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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custom nutrition education on dietary intakes and clinical parameters in 
patients diagnosed with iron deficiency anemia. A total of 34 patients visited the anemia clinic of Yeouido 
St. Mary's Hospital. Among these, only 16 patients were available for follow-ups. A follow-up was conducted 
by a clinical dietitian 2 months from the first nutrition education session. Patients were all women. For cus-
tom nutrition education, we investigated anthropometric data, dietary assessment (24 hr-recall, FFQ), and 
self-recognized anemic symptoms. Weight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but hemoglobin, hematocrit (P
＜0.01), serum iron, and serum ferritin (P＜0.05)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he nutrition education. 
Serum total iron binding capacity was significantly decreased (P＜0.01). Self-recognized symptoms such as 
dizziness, fatigue (P＜0.001), shortness of breath, headache (P＜0.01), brittle nails, and sore tongue (P＜0.05) 
were significantly improved. Daily intakes of protein (P＜0.05), total iron (P＜0.01), and animal iron (P
＜0.001)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current serum 
iron and the intake of carbohydrates, fat, or phosphorus (P＜0.05). But current serum ferritin showed a sig-
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frequency of intake of meat, poultry, and fish.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custom nutrition education might be effective on quality of diet as well as iron status and it might 
also improve the clinical parameters in patients diagnosed with the iron deficiency an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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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빈혈 중 가장 흔한 철결핍성 빈혈(Iron Deficiency 
Anemia, IDA)은 신체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유아기, 
청소년기와 폐경기 이전의 여성에게서 흔하다고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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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에 따르면 여

성의 빈혈 유병률이 13.1%로 연령별로는 40대 

19.6%, 70대 17.0%, 30대 15.5% 순으로 나타났다. 70
대 빈혈이 저작기능 및 소화능력의 저하와 영양소 

흡수 불량으로 인한 것임을 고려할 때, 30∼40대 여

성의 빈혈 관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철결핍성 빈혈의 과정은 세 단계로 진행되는데, 1

단계는 철고갈단계(Iron depletion)로 저장 철은 감소

되나 적혈구 생성에 필요한 철 함량은 유지되는 상

태로 혈청 페리틴(Serum Ferritin) 농도가 12 μg/L 이
내로 감소하는 반면, 혈청 총 철결합능(Serum Total 
Iron Binding Capacity-TIBC)은 400 μg/dl을 넘게 된다. 
2단계는 철결핍조혈단계(Iron deficient erythropoese)로 

조혈과정에 필요한 철 함량이 부족하여 적혈구의 

프로토포피린 농도가 증가하게 되며 임상적으로 빈

혈 증세는 나타나지 않는다. 3단계는 철결핍성 빈혈

(Iron deficient anemia)로 적혈구 내 철이 감소되어 

임상적으로 헤모글로빈(Hemoglobin) 농도가 감소된

다. 철결핍성 빈혈 진단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기준에 따라 헤모글로빈이 남자는 

13 g/dl 미만, 여자는 12 g/dl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철결핍성 빈혈의 원인은 미숙아, 영아, 청소년기

의 철 필요량의 증가, 소화성 궤양, 대장용종, 월경, 
급성 출혈 등으로 인한 철 소실량 증가, 채식위주 

식사, 만성 설사, 위절제 수술 등으로 인한 철분 섭

취 및 흡수 부족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우

리나라의 경우, 소화성 궤양을 동반한 소화기 질환

이 주요 원인이 되고 여성에게는 월경의 과다로 발

생되는 경우가 많다. 철결핍성 빈혈의 가장 흔한 증

상은 창백하며 피로감, 운동능력 저하, 맥박 빨라짐

과 심장 비대 등의 증후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성인의 경우 빈혈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신체가 적

응하게 되면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점차 

산소운반 능력이 감소되어 저혈압, 현기증, 숨가쁨 

및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심해지면 입

술이 갈라지거나 설염, 스푼형 손톱이 발생할 수 있

다(Kim 등 2008). 철분은 적혈구 생성에 관여할 뿐 

아니라 체내의 여러 효소 및 근육의 마이오글로빈

과 결합하는 주요 구성성분이므로 빈혈뿐 아니라 신

체 대사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치료하

여야 한다. 특히 과거에는 저체중으로 인한 빈혈과 

달리 최근에는 불균형 식사 또는 철분 섭취 부족 

및 흡수불량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이 많으며,이를 

위해 복용하는 철분제의 경우 여러 부작용을 동반

할 수 있으므로 빈혈의 개선 및 예방을 위해 식사

요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빈혈클리닉 내원 환자 중 철결핍성 

빈혈을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식습관 및 영양섭

취 상태 분석 및 환자 중심적인 교육시간 편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영양교육을 진행하여 임상 지표 개선 

및 영양섭취 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0년 10월에서 2011년 4월까지 가톨릭

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빈혈클리닉에서 철결핍성 빈혈

을 진단받은 34명 중 2개월까지 추구관리가 가능했던 

16명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일 2회 철

분제(Bolgre cap-ferric acetyl transferrin)를 복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1) 일반사항 및 신체 지수

일반사항으로는 빈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들로 체중감량 여부, 운동, 생리의 규칙성, 출산경험

(횟수), 빈혈 영양지식정도, 신체계측 및 철보충제 복

용 여부를 담당 영양사가 1：1로 설문 조사하였다.

2) 빈혈 임상 지표 및 임상자각증상

빈혈 임상 지표는 WHO에서 진단하는 빈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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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 혈청 철, 혈청 총철결합

능, 혈청 페리틴을 조사하였으며 임상자각증상은 

Choi(2003)가 대한가정의학회지에서 제시한 임상증

상을 참고하여 7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여 ‘전혀 느끼

지 않는다’에서 ‘많이 느낀다’ 순으로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3) 맞춤형 영양교육을 위한 식습관 및 영양섭취

상태, 식사의 질 평가

빈혈클리닉에서 철분결핍성 빈혈로 진단될 경우, 
협진을 통해서 담당 영양사가 1：1로 대상자와 영

양교육을 진행하였다. 맞춤형 영양교육을 위해 각 

개인의 식습관 및 영양소섭취량을 조사하였다. 식습

관 조사의 경우 식사의 규칙성, 외식횟수(주), 음주 

및 흡연 여부, 건강보조식품 유무, 민간요법 시행 

여부, 간식(커피 등)에 대한 항목들과 철분 섭취량 

및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들로 식품 섭취

빈도법을 이용하였다. 곡류, 어육류, 채소, 과일, 해

조류로 나누어 당뇨 식품교환표의 1교환양을 기준

으로 하여 1일 섭취 횟수를 조사하였으며 특히 어

육류의 경우, 몬센(Monsen)법에 의한 철 흡수량 산

출을 위해 육류, 가금류, 생선(Meat, Poultry, Fish, 
MPF)과 콩(두부), 계란, 해산물(Beans, Egg, Seafood, 
NMPF)로 나누어 조사하였다(Monsen 등 1978). 영양

섭취상태는 24 hr-recall법을 이용해 1일 영양소섭취

량을 Can-pro 3.0으로 분석하였다.
식사의 질 평가에 있어서는 크게 3가지로 조사하였

는데 식사 다양성 점수(Dietary Diversity Score, DDS)
는 섭취한 식품들을 크게 5가지 식품군(곡류군, 어

육류군, 채소군, 과일군, 우유 및 유제품군)으로 분

류한 후 식품군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1점씩 부

가하여 최고점수를 5점으로 하였다. 섭취하는 식품

군의 최소량 기준(Kant 등 1991)을 참고하여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과일군의 고체식품은 30 g, 액체

식품은 60 g으로 우유 및 유제품의 고형은 15 g, 액
체식품은 30 g으로 하였다. 둘째 식사균형도(Meal 
Balance Score, MBS)의 경우는 식사의 다양성 점수 

총합으로 하루 동안 균형적인 식사를 하였는지 평

가하는 지표로서 15점을 최고 점수로 하였다. 마지

막으로 섭취한 총 식품의 가짓수(Dietary Variety 
Score, DVS)는 각 식품군에서 몇 종류의 식품을 섭

취하였는지를 통해 균형식 및 충분한 식품섭취 여

부를 판단하는 지표(Krebs-Smith 등 1987)로 조리법

에 상관없이 동일 식품인 경우는 한 가지로 계산하

고 1인분량을 참고하여 각 식품별로 1/10 이상을 섭

취하면 1점으로 계산하였다. 개인의 식습관 및 영양

섭취상태, 식사의 질 평가를 통해 빈혈의 원인이 되

는 식생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

고 개인마다 적정 열량 및 영양소 섭취량을 제시하

였다. 영양교육 자료의 경우, 임상과와 함께 개발한 

리플릿과 처방열량 식단을 제공하여 맞춤형 영양교

육을 진행하였다. 외래 상담 후, 전화 Q&A 뿐 아니

라 2달 후 클리닉 재방문 시 예약제를 통해 식사요

법의 준수도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Statistic 18(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을 사용하여 일반사

항 및 식습관은 빈도분석으로, 영양교육 전 ․ 후 신

체계측, 임상 지표, 임상자각증상, 영양섭취 상태 및 

식사의 질 평가는 paired t-test의 비모수방법인 

Wilcoxon signed ranked test를 이용하였다. 빈혈과 관

련된 임상 지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Spearman's 
correlation을 이용하여 유의성 P＜0.05 수준에서 검

증하였다.

결 과

1. 일반사항 및 신체지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

다. 대상 환자는 모두 여성으로 평균 연령이 약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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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Mean±SD (Range)

Age (yrs)    43.4±10.0 (31∼50)

Height (cm)   158.5±56.2 (152∼169)

Weight (kg)    57.8±7.3 (46∼72)

BMI (kg/m2)    22.7±2.5 (19.1∼28.0)

        N (%)

Weight.status

  ＜90% PIBW1)          0 ( 0.0)

  90%≤PIBW＜110%          9 (56.3)

  ≥110% PIBW          7 (43.7)

Regularity of menstruation

  Yes         14 (87.5)

  No          2 (12.5)

Experience of delivery

  Yes         15 (93.8)

  No          1 ( 6.2)

Recognition of nutrition information

  Yes         12 (75.0)

    Media          2 (17.0)

    People          2 (17.0)

    Doctor          8 (66.0)

    Nutrition counseling          0 ( 0.0)

  No          4 (25.0)
1) Percent of ideal body weight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Before 
education

After 
education

Weight (kg) 57.6±7.4 57.6±6.8

PIBW (%)1) 107.9±15.3 108.0±14.5

           (Normal range)

Hemoglobin (12.0∼16.0 g/dl) 11.1±2.2   12.8±1.0**

Hematocrit (37.0∼47%) 35.4±5.5   40.1±2.9**

Serum iron (50∼150 μg/dl)  49.6±32.6   98.0±45.7*

Serum TIBC2) (264∼448 μg/dl) 360.1±48.2   315.6±48.8**

Serum transferrin saturation
  (20∼25%)  19.7±15.0   29.3±12.9*

Serum ferritin (10∼291 ng/ml)  15.6±16.2   29.3±26.6*
1) Percent of ideal body weight
2) Total iron-binding capacity　
*P＜0.05, **P＜0.01

Table 2. Anthropometric parameters and clinical indicator of 
subjects.

Mean±SD

Before education After education

Brittle nail 1.9±1.3  1.3±0.6*

Sore tongue 1.6±1.0  1.0±0.0*

Dizziness 4.4±0.5    2.1±0.7***

Shortness of breath 2.9±2.0   1.4±0.5**

Fatigue 4.2±1.0    2.3±0.9***

Poor appetite 1.4±1.2 1.2±0.5

Headache 2.7±1.7   1.8±0.8**

Never=1, Seldom=2, Sometimes=3, Often=4, Always=5
*P＜0.05, **P＜0.01, ***P＜0.001

Table 3. Self-recognized clinical symptoms of subjects.
Mean±SD

세였다. 저체중은 없었으며 정상과 과체중이 각각 9
명, 7명으로 나타났다.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출산경

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생리는 16명 중 14명(87.5%)
이 규칙적으로 하고 있었다. 빈혈 영양정보에 대해

서는 주치의나 대중매체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영양교육을 받은 경험은 없었다.

2. 빈혈 임상 지표 및 임상자각증상

빈혈 임상 지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빈
혈의 대표적인 임상 지표인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

이 영양교육 전 각각 11.1 g/dl, 35.4%에서 영양교육 

후 12.8 g/dl, 40.1%로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P
＜0.01), 철분 저장량을 반영하는 혈청 철과 혈청 페

리틴도 영양교육 전 각각 49.6 μg/dl, 15.6 ng/ml에서 

영양교육 후 98.0 μg/dl, 29.3 ng/ml로 유의하게 향상

되었다(P＜0.05). 저장 철이 고갈되면서 증가하는 혈

청 총 철결합능의 경우는 360.1 μg/dl에서 영양교육 

후 315.6 μg/dl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P＜0.01). 
빈혈의 임상자각증상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

다. 영양교육 후 대상자들은 식욕저하를 제외한 모

든 항목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현기증과 피로(P＜ 

0.001), 숨가쁨과 두통(P＜0.01), 스푼형 손톱과 설염

(P＜0.05) 순으로 호전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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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education After education

Energy (kcal) 1722.4±477.9  1705.5±376.0

CHO (g)1)  275.3±120.9  245.0±61.7

Fat (g)  40.1±63.9   45.7±80.6

Protein (g)  65.4±14.8   75.5±6.8*

Iron (mg) 15.0±4.3    21.1±6.1**

  Animal iron (mg)  2.3±1.0      7.0±3.1***

  Plant iron (mg) 12.7±4.1  14.0±5.1

Vitamin C (mg)  240.6±236.2  165.1±64.3

Folate (μg)  380.9±104.4   380.9±104.4

Calcium (mg)  666.9±188.7   837.3±238.8

Phosphorus (mg) 1032.8±328.8  1141.5±282.7
1) Carbohydrate
*P＜0.05, **P＜0.01, ***P＜0.001

Table 4. Nutrient intakes of subjects.
Mean±SD

Before education After education

DDS1)

  Breakfast 2.4±0.8 2.4±1.3

  Lunch 2.3±0.6  2.8±0.7* 

  Dinner 2.6±0.7 2.8±0.4 

  Snack 1.5±0.9 1.6±1.0 

MBS2) 7.6±1.1  8.4±1.2* 

DVS3)

  Cereal 1.5±0.5  2.0±0.7* 

  Meat 1.8±1.1  2.5±0.9* 

  Vegetables 3.0±1.5 3.1±0.9 

  Fruit 0.9±0.6 1.3±0.6 

  Dairy 0.4±0.5  0.9±0.7* 

  Total 7.6±1.9   9.8±1.3** 

Snacks

  Coffee (cup/d) 1.9±1.3   0.8±0.9** 

  Milk (cup/d) 0.2±0.4  0.8±0.8* 
1) Dietary diversity score (5 points)
2) Meal balance score (15 points)
3) Dietary variety score
*P＜0.05, **P＜0.01

Table 5. Distribution of DDS, MBS, DVS and snacks.
Mean±SD

Clinical indicators Nutrient intakes Coefficient P-value

Serum iron (μg/dl)

CHO1) intake －0.509 ＜0.05

Fat intake －0.537 ＜0.05

Phosphorus intake －0.600 ＜0.05

Serum ferritin (ng/ml)

Frequency of MPF2) intake   0.514 ＜0.05

Frequency of vegetables intake －0.520 ＜0.05

Frequency of fruits intake －0.497 ＜0.05
1) Carbohydrate
2) Meat, Poultry, Fish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clinical indicators and nutrient intakes.

3. 영양섭취 상태 및 식사의 질 평가

영양교육 후 영양섭취 상태는 Table 4에 나타내었

다. 교육 후 에너지와 탄수화물 섭취는 줄어들었으

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단백질 및 철분

의 섭취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05, P＜ 

0.01), 특히 동물성 철분의 섭취량이 2.3 mg에서 7.0 
mg으로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여주었다(P＜0.001). 철
분흡수와 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비타민 C, 엽산, 칼
슘과 인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대상자들의 식사의 질 평가는 Table 5로 나타내었

다. 식사의 다양성 점수의 경우, 점심에서만이 2.3점

에서 교육 후 2.8점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P＜ 

0.05), 이를 총합으로 나타낸 식사균형도의 경우도 

7.6점에서 8.4점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P＜0.05). 
섭취한 총 식품의 가짓수의 경우 곡류군, 어육류군, 
우유 및 유제품군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P＜ 

0.05), 이를 합산한 총 점수 역시 유의하게 향상되었

다(P＜0.01).



J Korean Diet Assoc 18(1):72-80, 2012 | 77

1일 간식섭취종류와 양에 있어서는 교육 후 커피

는 1일 평균 1.9잔에서 0.8잔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

으며(P＜0.01), 우유는 1일 평균 0.2잔에서 0.8잔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4. 빈혈과 관련된 임상 지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상관관계

빈혈과 관련된 임상 지표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

석은 Table 6과 같다. 현재 혈청 철의 경우, 현재 섭

취하는 탄수화물, 지방, 인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

계를 나타내었다(P＜0.05). 현재 혈청 페리틴의 경우

는 채소와 과일 섭취 빈도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

계를, 헴철이 많은 MPF 섭취 빈도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5).

고 찰

본 연구는 빈혈클리닉 내원 환자 중 철결핍성 

빈혈을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식습관, 영양섭

취 상태 분석 및 환자 중심적인 교육시간 편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영양교육을 진행하여 임상 

지표 개선 및 영양섭취 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연

구하였다.
빈혈 진단 대상자들의 체중은 정상과 과체중 범

위였는데, 이는 빈혈이 저체중에서 대표적으로 나타

났던 과거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최근 철분 

부족의 요인으로 체중 또는 체구성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었으며(McClung & Karl 2008),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1998)에서 진행하는 미국국민건강영양조사인 NHANES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II, 
1988∼1994) 성인 연구에서는 정상체중보다 과체중

에서 철분 결핍이 약 2배 정도로 높았다고 보고하

였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이

러한 연구를 뒷받침하는 가설들을 살펴보면 체중증

가로 인한 혈장부피 증가, 고열량 식품섭취(Pinhas- 
Hamiel 등 2003) 및 체지방 과다로 인한 만성염증반

응(Yanoff 등 2007) 증가 등이 과체중의 철분 결핍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빈혈 영양교육 시 정

상 체중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된다.
대상자들은 영양교육 후 임상 지표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는데, 이는 Hong & Hwang(2001)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특히 철분부족을 정확하게 판정하는 혈

청 페리틴도 유의하게 향상되었다(P＜0.05). 이러한 

임상 지표의 향상은 대상자들의 임상자각증상 개선

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영양교육 후 식욕저하를 제

외한 모든 항목들이 유의하게 개선되어 이전의 선

행연구(Jeong 등 2007)와 유사함을 나타내었다. 특히 

임상자각증상 항목은 대상자들이 실제로 빈혈로 인

한 자각증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영양교육 후 

이에 대한 인지로 개선의 효과가 있었다. 최근 빈혈

이 신체기능 저하 및 질환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연

구들이 발표되고 있는데(Chaves 등 2002; Penninx 등 

2003), 이를 뒷받침하는 가설로는 빈혈이 발생되면 

근육산화가 감소되어 근력을 떨어뜨리고 피로를 가

져오게 되어 신체활동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빈혈이 지속되면 C-반응성단백(C-re-
active protein, CRP) 증가로 만성염증이 심해지면서 

신체기능저하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발표

하였다(Ferrucci 등 1999). Penninx 등(2004)은 1998년
에서 2000년에 걸쳐 1.156명의 cross-sectional study를 

통해 빈혈이 있는 여성의 경우 의식수준점수(Mental 
state score), 운동수행점수(Performance score)가 유의

하게 낮아졌으며, 뇌졸중, 위궤양, 관상동맥질환 발

생률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배경연

구를 통해 빈혈의 치료와 예방이 임상자각증상에서 

신체활동기능과 같은 삶의 질 개선에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혈 치료는 조기

에 이루어져야 한다. 치료방법 중 하나인 철분 보충

제의 경우, 단기적인 개선일 뿐 장기복용 시 철분 

과량 축적으로 인한 위장장애와 장에서의 흡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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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등의 부작용이 지적되고(Stephenson 1995) 있어 

식사를 통한 철분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Monsen 등(1978)은 음식으로 섭취되는 철분 흡수

율이 약 10%라고 발표하였다. 철분은 크게 헴철과 

비헴철로 나누는데 헴철은 육류, 가금류, 어류에 많

고 흡수율이 약 25∼40% 정도이며 비헴철은 곡류, 
두유, 유제품, 계란에 많고 흡수율은 약 5∼17% 정

도로 알려져 있다. 이는 철분 섭취에 있어서 양 뿐

만 아니라, 생체이용률 즉, 헴철 섭취를 권장하고 

비헴철 섭취 시에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식사구

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흡수를 촉진한

다고 알려진 비타민 C,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권

장하고, 저해요인으로 알려진 피틴산, 폴리페놀, 식

물성단백질, 칼슘, 인, 알코올, 카페인 등은 제한해

야 한다. 대상자들이 영양교육 후 섭취 열량 변화 

없이 단백질, 총 철분, 동물성 철분 섭취가 유의하

게 향상되었는데 이는 혈청 페리틴이 MPF 섭취빈

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과일과 채소섭취 빈

도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결과와 

연관지어 볼 수 있다.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

인여성의 주요 철분 급원 식품이 백미, 무청, 배추

김치, 감, 대두, 김, 계란, 쇠고기, 두부 등의 순으로 

나타나, 식물성 철분 섭취 빈도가 높음을 고려할 때 

철결핍성 빈혈환자에 있어서 흡수율이 높은 동물성 

철분 섭취가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Janelle & Barr(1995)의 연구에서도 주 3∼4회 육류를 

먹는 사람과 채식주의자를 2년간 추구관리를 했을 

때 빈혈 발생률이 채식주의자에게 유의적으로 높았

으며, Barr & Broughton(2000)의 유사연구에서도 채

식주의자들의 경우 총 철분섭취량이 높아도 빈혈 

발생률이 높다고 발표하였다. 비타민 C의 경우도 비

헴철 흡수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Cook & Monsen 
1976)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적인 변화를 나타

내지 않았다. 철분 섭취량 및 효율성을 위해 식사의 

질 평가 결과, 식사의 다양성 점수는 특히 점심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는데 이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주

부임을 고려할 때 혼자 간단히 점심을 해결하였던 

방식의 변화로 예상해 볼 수 있었다. 섭취한 총 식

품의 가짓수에서는 잡곡, 육류, 유제품 점수 및 총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1일 커피섭취량이 1.9
잔에서 0.8잔으로 줄고 우유 섭취가 0.2잔에서 0.8잔
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는데 이는 카페인이 포함된 

열량위주의 커피에서 카페인이 없고 단백질 급원 

식품인 우유 섭취가 간접적으로 철분의 흡수율을 

높인 결과로 생각해볼 수 있다. Nam 등(1998)의 연

구에서 고단백식사는 철분 흡수를 유의하게 향상시

키는데 반해 고칼슘식사는 철분 흡수를 유의하게 방

해한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1일 1∼ 2잔 내의 우유 

및 유제품 섭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최근 캐나다영양사협회에서는 육류보다 잡곡류의 

식물성 식품 선택이 많아지는 추세에 따른 빈혈의 

위험성을 경각해 이에 맞는 식사가이드라인이 필요

함을 발표하였다(Cooper 등 2006). 따라서 헴철 섭취

가 가능한 육류, 가금류, 어류 중에서 1가지 또는 2
가지를 식단에 포함시키고 비헴철의 흡수를 높일 

수 있는 비타민 C가 많은 식품을 권장하고 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10년 10월에서 2011년 4월까지 가톨

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신설 빈혈클리닉에서 철

결핍성 빈혈을 진단받은 34명 중 2개월까지 추구관

리가 가능했던 16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양교육을 

통한 철결핍성 빈혈환자의 임상 지표 및 영양섭취 

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평균 43세였다. 저체

중은 없었으며 영양교육 후 체중변화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1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출산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16명 중 14명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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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적인 생리를 하고 있었다.
2. 빈혈의 임상 지표에서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이 

영양교육 후 각각 12.8 g/dl, 40.1%로 유의하게 향

상되었으며(P＜0.01), 철분 저장량을 반영하는 혈

청 철과 혈청 페리틴도 영양교육 후 98.0 μg/dl, 
29.3 ng/ml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P＜0.05). 저장 

철이 고갈되면서 증가하는 혈청 총 철결합능의 

경우는 영양교육 후 315.6 μg/dl로 유의하게 감소

되었다(P＜0.01). 
3. 빈혈의 임상자각증상의 결과는 영양교육 후 대상

자들은 식욕저하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현기증과 피로(P＜0.001), 숨가쁨과 

두통(P＜0.01), 스푼형 손톱과 설염(P＜0.05) 순으

로 증상이 호전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4. 영양교육 후 영양섭취 상태는 에너지와 탄수화물

섭취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나 단백질과 총 

철분, 동물성 철분이 유의하게 섭취량이 증가하

였으며P＜0.05, P＜0.01, P＜0.001) 철분흡수와 관

계가 있다고 알려진 비타민 C, 엽산, 칼슘과 인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5. 대상자들의 식사의 질 평가에서 식사의 다양성 

점수의 경우, 점심과 이를 총합으로 나타낸 식사

균형도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P＜0.05). 섭

취한 총 식품의 가짓수의 경우 곡류군, 어육류군, 
우유 및 유제품군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P＜0.05) 이를 합산한 총 점수 역시 유의하게 향

상되었다(P＜0.01). 기타로 조사한 1일 간식군 섭

취종류와 양에 있어서는 교육 후 커피는 1일 평

균 0.8잔으로 유의하게 감소하고(P＜0.01), 우유는 

1일 평균 0.8잔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6. 빈혈과 관련된 임상 지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서 현재 혈청 철은 현재 섭취하는 탄수화물, 지

방, 인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
＜0.05). 현재 혈청 페리틴은 채소와 과일 섭취 

빈도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헴철이 많은 

MPF 섭취 빈도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었다(P＜0.05).

본 연구 결과 맞춤형 영양교육이 철결핍성 빈혈

환자의 임상 지표와 임상자각증상 및 영양섭취 상

태를 개선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철결핍성 빈혈

에 있어 철분 보충제의 일시적인 치료가 재발의 위

험성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때, 맞춤형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 및 영양소 섭취변화가 빈혈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철결핍성 빈혈환자의 맞춤형 영양교육 시, 

대상자의 식습관 및 영양소 섭취 분석을 통해 적절

한 에너지 섭취와 더불어 균형 있는 영양소 섭취를 

권장하여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철분의 생체효율성을 고려하여 헴철이 많은 

동물성 철분이 풍부한 육류, 가금류, 어류가 포함된 

식단을 권장하고 비헴철 섭취 시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식사와 흡수율을 저해하는 카페인 섭

취를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발이 높은 빈혈의 특징을 고려할 

때 전문 클리닉에서의 지속적인 추구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교육 · 상담료를 만성질환인 

빈혈에 있어서도 확대 적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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