부용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
의 기준 및 규격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인 12 mg
정도가 포함되는 종합비타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철 함량(22 mg)이 높기 때문에 헌혈자의 철 결핍
을 예방하는데 있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철분제 복용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존재한다. 철분제를 복용하면 헌혈 후 체내 저장
철 수치의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네덜란드의 경우 페리틴 수치에 따라 헌
혈간격을 연장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19]. Kim 등 [10]
의 보고에 따르면 혈소판성분헌혈자의 체내 페리
틴 함량 분석에서 페리틴 수치의 평균은 33.2 ng/mL
이었으나 0∼250 ng/mL 범위에서 다양하게 분포
되어 있었는데 페리틴 수치가 높은 사람이 철분
제를 복용할 경우 체내 저장철 농도가 과도하게

증가될 수 있으므로 다회헌혈자 모두에게 일률적
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페리틴 검사를 통해 선
택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혈액원에서 제공 가능한 철분제
를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선정하였고 철 결핍 가
능성이 있는 다회헌혈자를 고위험군으로 선정하
여 3개월 복용한 결과 체내 저장철 결핍을 예방하
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향후 철 결핍이 있는 다회
헌혈자에게 철분제 복용을 현장에 적용할 경우
철분제 제공 방법 및 철분제 복용을 위한 페리틴
검사 수치 기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요 약
배경: 다회헌혈자를 대상으로 혈액원에서 제공
가능한 철분제 복용 효과를 분석하여 다회헌혈자
의 철 결핍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자료를 마련하고
자 하였다.
방법: 직전 1년 이내 전혈 헌혈이 3회 이상인
헌혈자를 철 결핍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으로
선정하여 이들에게 3개월간 철분제를 제공하면서
6개월 동안 매월 헤모글로빈과 페리틴 검사를 시
행하였다. 헤모글로빈 및 페리틴의 초기값과 월
별 결과값의 변화를 분석하여 철분제 복용 효과
를 평가하였다.
결과: 모집 당시 연구참여자의 50.4% (남성
40.8%, 여성 65.3%)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철 결핍 기준인 15 ng/mL 미만의
페리틴 수치를 보였지만, 철분제 3개월 복용 후
결과는 10.9% (남성 9.0%, 여성 13.8%)로 감소하
였다. 철분제 3개월 복용 후 페리틴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2개월 후 남성 여성 모두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0.05).
결론: 철분제 복용으로 페리틴 수치가 증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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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다회헌혈자에서 철 결핍을 예방하기 위한 저
용량 철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철분제의 효과
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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