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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partic acid chelated iron (Asp-Fe) was synthesized by a new method using calcium carbonate, aspartic
acid, and ferrous sulfat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bioavailability of Asp-Fe in iron-deficient
rats. We divided the rats into four experimental groups. The first was the normal diet control group, or NC.
The second was the no treated control group of iron-deficient (ID) rats, or ID＋C. The third was the heme-iron
(heme-Fe) treated group of ID rats, ID＋heme-Fe. And the fourth was the Asp-Fe treated group of ID rats,
or ID＋Asp-Fe. There were no differences among any of the experimental groups in diet consumption, change
of body weight, or the weight of the livers, kidneys, or spleens. After 7 days of feeding, the iron content in
the sera of the ID＋Asp-Fe group (175.2 μg/dL) and the ID＋heme-Fe group (140.8 μg/dL)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ID-C group (96.1 μg/dL). The total iron binding capacity (TIBC) of the ID＋Asp-Fe
group (735.4 μg/dL) was significantly normalized compared to the ID＋C group (841.9 μg/dL) or ID＋heme-Fe
group (824.6 μg/dL). The hematocrit level of the ID＋Asp-Fe group was increased to normal levels, but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among ID groups. The absorption ratio of heme-Fe was 21.3% and that of Asp-Fe
was 50.2%, which indicates a 2.3 times higher ratio in comparison with heme iron. With the above results we
found that Asp-Fe seems to be an efficient form of iron to supply iron deficient rats in order to cure them
of anemia. Thu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spartic acid chelated iron has the potential to serve as a functional
food related to iron metabo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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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철분(iron, Fe)은 지구에서 풍부하게 존재하는 무기질이

며 비교적 우리 체내에서는 소량만 필요하지만, 철분 결핍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영양

결핍성 질환 중 하나이다(1). 현재 전 세계 약 5억 이상의

인구가 심한 철 결핍에 의한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일부의 특정지역에서는 젊은 여성의 58% 이상이 철 결핍에

시달리고 있는데 임산부의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2).

철분은 생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대사에 필수적

인 성분으로 전자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이금속으로 수많은 생화학 반응에서 산화제 혹은 환

원제로 작용한다(3). 철분은 산소의 수송, 호흡, tricarboxylic

acid(TCA) cycle, 지질대사, gene regulation, DNA 합성 등

모든 세포질 대사과정에 필수적인 cofactor로 작용하여(4) 생

명유지 및 신체의 발달에 필수적인 영양성분으로 특히 신경

세포의 수초화(myelination) 과정에 관련되어 있으며 그 밖

에 성장 및 면역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물질이다(5).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철분은 그 함량도 중요하지만 실제

적으로 이용되는 정도를 평가하는 생체이용율이 매우 중요

하다(6,7). 이것은 철분의 소화흡수율이 다른 영양소보다 매

우 낮으며, 또한 다른 성분들과의 상호작용이 많아 식품의

조합에 따라서 폭넓은 생체이용율을 보이기 때문이다. 철분

의 생체이용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용해도로

서 이는 소장의 mucosa에서 효과적으로 흡수되기 위한 전

제조건이다(8). 철분은 체내에서 십이지장의 점막에서 흡수

되는데 철분은 분자량이 크며, 이온화된 형태로 lipid-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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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et composition (g/kg diet) and feed rate of iron

NC
Iron deficient (ID) groups

ID＋C ID＋heme-Fe ID＋Asp-Fe

Casein
Sucrose
Cellulose
Mineral mixture1)

Vitamin mixture
2)

Methionine
Choline bitartrate
Corn starch
Corn oil

200
100
50
35
10
3
2.5
549.5
50

200
100
50
35
10
3
2.5
549.5
50

200
100
50
35
10
3
2.5
549.5
50

200
100
50
35
10
3
2.5
549.5
50

Iron intake by oral administration (mg/kg/day)

Heme iron
AAI

－
－

－
－

0.5
－

－
0.5

NC: normal control, ID＋C: vehicle administration on iron defi-
cient rat, ID＋heme-Fe: heme iron administration on iron defi-
cient rat, ID＋Asp-Fe: aspartic acid chelated iron (Asp-Fe) ad-
ministration on iron deficient rat.
1)
NC (normal control) group: AIN-76 mineral mixture, ID (iron
deficient) groups: iron deficient mineral mixture.
2)
Vitamin mixture: AIN-93G.

cellular membrane인 십이지장점막을 쉽게 통과할 수 없다.

따라서 식이로 섭취된 일반적인 형태의 철분(주로 non-

heme iron, Fe3+)은 십이지장의 luminal site에 있는 duode-

nal cytochrome B(Dcytb) reductase에 의해 Fe
2+
로 전환되

어 divalent metal transporter 1(DMT1, ferroportin) 단백질

을 통해 흡수되며(9), 섭취된 양의 5～10% 정도만 흡수된다

고 알려져 있다.

철분은 형태에 따라 생체이용율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으

며, Kim의 연구 결과(10)에 의하면 황산철 11.77%, 구연산철

16.30% 및 젖산철 15.60%의 흡수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최근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아미노산과 결합한 철분이

다른 형태의 철분제보다 생체이용율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

다(6,11). 아미노산과 킬레이트 형태로 결합된 철분이 높은

흡수율을 보이는 것은 아미노산 킬레이트 미네랄이 식품의

다른 성분과 반응하지 않고 흡수될 수 있는 미네랄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는 미네랄이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에 의하

여 킬레이트로 보호되고 있으며 전기적으로 전하가 중성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틴산, 옥살산 혹은 인산과 같

은 저해제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특성뿐 아니라 아미노산

킬레이트는 다른 미네랄과의 흡수 길항작용을 받지 않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8).

저자 등은 탄산칼슘을 원료로 하여 산성아미노산(aspartic

acid)과 반응시킨 결과, 탄산가스가 발생되어 휘발되어 없어

짐으로 황산나트륨과 같은 간섭이온이 형성되지 않을 뿐 아

니라 전기적으로 중성인 형태의 아미노산 칼슘킬레이트 화

합물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 용액에 황산철을 첨가할 경우

철과 칼슘이 치환되어 철과 아미노산 사이에 킬레이트가 형

성되는 반면, 칼슘은 황산염 형태로 전환되어 불용성의 황산

칼슘으로 치환되어 침전 분리되어 아미노산과 킬레이트 결

합된 철분만을 쉽게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제조된 아스파르트산 킬레이트 철분의

흡수 및 철분 결핍 상태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여 새로운 기능

성 철분제의 소재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아미노산 킬레이트 철 제조에 사용한 CaCO3, FeSO4, as-

partic acid는 Sigma Co.(St. Louis, MO, USA) 제품을 구입

하여 사용하였으며, 동물 실험 시 대조군으로 사용한 햄철

(heme-Fe)은 유한양행(Seoul, Korea) 제품을 구입하여 사

용하였다.

아미노산 킬레이트 철분의 제조

실험에 사용한 아미노산과 킬레이트 시킨 철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정제수 500 mL에 CaCO3 20 g을

충분히 교반시켜 분산시킨 후 aspartic acid 60 g을 넣어 충

분히 교반시켰다. 반응액 중에 CaCO3와 aspartic acid가 완

전히 녹을 때까지 계속 교반한 후 반응액에 30 g의 FeSO4를

넣어 교반시키면서 반응시켰다. 이때 반응 즉시 황산칼슘의

백색 침전이 형성되는데 30분 이상 충분히 반응을 유지시킨

후, 원심분리(3,000×g, 10 min)하여 침전물(CaSO4)을 제거

하였다. 투명 상등액은 회수 후 동결건조 시켜 실험에 사용

하였으며 이렇게 얻은 시료를 아스파르트산 킬레이트 철분

(aspartic acid chelated Fe; Asp-Fe)으로 명명하였다. 본 반

응을 통해 약 62 g의 Asp-Fe를 얻었다.

실험동물 및 사육 환경

실험동물은 Sprague-Dawley계 3주령 수컷흰쥐를 (주)대

한바이오링크(Seoul, Korea)로부터 구입하여 1주간 적응시

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동물은 사육케이지(42×28 cm)
를 이용해 사육하였으며, 온도 22～24oC, 습도 60±5%가 유

지되며 밤낮 주기(12시간 light/12시간 dark)가 자동조절장

치에 의해 조절되는 사육 환경에서 사육하였다. 실험동물의

구입, 사육 및 실험의 모든 과정은 한국식품연구원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규정에 따라 실행하였다.

철분 결핍 유도 및 실험군 설정

철분 결핍 유도는 Table 1과 같이 식이를 제조하였으며

이때 mineral mixture 대신 철분이 제거된 Fe-free mineral

mixture로 식이를 조제하여 1개월간 투여하여 철분 결핍상

태를 유도하였다. 철분 결핍이 유도된 실험동물은 난괴법에

따라 6마리씩 4군으로 분류하였다. 철분 결핍 상태가 유도된

흰쥐(iron deficient rat, ID)에 heme-Fe 투여군(ID＋heme-

Fe), Asp-Fe 투여군(ID＋Asp-Fe) 및 증류수 투여군(ID＋

C)으로 나누었다. 경구투여 시 보충제의 농도는 한국인 영양

소 기준치(15 mg/60 kg/day)(12)를 기준으로 수치의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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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ody weight, weight gain, diet intake, and organ weight

Items2)
Groups

1)

NC ID＋C ID＋heme-Fe ID＋Asp-Fe

IBW (g)
FBW (g)
TDI (g)

103.2±1.6ns
233.8±14.9ns
477.6±44.0ns

102.0±1.4
238.2±14.6
456.0±30.7

102.4±1.5
254.2±12.8
490.9±23.6

102.7±1.4
218.1±16.0
437.5±30.2

Organ weight (mg/BW)

Liver
Kidney
Spleen

39.3±0.9ab
7.50±0.3ns
3.0±0.4ns

39.9±0.9ab
7.3±0.2
2.7±0.2

36.9±1.1b
7.2±0.1
2.8±0.2

40.6±1.0a
7.5±0.2
3.0±0.2

1)
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2)
IBW: initial body weight, FBW: final body weight, TDI: total diet intake.
Values are mean±SD for 6 rats.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 same item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ns: not significant.

수준으로 실험동물의 평균 체중으로 하여 0.5 mg/kg/day로

투여하였으며, 투여 시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강제 경구투여

방식으로 7일간 수행하였다.

정상대조군(normal control; NC)은 철분 결핍쥐와 동일한

환경에서 사육하면서 Table 1과 같이 AIN-76 mineral mix-

ture를 첨가한 정상식이를 조제하여 투여하였다. 실험 식이

를 조제할 때와 동물을 사육하는 동안 급여한 물은 모두 3차

증류수를 사용하였으며, 식이는 24시간 자유급식 방식으로

급식하였다.

사육기간 중 무기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육이 시

작하기 전에 질산으로 물통 및 대사 cage를 세척 후 3차 증류

수로 완전히 수세한 후 건조한 후 사용하였다. 7일의 투여기

간 중 각 군의 시료섭취량과 체중 변화를 관찰하였다.

시료의 채취

동물사육 종료 전 일주일 간 실험동물을 metabolic cage

에 옮겨 적응시킨 후 마지막 3일 동안 대변을 수집하였다.

사육 마지막 날 체중을 측정하고 에테르 마취하에 개복하여

복부 대정맥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간장, 신장, 비장 등

주요장기를 적출하였다. 혈액의 반은 7.5% EDTA K3가 들

어있는 vacutainer에 담아 혈구를 분리하였고, 나머지 반은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하였다. 각

장기는 trimming 후 생리식염수에 세척하여 여과지로 표면

의 수분을 제거하여 무게를 측정하였다.

시료 분석

채취한 혈액의 혈구로 CBC(complete blood cell: red

blood cell, RBC; white blood cell, WBC; hematocrits, HCT;

hemoglobin, Hb)를 측정하였으며, 혈청으로는 철분의 농도

및 TIBC(total iron binding capacity)를 측정하였다. CBC는

자동 분석기(ADVIA120, Bayer, Tarrytowm, NY, USA)로

측정하였으며, CBC 측정에 사용된 Isoton III, Coulter clenz,

Lyse S III, 4% sodium hypochloride solution, 4C-plus 및

Scatter Pak는 Beckman Coulter(Fullerton, CA, USA) 제품

을 사용하였다. 혈청 중 철분 함량은 Nitrose-PSAP 직접법

에 따라 자동 생화학분석기(HITACHI 7150, Tokyo, Japan)

와 SICDIA Fe-750 reagent(Shinyang Chemical Co., Seoul,

Kore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TIBC는 TIBC kit(RM

176-K, Eiken, Tokyo, Japan)와 생화학분석기(HITACHI

7150)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변의 철분량의 측정

변에 함유된 철분의 함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료(변) 0.25

g에 HNO3 5 mL과 H2O2 2 mL을 넣고 400 W, 15 min, 800

psi, 200oC에서 전 처리한 후 ICP-AES(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er, model: Jobin

Yvon 138 Ultrace, Longjumeau, France)로 흡수되지 못하

고 배출된 철분 함량을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실험을 통해 얻어진 모든 자료는 SAS program(version

9.1, SAS Institute, Cary, NC, USA)을 이용하여 평균±표준
오차로 나타내었다. 각 군의 유의차 검증은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에 의해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식이섭취량과 체중 및 주요 장기무게

일개월간의 철분 결핍식이를 급여한 후, 일주일간 철분

보충제를 투여한 실험동물의 사육기간 중 사료섭취량 및 체

중 및 주요 장기의 무게 변화를 측정하였다. Table 2의 결과

를 보면 식이섭취량, 체중의 변화 및 주요 장기의 변화에서

모든 투여군 간에서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철분 결핍과 체중 변화와의 상관성을 관찰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Quintero-Gutiérrez 등(13)은 햄철과 비햄철인 황산

철을 가지고 돼지새끼에 투여 시 8주에서 13주 사이에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햄철 투여군에서 체중이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Tako 등(14)은 부화 후

7일된 어린 병아리에 철분을 투여한 군과 철 결핍사료를 투

여한 경우 체중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본 결과 사료섭취량에

서는 차이가 없으나 철분 투여군에서 유의적으로 체중증가

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Chen 등(15)은 44 g의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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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ron content, total iron binding capacity (TIBC), and transferrin saturation (TS) in serum

Items
Groups

1)

NC ID＋C ID＋heme-Fe ID＋Asp-Fe

Iron (μg/dL)
TIBC (μg/dL)
TS (%)

224.5±33.65a
662.75±17.02c

33.87

96.1±10.27c
841.90±13.90a

11.42

140.8±25.55bc
824.63±11.60a

17.07

175.2±24.61ab
735.44±9.30b

23.82
1)
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Values are mean±SD for 6 rats.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 same item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ns: not significant.

쥐에 철 결핍 사료를 투여한 후 정상식이 쥐와 체중증가 정

도를 비교했을 때 사료섭취량의 차이로 인한 체중증가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료효율에서는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육하는 동안

섭취한 총 식이섭취량을 보면 정상군과 철분결핍 대조군 간

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룹 간에도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동물의 주령 및 종간의 차이가 철

결핍에 대한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판단되며 어린

주령에서 철분의 결핍은 체중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만 성체에 해당하는 주령에 가까울수록 철 결핍이 식이섭취

량 및 체중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혈청 중 철분, TIBC 함량 및 트랜스페린 포화도(TS)

Total iron binding capacity(TIBC)란 혈청내의 철 함량

과 UIBC(unsaturated iron binding capacity)를 합친 값으로

혈액 내 transferrin과 결합할 수 있는 철분의 총량을 말하는

것(16)으로 철분 결핍상태가 되면 TIBC 수치는 증가하고,

혈청 내 철분 함량은 감소하게 된다. Transferrin saturation

(TS)은 혈청 철분 농도를 TIBC치로 나눈 값을 말하는 것으

로 철분 결핍성 빈혈의 진단에 유용하게 이용되는 bio-

marker 중의 하나이다(17). 철분 결핍 상태가 유도된 실험동

물에게 7일간 철분보충제를 투여한 후, 혈액 중 철분 농도와

TIBC를 측정하고 TS를 환산하였다. 그 결과(Table 3), 철

결핍 상태에서 7일간 Asp-Fe를 투여한 군(ID＋Asp-Fe)의

혈액 중 철분의 농도는 175.2±4.61 μg/dL로 철 결핍이 유도

되지 않은 정상군(NC)의 혈액 중 농도(224.5±33.7 μg/dL)와
유의적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정상화되었으며, heme-Fe을

투여한 군(ID＋heme-Fe)은 철 결핍 대조군보다 혈액 중 철

분 함량은 증가하였으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각 실험군의

TIBC를 측정한 결과, Asp-Fe 투여군은 정상군 수준까지는

정상화되지는 못했지만 철 결핍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 수준

으로 정상화되었다. 반면 heme-Fe 투여군의 경우 철 결핍

대조군과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트랜스페린 포화도(TS)에

서 철분이 결핍된 대조군이 11.4%로 철분결핍성 빈혈을 나

타냈으며, heme-Fe 투여군은 약 17.1%로서 대조군에 비하

여 증가하였지만 정상 식이군에 비하면 낮은 수준에 머무르

고 있다. 반면에 Asp-Fe 투여군은 트랜스페린 포화도가 약

23.8%로 철분 결핍 대조군에 비하여 약 2배 증가하였으며

정상군 수준에 접근하는 결과를 보였다. 1개월간의 철 결핍

사료 투여 후 7일 간의 철분을 투여한 결과로 비교해볼 때

Asp-Fe 투여군이 heme-Fe 투여군에 비하여 혈청에서의 철

분 함량, 트렌스페린 포화도 및 철분 결합능 모두에서 유의

적으로 높은 정상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완전히 정상식이

투여군 수준으로 정상화시키지는 못했지만 투여기간이 길

어지면 충분히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혈액 중 헤모글로빈의 농도 및 헤마토크리트치의 변화

철분 보충제가 철분 결핍된 흰쥐의 적혈구, 백혈구 농도

및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리트치에 미치는 영향을 Fig. 1에

나타내었다. 헤마토크리트(hematocrit, HCT)는 혈액 중 적

혈구의 부피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헤모글로빈, 적혈구 수치

와 함께 철 결핍성 빈혈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18).

각 투여군의 적혈구 농도를 측정한 결과(Fig. 1A) 모든 실험

군에서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헤모글로빈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Fig. 1C)에서는 Asp-Fe 투여 시 철분 결핍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HCT를 측정한 결과

(Fig. 1D)에서는 Asp-Fe(39.33%)나 heme-Fe 투여군(36.11

%)에서 철분 결핍 대조군보다 HCT가 증가하는 경향은 보

였지만 정상 대조군(44.20%)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수치

로 측정되었다.

분변을 통해 확인한 철분 흡수율

철분 결핍쥐에 형태를 달리한 철분 보충제를 투여한 다음

3일간의 대변을 회수하여 실험동물의 대변 중 흡수되지 못

하고 배설된 철분의 양을 측정한 결과(Table 4), heme-Fe

투여군의 경우 변으로 배설된 철분의 양이 1427.4 μg/3 day

로 총 투여량 대비 21.3%의 흡수율을 보인 반면 Asp-Fe

투여군은 1000.6 μg/3 day로 50.5%의 흡수율을 보였다.

대표적인 철분 보충제인 햄철(heme-Fe)은 십이지장의

상피세포에 존재하는 heme carrier protein 1(HCP1)이나

heme 부분과 결합하여 햄철을 흡수하는 breast cancer re-

sistance protein(Berp)을 통해서 쉽게 흡수되어 십이지장의

enterocyte에서 heme oxygenase(HO)의 작용을 받아 철분

의 형태로 전환된 후 체내에서 이용되며 흡수율 또한 30～35

% 정도로 다른 형태의 철분에 비해 생체흡수율이 높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11). 현재 식이로 섭취되는 비햄철(nonheme

iron)은 야채 및 과일과 같은 식품과 동물의 조직에 존재한

다. 비햄철은 일반적으로 햄철에 비하여 다소 흡수가 떨어지

는 5～10% 정도로 알려져 있다. 비햄철의 흡수의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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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concentration of RBC (A), WBC (B), Hb (C), and HCT (D) in blood by various form of iron supplement. 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Bloods were collected in two hours following first administration. Values are mean±SD for 6 rats.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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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pparent iron absorption on iron deficient rat

Iron intake
(μg/3 days)

Fecal iron
excretion
(μg/3 days)

Apparent
absorption (%)

Fe-free
Heme-Fe
Asp-Fe

0
1,500
1,500

247.4±28.3
1427.4±62.5a
1000.6±42.9b

－
21.3
50.2

Feces were collected for 3 days following first administration.
Values are mean±SD for 6 rats. Means with different super-
script letters in Fe intake group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흡수 저해제, 흡수 촉진제 혹은 각 개인의 철분 수준의 상태

에 따라 달라지는 반면에 햄철의 흡수는 일반적으로 개인적

차이나 식이에 영향을 덜 받는다(19).

본 연구에 사용한 아미노산과 킬레이트 형태로 결합한 철

분인 아스파르트산 킬레이트 철분은 비햄철의 형태이지만

상기의 연구결과를 보면 실험에 사용한 햄철보다 높은 흡수

율(Table 3, 4)을 보였으며, 햄철에 비해 철 결핍성 빈혈을

회복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1). 아미노산 킬레이트

철분은 일반적인 비햄철의 흡수경로를 통하여 체내로 들어

간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글리신철 킬레이트가 비타민 C와 함께 투여될 경우 생체이

용율이 증가하는 것(20), 그리고 아미노산철 킬레이트 흡수

가 생체내의 철의 수준에 반비례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통하

여 비햄철의 흡수 경로를 통하여 흡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21). Olivares 등(20)은 아미노산 킬레이트 철분의 경우,

햄철과 흡수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햄철

과 경쟁적으로 흡수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햄철은 도축된 동물의 혈액에서 분리한 헤모글로빈을 산

처리, 유기용매 처리 및 효소처리를 통해 얻어진다(11). 주로

소 등의 도축 혈액 속 헤모글로빈(hemoglobin)을 단백질 분

해효소를 이용하여 단백질 부분(globin)을 분해한 후 단백질

침전, 탈취 등 정제과정을 거쳐 햄철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햄철의 제조과정은 도축혈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엄격한 위

생관리가 요구되며 제조과정 또한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비

교적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도축혈액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으로 극소량만 이용되고, 대부분은

폐기 처분되고 있으며, 햄철의 국내 공급량은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제조공정에 따라 햄철의 생체 흡수율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록 생산 과정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햄철은 비햄철에 비해 생체이용율이 높아 현재 빈혈 등의

치료나 예방을 위해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아미노산 킬레이트 방식으로 제조된 철분인 아스파르트산

킬레이트 철분을 7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투여하기는 했

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햄철과 유사한 생체이용률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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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미노산 킬레이트 철분에 대한 안

전성은 아직 심도 있게 연구되지는 못했지만 본 연구를 통해

그 이용 가능성은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햄철을 대체해서 활

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짧은 기간 연구된 관계로 유의적 수준의 효능을 확인하

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투여기간의 연장에 의한 결과 및 안

정성의 연구가 보강된다면 아스파르트산 킬레이트 철분은

철분 보충제로 활용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아스파르트산, 탄산칼슘 및 황산철을 반응

시켜 아스파르트산 킬레이트 철분(aspartic acid chelated

iron, Asp-Fe)을 제조하고 Asp-Fe의 철분결핍 쥐(iron-de-

ficient rat, ID)에서의 생물학적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시험

군은 철분이 함유된 식이를 섭취한 정상군(NC), 철분 결핍

식이를 1개월간 투여하여 철분 결핍 상태를 유도한 쥐(ID)에

생리식염수를 공급한 결핍 대조군(ID＋C), 철분 결핍 쥐에

햄철(heme-Fe) 투여군(ID＋heme-Fe) 및 Asp-Fe 투여군

(ID＋Asp-Fe)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식이섭취량,

장기무게, 체중증가 정도에서 각 군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7일간 투여 후 혈액 중 철분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 결핍쥐에 Asp-Fe 투여군(175.2 μg/dL)과 heme-Fe 투

여군(140.8 μg/dL)은 결핍 대조군(96.1 μg/dL)보다 유의적

인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총 철분 결합능(total iron binding

capacity, TIBC)를 측정한 결과 Asp-Fe 투여군(735.4 μg/

dL)은 결핍 대조군(841.9 μg/dL)보다 유의적 수준으로 정상

화되었다. 헤마토크리트(HCT) 수치를 측정한 결과에서 Asp-

Fe 및 heme-Fe 모두 결핍 대조군보다 증가하는 경향은 보

였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흡수율에서는 heme-Fe의

경우 21.3%인 반면에 Asp-Fe의 경우 50.2%로 약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혈청에서의 철분농도 및 transferrin sa-

turation(TS)는 heme-Fe 투여군 및 결핍 대조군에 비하여

Asp-Fe 투여군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상

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아미노산 킬레이트 철분은 heme-Fe

과 유사한 수준의 생체 이용율을 가지고 있으며, 철분 결핍

을 회복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보충제로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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