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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Subclinical hypothyroidism (SCH) is defined as a serum thyroid-stimulating hormone (TSH) level above the upper limit of normal despite normal levels of serum thyroid hormone. Most SCH patients are asymptomatic, and whether to treat with levothyroxine (LT4) or
not remains controversia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ore specific treatment criteria. Thus,
we studied if other biochemical indicators, the serum triiodothyronine (T3)/free thyroxine (fT4)
ratio, could facilitate in determining whether to use LT4 for the treatment of SCH in the elderly.

Methods : Among patients older than 65 who visited a tertiary hospital January 2009-December 2018, patients with serum T3 and fT4 test results with TSH level ≥ 4.5 mIU/L and < 10.0
mIU/L were included in this study. These patients were divided into LT4 and non-LT4 groups
and observed until normal serum TSH level was reached for up to two years. We analyz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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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patients who reached normal serum TSH level and the time to return normal TSH
level according to LT4. We also analyzed the ratio influence.

Results : Of the 108 subjects (total), 39 were in the LT4 group. The rate of reaching normal
serum TSH level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LT4 group than non-LT4 group (100% vs 85.5%,
p=0.01). The period to reach normal serum TSH level was 2.9 months (2.4-4.0) in the LT4 group
and 2.8 months (1.9-3.6) in the non-LT4 group (p=0.49). The period decreased during LT4
treatment, as the ratio decreased, but there was no significance (HR 0.15, p=0.10).

Conclusion : Elderly SCH patients older than 65 with a serum TSH level ≥ 4.5 mIU/L and <
10.0 mIU/L may consider monitoring their progress every 6 months without using drugs until
18 months when deciding on LT4.

[Key words] Subclinical hypothyroidism, Elderly, Levothyroxine, Thyroid-stimulating hormone, Triiodothyronine/free thyroxine ratio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Subclinical hypo-

고 있다. 그러나 혈중 TSH 수치가 10.0 mIU/L 미

thyroidism; 이하 SCH)은 혈중 갑상선호르몬이

만에서는 진료지침마다 치료 결정이 다양하다. 2012

정상 수치이지만 혈중 갑상선자극호르몬(Thyroid-

년도 미국 갑상선학회(American Thyroid Asso-

stimulating hormone; 이하 TSH) 수치가 정상

ciation; ATA)에서는 갑상선기능저하가 의심되는

상한치를 초과한 경우로 정의된다.1) 갑상선기능 저

증상이 있거나 갑상선과산화효소(Thyroid per-

하 정도와 증상의 연관성은 약하나, 일부 SCH 환자

oxidase; 이하 TPO)가 양성이거나, 죽상경화 동

에서는 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주된 증상인 피로,

맥질환 혹은 심부전의 증거나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추위 민감, 기억력 저하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2) 2013년도 유

한, 치료 지연 시 혈중 TSH 수치가 20 mIU/L 이상

럽 갑상선학회(European Thyroid Associa-

인 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overt hypothyroid-

tion; ETA)에서는 70세를 초과하는 경우 명백한 증

ism)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치료되지 않은 SCH는

상이 있거나 심혈관계 질환의 고위험군 이라면 치료

정상 갑상선기능 환자에 비해 관상동맥성 심장질환,

를 고려하고, 70세 미만에서도 증상이 있으면 치료를

심부전, 뇌혈관 질환, 이상지질혈증, 제2형 당뇨병

시작하고 없으면 추적 관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4)

의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1)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2)

SCH의 유병률은 연구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성인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의 2018

1)

에 비해 노인에게 더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TSH 수치 4-10 mIU/L인

2010년 최훈성 등에 의해 보고된 한 국내 전향적 코

65세 이상 환자는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65세

호트에서도 40세 이상 성인에서 SCH의 유병률은

미만인 환자는 증상에 따라 치료를 고려하도록 하였

11.7% 였으나, 65세 이상 노인에서 17.3%로 나타

다.5)

나 노인에서 높았음을 보였다.3)

혈중 TSH 수치는 연령에 따라 상승하여, 80세 초

현재 SCH로 진단된 환자에서 1차 치료제인 lev-

과한 노인 환자에서는 목표 혈중 TSH 수치를 높여야

othyroxine (이하 LT4)의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한다는 결과도 있으므로 혈중 TSH 수치를 기반으로

지표는 혈중 TSH 수치이다. 일반적으로 혈중 TSH

LT4 치료를 결정하는 지침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수치가 10.0 mIU/L 이상인 경우는 치료를 권장하

있다.6) 또한 노인은 일반 성인에 비하여 만성 질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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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된 경우가 많고 증상이 비특이적이며 노화와 혼

연구방법

동되는 증상이 발현되므로 증상만으로 LT4 치료를
결정하기보다는 갑상선기능검사가 포함된 정기적인

1. 연구 대상

임상병리검사를 통해 적절한 선별 진단이 이루어지도
록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노인 SCH 환자의 혈

1) 선정기준

중 TSH가 4.5 mIU/L 이상인 군에서도 LT4 치료
결정이 어려우므로7) LT4 치료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
해서는 혈중 TSH 수치 이외의 증상을 수치화 할 수
있는 지표나 다른 생화학적 지표가 필요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갑상선기능검사에는 TSH 이외에도
thyroxine (이하 T4), triiodothyronine (이하
T3) 등이 사용된다. 갑상선호르몬인 T4는 전적으로

2009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0년 동안 한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한 65세 이상 노인 환자 중 혈중
TSH 수치가 4.5 mIU/L 이상, 10.0 mIU/L 미만
이며 T3, fT4 검사 결과가 있는 환자를 대상자로 하
였다.

갑상선에서만 생산되며, T4에 비해 활성이 3.3배로
강한 T3는

8)

2) 제외기준

대부분 말초 조직에서 thyroxine

5-deiodinase에 T4가 탈요오드화 되어 생산된
다. 그러나 노인에서는 노화와 기저 질환 등으로 인
9)

해 deiodinase 활성이 낮아져 있으며 혈중 단백질
감소나 병용 약물 등으로 인해 T3 및 T4의 단백 결합
이 영향을 받아10) T3, T4의 절대적인 수치로 SCH
치료를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최근 T3와 T4 비율을 이용한 연구가 발표되면서
현재 갑상선 질환의 진단적 문제 측면에서 보완책으
로써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 연구에서는 총
T3/T4 비율이 20 ng/μg 미만이면 갑상선염에 의
한 갑상선 중독증의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도출하
였고

11)

2018년 Pasqualetti 연구에서는 fT3/

fT4 비율이 노쇠 정도와 사망률과 관련 있다고 보고
하였다.

12)

또한 갑상선과 치매와의 연관성을 발표한

한 연구에서는 갑상선 질환이 TSH와 총 T3/fT4 비
율과 관련 있다는 결과도 보고하였다.

13)

전환이 원활

할수록 활성형 T3가 많아지고 음성 되먹임 작용
(negative feedback)으로 TSH가 낮아져 SCH가
해결될 수 있기에 이런 비율은 갑상선기능 예측 지표
로 연구 중에 있으며,

14)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지표

로서의 연구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혈중 TSH 수치가 4.5 mIU/L 이상 10.0 mIU/L 미만인 65세 이상 SCH 환
자에서 LT4 사용여부에 따른 치료 효과를 분석하고,
기저 T3/fT4 비율과 LT4 치료 효과의 상관성을 분

기준일 이후 TSH가 측정되지 않는 환자와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 시, T3와 fT4 정상 범위
(T3: 0.61-1.16 ng/mL, fT4: 0.8-1.23 ng/
dL)를 벗어난 환자,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주는 질
환이 있는 환자(하시모토 갑상선염, 갑상선 암, 갑상
선우연종, 갑상선기능항진증, 현성 갑상선기능저하
증, 약인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인성 갑상선기능
저하증, 갑상선절제술을 받은 환자),15) 갑상선 기능
에 영향을 주는 약제(부록 1) 복용력이 있는 환자(1
회 이상 복용 시 영향을 주는 약제: 갑상선 항진증 치
료제(carbimazole, methimazole, propylthiouracil), 갑상선 저하증 치료제 (levothyroxine/liothyronine 복합제제) / 기준일 기준 6개월
이내 복용 시 영향을 주는 약제: 갑상선 기능에 영향
을 준다고 알려진 약제 성분(amiodarone,16) dopamine,17) immune checkpoint inhibitors,18)
lithium,19) octreotide,20) potassium iodide,
radioactive iodine,21) tyrosine kinase inhibitor22)) / 기준일 기준 3일 이내 복용 시 영향을
주는 약제: dobutamine,23) glucocorticoid,24)
propranolol25), 시험군 중 LT4 복용을 기준일 기
준 10일 이내에 처음 시작하지 않은 환자, 관찰 기간
내 추적 불가능한 환자들은 제외하였다.
2. 데이터 수집항목

석하여 기저 T3/fT4 비율로 LT4 사용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SCH 진단 이후 LT4를 처음 복용한 환자를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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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그렇지 않은 환자를 대조군으로 설정했다. 시험

5 미만인 셀이 20%를 넘는 경우 Fisher’s exact

군의 기준일은 LT4 복용 시작일로, 대조군은 SCH

test를 시행하여 분석했다. 검정력은 80%, 유의 수

진단일로 하였다. 기준일 이전 6개월부터 기록을 검

준 p값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토하여 제외기준 및 기본 특성을 확인하였다. 각 환자

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정상 혈중 TSH 수치에

별로 기준일 이후 정상 혈중 TSH 수치에 도달할 때

도달하는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을 Logis-

까지 추적 관찰했으며, 정상 TSH 수치에 도달하지

tic-regression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정상

못할 경우 최대 2년 동안의 자료를 확인하였다. SCH

혈중 TSH 수치에 도달하는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

환자의 기본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의 나

는 인자들은 Cox-regression을 시행하여 분석하

이, 성별 등의 인구학적 정보와 체질량지수, Charl-

였고 정상 혈중 TSH 수치에 도달한 것을 event로

son Comorbidity Index (이하 CCI) 등 임상 기저

정의하였다.

정보를 조사하였고 기저 갑상선 기능을 조사하기 위
해 TSH 검사일, TSH, T3, fT4 수치, T3/fT4

5. 피험자 보호

ratio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수행된 후향적 연구로
본원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3. 평가 지표

broad,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IRB
1차 평가 항목으로 LT4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number: 4-2021-1547)

LT4 평균 복용량, 목표 TSH 수치까지 도달한 기간
과 환자수를 각 군별로 조사하였다. 또한, 정상 TSH

연구결과

수치 도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 복용 여부를 조
사하였다. TSH 수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약
제(dobutamine,

heparin,

2009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0년 동안 본원

non-steroidal

에 내원한 65세 이상 노인 환자 중, 혈중 TSH 수치

anti-inflammatory drugs27) (이하 NSAIDs),

가 4.5 mIU/L 이상, 10.0 mIU/L 미만이며 T3,

salicylate (aspirin),

23)

26)

tamox-

fT4 검사 결과가 있는 사람은 1,160명이었다. 제외

ifen29)), TSH 수치를 하강시키는 효과가 있는 약제

raloxifene,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 992명을 제외하여 168명의 대

(amiodarone,

26)

28)

cation-conta-

상 환자를 선정하였고, 이 중 LT4 복용 환자가 43명

ined medication,31) danazol,32) glucocorti-

(25.6%), LT4 미복용 환자가 125명(74.4%)이었

coids,

16)

androgen,

30)

proton pump in-

다. 기준일로부터 첫 TSH가 측정되는 기간이 달라

hibitor34) (이하 PPI))의 복용 여부를 조사하였다

서 발생할 수 있는 비뚤림을 줄이기 위해서 6개월 이

모든 정보는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내 첫 TSH를 측정한 환자 108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

Record; EMR)을 통해 수집하였다.

정하여 분석하였다(Fig. 1). 따라서 해당 기간에 최

33)

propranolol,

25)

종 선정된 시험군은 39명(36%), 대조군은 69명
(64%)이었다.

4. 통계 분석
수집된 모든 자료는 Microsoft Office Excel

1. 환자 특성

2016과 SPSS version 25 (IBM CO,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속형 변수 중

시험군의 나이는 71세(68~74)였고, 대조군 72세

정규분포를 따르는 자료는 Student t-test로, 비

(68~76)였고, 남성 비율은 시험군은 43.6%, 대조

정규분포를 따르는 자료는 Mann-Whitney U

군은 40.6%로 나타나 인구학적으로 두 군간 유의한

test를 통해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범주형 자료의

차이는 없었다. 체질량지수는 시험군 23.81 kg/m2,

경우 Chi-square test를 시행하고, 예측 빈도수가

대조군 23.46 kg/m2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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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 Patients assessed for eligibility

992 Excluded
8 Patients taking levothyroxine/liothyroxine during the observation period
66 Patients with a history of taking medications that affect pre-existing thyroid funtion
101 Among the treatment group, patients who did not take LT4 within 10 days after the
		
index date
158 Patients with abnormal T3 and fT4 at the time of enrollment
170 Patients unable to be traced due to lack of records
				 32 whose other records has not been measured
				 138 whose TSH has not been measures since the index date
489 Patients with thyroid-associated disease

168 Patients underwent randomization
43 Patients started with LT4

125 Patients not started with LT4

4 Patients with the first measured
TSH after 6 months
39 Patients with the first measured TSH within
6 months and taking levothyroxine

56 Patients with the first measured
TSH after 6 months
69 Patients with the first measured TSH within
6 months and taking levothyroxine

Fig. 1 Patient inclusion flowchart

고, CCI와 T3/fT4 ratio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약제를 단변량 분석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Table 1).

않았다. LT4에 의한 영향력을 6개월 간격으로 분석
하였다. 단변량 분석 결과 p<0.20인 변수들인
LT4, T3/fT4 ratio (≥0.97)로 다변량 회귀 분석

2. 효과 평가

을 하였고, 6개월 및 12개월까지 분석했을 때 해당
정상 혈중 TSH 수치에 도달한 기간은 시험군이

변수들 모두 유의하지는 않았다. 6개월까지 분석 시

2.9개월(2.4~4.0), 대조군이 2.8개월(1.9~3.6)

LT4의 adjusted Odds ratio (이하 aOR) 3.80

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49)(Table

(95% CI 0.79-18.39, p=0.10), 12개월까지 분

2-1). 시험군 37명(94.9%), 대조군 58명(84.1%)

석 시 LT4의 aOR 7.08 (95% CI 0.86-58.37,

이 6개월 이내 정상 TSH 수치에 도달했으나 두 군간

p=0.07)이였고, T3/fT4 ratio에 의한 영향력은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p=0.13), 이들을 24개월까

6개월까지 aOR 0.42 (95% CI 0.12-1.39,

지 추적 관찰하였을 때 시험군 2명과 대조군 1명이 추

p=0.15), 12개월까지 aOR 0.37 (95% CI 0.10-

가로 정상 혈중 TSH 수치에 도달하였고 유의한 차이

1.39, p=0.14)이였다(Table 2-3-1, 2-3-2).

를 보여주었다(p=0.01)(Table 2-2).

정상 혈중 TSH 수치에 도달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정상 혈중 TSH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인 나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분석하기 위해 LT4 복용 유무

이, 성별, 체질량지수, CCI, T3/fT4 ratio, 병용

에 따라 모든 영향인자들을 다변량 회귀 분석하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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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 (N=108)
Treatment(n=39)

Control(n=69)

p-value

Male, n (%)

17 (43.6%)

28 (40.6%)

0.84

Female, n (%)

22 (56.4%)

41 (59.4%)

-

Age*

71 (68-74)

72 (68-76)

0.21

Age (65-74), n (%)

30 (76.9%)

44 (63.8%)

0.20

Age (≥75), n (%)

9 (23.1%)

25 (36.2%)

-

23.81 (2.59)

23.46 (2.40)

0.49

BMI (<25), n (%)

27 (69.2%)

55 (79.7%)

0.25

BMI (≥25), n (%)

12 (30.8%)

14 (20.3%)

-

CCI 0, n (%)

18 (46.2%)

23 (59.0%)

0.42

CCI 1, n (%)

7 (17.9%)

19 (48.7%)

CCI ≥2, n (%)

14 (35.9%)

27 (69.2%)

0.99 (0.15)

0.95(0.14)

0.25

19 (48.7%)

29 (42.0%)

0.55

Treatment(n=39)

Control(n=69)

p-value

39 (100%)

59 (85.5%)

0.01

2.9 (2.4-4.0)

2.8 (1.9-3.6)

0.49

Sex

Age (years)

BMI† (kg/m²)
BMI‡

CCI

Thyroid function
T3/fT4 ratio‡
T3/fT4 ratio (≥0.97), n (%)
*median (IQR), BMI: Body Mass Index, MD (SVD)
†

‡

Table 2-1 Reaching normal TSH within 2 year

Euthyroid within 2 years, n (%)
Time (Month)*
*median (IQR)

Table 2-2. Analysis of reaching normal TSH according to levothyroxine intake
Treatment(n=39)

Control(n=69)

p-value

Euthyroid within 6 month

37 (94.9%)

58 (84.1%)

0.13

Euthyroid within 12 month

38 (97.4%)

59 (85.5%)

0.06

Euthyroid within 18 month

38 (97.4%)

59 (85.5%)

0.06

Euthyroid within 24 month

39 (100%)

59 (85.5%)

0.01

- 163 -

JKSHP, VOL.39, NO.2 (2022)

Table 2-3-1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duration to reach normal TSH within 6 months
(N=108)
Univariate

Multivariate*

OR (95% CI)

p-value

3.51 (0.74-16.73)

0.12

3.80 (0.79-18.39)

0.10

T3/fT4 ratio (continuous)

0.13 (0.002-7.31)

0.32

-

-

T3/fT4 ratio (≥0.97)

0.46 (0.14-1.49)

0.19

0.42 (0.12-1.39)

0.15

Female_SEX

1.23 (0.38-3.94)

0.73

-

-

Age (≥75 years)

0.70 (0.21-2.33)

0.57

-

-

BMI (continuous)

1.13 (0.87-1.46)

0.36

-

-

CCI (≥2)

1.44 (0.41-5.00)

0.57

-

-

-

-

Levothyroxine

OR (95% CI)

p-value

T3/fT4 ratio

TSH regulation drugs			
Down regulation*

0.95 (0.19-4.76)

0.95

-

-

Up regulation

0.94 (0.67-3.31)

0.92

-

-

†

*TSH down regulation drugs: amiodarone, androgen, cation-contained medication, danazol, glucocorticoids, propranolol, proton pump inhibitor
†

TSH up regulation drugs: dobutamine, heparin,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raloxifen, salicylate, tamoxifen

Table 2-3-2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duration to reach normal TSH within 12 months
(N=108)
Univariate

Multivariate*

OR (95% CI)

p-value

6.44 (0.79-52.37)

0.08

7.08 (0.86-58.37)

0.07

0.26 (0.003-19.73)

0.54

-

-

0.42 (0.12-1.52)

0.19

0.37 (0.10-1.39)

0.14

Female_SEX

1.19 (0.34-4.16)

0.79

-

-

Age (≥75 years)

0.78 (0.21-2.88)

0.71

-

-

BMI (continuous)

1.00 (0.77-1.28)

0.98

-

-

CCI (≥2)

1.08 (0.30-3.94)

0.91

-

-

Down regulation*

0.76 (0.15-3.89)

0.74

-

-

Up regulation

0.71 (0.19-2.62)

0.61

-

-

Levothyroxine

OR (95% CI)

p-value

T3/fT4 ratio
T3/fT4 ratio (continuous)
T3/fT4 ratio (≥0.97)

TSH regulation drugs

†

*TSH down regulation drugs: amiodarone, androgen, cation-contained medication, danazol, glucocorticoids, propranolol, proton pump inhibitor
†

TSH up regulation drugs: dobutamine, heparin,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raloxifen, salicylate, tamoxi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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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 Risk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time to reach normal TSH within 6 months
(after 6 months version) (N=108)
Univariate

Multivariate*

HR (95% CI)

p-value

0.90 (0.60-1.36)

0.63

0.93 (0.59-1.44)

0.73

T3/fT4 ratio (continuous)

0.41 (0.10-1.61)

0.20

0.38 (0.08-1.80)

0.22

T3/fT4 ratio (≥0.97)

0.88 (0.58-1.32)

0.54

Female_SEX

0.93 (0.62-1.40)

0.73

0.98 (0.62-1.55)

0.92

Age (≥75 years)

1.21 (0.78-1.88)

0.39

1.20 (0.74-1.93)

0.47

BMI (continuous)

1.08 (1.00-1.17)

0.06

1.09 (1.00-1.19)

<0.05

CCI (≥2)

1.17 (0.77-1.77)

0.46

0.91 (0.54-1.53)

0.71

Down regulation*

1.44 (0.81-2.56)

0.22

1.21 (0.65-2.70)

0.45

Up regulation

1.14 (0.74-1.78)

0.55

1.09 (0.68-1.74)

0.73

Levothyroxine

HR (95% CI)

p-value

T3/fT4 ratio

TSH regulation drugs

†

*TSH down regulation drugs: amiodarone, androgen, cation-contained medication, danazol, glucocorticoids, propranolol, proton pump inhibitor
†

TSH up regulation drugs: dobutamine, heparin,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raloxifen, salicylate, tamoxifen

Table 3-1-2 Risk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time to reach normal TSH within 6 months
(after 12 months version) (N=108)
Univariate

Multivariate*

HR (95% CI)

p-value

0.90 (0.60-1.35)

0.60

0.92 (0.59-1.42)

0.70

T3/fT4 ratio (continuous)

0.44 (0.11-1.75)

0.25

0.42 (0.09-1.99)

0.27

T3/fT4 ratio (≥0.97)

0.91 (0.60-1.36)

0.63

Female_SEX

0.94 (0.63-1.41)

0.76

0.98 (0.62-1.54)

0.93

Age (≥75 years)

1.22 (0.79-1.88)

0.38

1.20 (0.75-1.92)

0.46

BMI (continuous)

1.07 (0.99-1.16)

0.09

1.08 (1.00-1.18)

0.07

CCI (≥2)

1.12 (0.75-1.70)

0.58

0.87 (0.51-1.47)

0.59

Down regulation

1.44 (0.81-2.56)

0.22

1.37 (0.67-2.81)

0.39

Up regulation

1.14 (0.74-1.78)

0.55

1.08 (0.68-1.73)

0.75

Levothyroxine

HR (95% CI)

p-value

T3/fT4 ratio

TSH regulation drugs

*TSH down regulation drugs: amiodarone, androgen, cation-contained medication, danazol, glucocorticoids, propranolol, proton pump inhibitor
†

TSH up regulation drugs: dobutamine, heparin,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raloxifen, salicylate, tamoxi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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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Analysis of T3/fT4 ratio affecting duration to reach normal TSH within 2 years in
case group
T3/fT4 ratio

HR (95% CI)

p-value

T3/fT4 ratio (continuous)

0.15 (0.02-1.39)

0.10

T3/fT4 ratio (≥0.97)

0.63 (0.33-1.20)

0.16

Table 4-2 Analysis of T3/fT4 ratio affecting Duration to Reach Normal TSH within 2 years in
control group
T3/fT4 ratio

HR (95% CI)

p-value

T3/fT4 ratio (continuous)

0.97 (0.14-6.62)

0.98

T3/fT4 ratio (≥0.97)

1.19 (0.70-2.04)

0.53

Table 5-1 Analysis of Treatment Effect on Levothyroxine in the Group with T3/fT4 Ratio (0.97)
T3/fT4 ratio

HR (95% CI)

p-value

T3/fT4 ratio (≥0.97)

0.61 (0.32-1.16)

0.13

T3/fT4 ratio (<0.97)

1.15 (0.65-2.00)

0.64

12, 18, 24개월의 adjusted Hazard ratio (이하

으로 0.97 이상 군과 미만 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고

aHR)를 확인했다. 6개월까지 LT4의 aHR 0.93

시험군과 대조군에서 각각 분석하였다. 대조군에서

(95% CI 0.59-1.44, p=0.73), 12개월은 aHR

는 HR 1.19 (95% CI 0.70-2.04, p=0.53), 시

0.92 (95% CI 0.59-1.42, p=0.70), 18개월과

험군에서는 HR 0.63 (95% CI 0.33-1.20,

24개월은 12개월의 HR과 동일하였다(Table 3-1-

p=0.16)으로 두 군 모두 T3/fT4 ratio가 높고 낮

1, 3-1-2). 기타 인자들의 위험도를 분석하기 위해

음에 따른 정상 혈중 TSH 수치에 도달하는 기간에

나이, 성별, 체질량지수, CCI, T3/fT4 ratio, 병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1, 4-2).

용 약제를 분석하였고, 다변량 회귀 분석 시 6개월까

LT4 복용 유무에 따른 정상 혈중 TSH 수치에 도달

지 분석한 결과 체질량지수만 유의하였고(aHR

하는 기간을 T3/fT4 ratio 0.97 이상 군과 미만 군

1.09, 95% CI 1.00-1.19, p<0.05) 기타 요인들

에서 각각 분석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이상 군

은 유의하지 않았다.

HR 0.61, 95% CI 0.32-1.16, p=0.13, 미만 군

혈중 TSH 수치가 정상에 도달하는 기간에 T3/fT4
ratio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험군과 대

HR 1.15, 95% CI 0.65-2.00, p=0.64)(Table
5-1).

조군을 별도로 비교한 결과, 시험군에서는 HR 0.15
(95% CI 0.02-1.39, p=0.10), 대조군에서는

고찰

HR 0.97 (95% CI 0.14-6.62, p=0.98)로 두 군
에서 각각 유의하지 않았다. 한 상급종합병원의 T3

본 연구는 한 상급종합병원의 혈중 TSH 수치 4.5

및 fT4 정상 범위로 추정할 수 있는 T3/fT4 ratio

mIU/L 이상, 10.0 mIU/L 미만인 SCH 65세 이

의 하한(0.49)과 상한(1.45)의 평균인 0.97을 기준

상 노인 환자에서 LT4 복용 유무에 따른 정상 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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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H 수치 도달 유무를 비교 분석한 국내 첫 연구이

지수가 29 kg/m2 이상인 인구에서 SCH가 매우 만

고, 추가적인 생화학적 지표로서 T3/fT4 ratio를

연하다는 것을 보였다.3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중 증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가 및 비만으로 이어지는 갑상선 호르몬 결핍을, 국내

혈중 TSH 수치로 치료를 결정하는 SCH는 특히

비만 기준 지표가 체질량지수 25 kg/m2이상인 점을

TSH 10.0 mIU/L 미만에서 진료지침마다 LT4의

참고하여 체질량지수와 SCH 치료 간의 관련성으로

치료 여부 권장 사항이 상이한데, 이는 치료 유무에

분석하였다.37) 이에 6개월까지 관찰 시, 체질량지수

따른 이익이 위험성을 상회하지 않기 때문이다. TSH

가 더 클수록 정상 혈중 TSH 수치에 도달하는 기간

4.6~19.99 mIU/L인 65세 이상 SCH 노인 환자

이 유의하게 짧았으며, 이를 통해 증상이 있으면 치료

에서 LT4 효과 및 부작용을 분석한 한 유럽 연구에서

를 권장하는 진료 지침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었고

는,

12개월 이후 LT4 복용군과 비복용군에서 평

체질량지수가 증상을 객관화 할 수 있는 또다른 지표

균 TSH 수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복용군:

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관

3.63±2.11 mIU/L, 비복용군: 5.48±2.48 mI-

찰했을 경우 유의 수준이 낮아졌으므로 추후 대규모

U/L, p<0.001), LT4 치료의 주된 결과로 제시되

연구를 통해 이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35)

는 삶의 질 평가 지표인, 갑상선기능저하증 증상 점수

갑상선 기능을 측정하는 혈청 지표는 다양하지만,

와 피로도 점수가 12개월 이후 관찰 시 유의한 차이를

진료 지침에 따르면 갑상선 기능 측정 지표에 혈중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 TSH보다는 정

TSH 수치가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현재 국내 갑상

상 혈중 TSH 수치에 도달하는 비율과 기간을 LT4

선 기능 측정 보험 급여 기준 상 혈청 TSH와 더불어

치료적 결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고, 24개월까지 관

두 가지 갑상선 수치 진단 검사를 급여 여부에 따라

찰한 결과 LT4로 치료받은 환자군에서 치료받지 않

T3, fT3, T4, fT4 중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선택하

은 환자군보다 TSH가 정상 수치로 도달하는 비율이

여 검사할 수 있다.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혈중

유의하게 높았으나(p=0.01)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

fT4 수치는 정상이며 혈중 TSH 수치는 높은 상태를

도 85.5%가 정상 혈중 TSH 수치에 도달한 것으로

진단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

을 진단하기 위하여 혈중 TSH와 fT4 검사는 필수적

가 없었던 18개월까지 LT4를 사용하지 않고 추적 관

이다. 일반적으로 체내에 존재하는 T3와 T4는 단백

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질과 결합된 형태로 99% 존재하여 유리된 형태가 진

본 연구는 SCH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학적 요인

단 지표로는 더 정확하다. 하지만 fT3를 제외한 검사

으로 성별과 나이를 고려하였고, 갑상선 암, 의인성

항목들은 아래의 방법으로 검사 당일 결과가 나오지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갑상선 관련 질환을 가진 환자

만, fT3는 타 기관에 위탁하여 익일 검사 결과가 나

는 제외하였다. 특히, 갑상선 질환 중 하시모토 갑상

오기 때문에 본원에서도 선호되는 검사 방법이 아니

선염을 가진 경우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위험도가 높아

다(부록 2). 이러한 이유로 원내 대부분의 환자가 혈

지기 때문에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진단명으로 가진

중 TSH, fT4, T3 수치로 갑상선 기능 진단 검사를

환자뿐만 아니라 TPO antibody도 정상 범위에 포

시행하고 있다.

함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여, 타 연구35)에 비해 제한

생체학적인 관점에서 T3와 T4의 비율은 5′-deio-

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갑상선 질

dinase의 활성을 반영한다. T3와 T4가 안정적인 상

환 이외에 기저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서 LT4 치료 여

태에서는 T3와 T4 비율의 불균형이 효소 활성의 변

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CCI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화를 야기한다. 2016년 Peterson의 연구에 의하면

기저 질환으로 인한 요인을 추가적으로 함께 분석하

LT4로 치료한 환자군이 대조군과 같은 TSH 수치로

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시험군과 대조군 간 인구학적

회복 되더라도, 대조군보다 환자군에서 fT3/fT4

차이 및 임상적 차이를 최소화하였을 것으로 사료된

Ratio가 더 낮은 환자가 많았다.38) LT4의 치료적인

다. 임상적 요인으로는 체질량지수를 고려하였다. 한

효과로 TSH는 정상화될 수 있으나, 일부 조직의 높

A. Sami 연구에서는 18~60세 성인 환자 중 체질량

은 T4 수치는 순환하는 혈청 T3에는 영향을 주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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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deiodinase-2 경로를 하향 조절하는 것이고, 혈

뿐만 아니라 Lipid 수치, 신/심기능, 우울증 척도 검

청 내 TSH 수치는 정상이지만 세포 내 T3가 불충분

사 등을 분석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후향적 연구의 한

하여 동일한 TSH 수치를 가졌더라도 임상적인 증상

계로 LT4의 효과를 혈중 TSH 수치로만 분석하였

은 완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갑상선기능

다. 따라서, 이 연구를 보완하여 추후 대규모 환자 대

과 T3/T4의 비율과 관련된 여러 연구가 진행되면서

상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장기적인 연구와

SCH에서도 의미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

전향적 연구를 통한 확증이 필요할 것이다.

서는 유의성이 없었다. 그러나 LT4 복용 유무에 관

또한, LT4의 누적 용량에 대한 치료 효과 분석을 하

계 없이 T3/fT4 ratio가 높아질수록 정상 TSH 수

지 않았다. 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체중을 기반으

치에 도달하는 기간이 길어졌고, LT4 복용 군이 비

로 용량이 결정되어 환자별 시작 용량이 달라 용량별

복용 군에 비해 HR이 더 낮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

치료 효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혈중 TSH

음을 확인하였다. Ratio에 따른 LT4 복용 권고를 위

수치 4.5 mIU/L 이상, 10.0 mIU/L 미만인 SCH

해서는 추후 많은 기관에서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노인 환자는 치료 여부 자체가 논쟁이 있기 때문에,

연구하여 유의성 확보가 필요하다.

본원의 경우 LT4 치료 시작 용량을 가장 낮은 용량인

약물 사용으로 인해 갑상선 수치에 변화가 생길 수

25 mcg/day로 시작하여 환자의 경과를 보고 반응

있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는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성에 따라 점차 12.5 mcg나 25 mcg씩 증량하는 처

주는 약물 중 일부 약물을 배제하여 연구하였지만, 본

방 형태로 처방이 된다. 즉, 약제 반응성이 낮은 환자

연구는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간을 약제

일수록 치료 기간은 길어지게 되고 약제 복용량이 높

별로 정의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기저 혈중 TSH 수

아지게 된다. 이는 약제 복용량이 높은 군에서 약제에

치에 영향을 주는 약제와 LT4와 병용 시 영향을 주는

의한 치료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고 해석될 우려가 있

기간을 고려하여 병용 기준을 선정하였다. 진단 자체

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

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제외기준으로 설정하여 배제

다. 그러나 SCH 환자에서 LT4 치료 결정 시 확인하

하였고, 추적 관찰 기간 내에 병용하여 치료적인 효과

는 증상 중 체질량지수로 객관화하였고, 혈중 TSH

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병용 약제로 인한 영향을 고려

수치 이외 T3/fT4 ratio를 이용한 첫 연구라는 점에

하기 위해 약제별로 병용 여부를 조사하였다. 하지만

의의가 있다.

적은 환자수로 인해 병용 약제에 대한 영향을 개별적
으로 분석하지 못하였고, 대신 혈중 TSH 수치를 높

결론

이는 약제와 낮추는 약제로 이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병용 약제가 나타낼 수 있는 유

혈중 TSH 수치 4.5 mIU/L 이상, 10.0 mIU/L

의한 결과들이 다른 약제와 병합되어 유의하지 않게

인 65세 이상 노인 SCH 환자들을 대상으로 LT4 치

분석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추후 대

료 유무에 따른 정상 혈중 TSH 수치에 도달하는 비

규모 연구를 통해 해당 병용 약제 기준을 적용하여 병

율과 소요된 기간을 분석하였다. LT4 복용 시 2년

용 약제에 의한 혈중 TSH 수치 영향을 개별적으로

내 정상 혈중 TSH 수치에 도달하는 비율은 높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소요된 기간은 길었으나, LT4 치료 결정에 있어 18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단일 상급종

개월까지는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6개월마다 모니터

합병원에서 소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로

링하여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

연구의 결과가 모든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에

을 제시하였다. LT4 복용하는 군에서는 기저 T3/

게 일반화 될 수 없다. EMR을 검토한 후향적 연구이

fT4 비율이 낮을수록 정상 혈중 TSH 수치에 도달하

고, 경증 질환인 질병 특성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가

는 기간은 짧아졌으나, 유의성이 없었다. 이는 본 연

재방문을 하지 않아 혈중 갑상선 수치 모니터링이 주

구가 소규모 후향적 연구라는 한계점을 지니기 때문

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에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에 추후 대규모 다기관 연구를 통해 점차 밝혀 나가

선행 연구에서 LT4의 효과 분석으로 혈중 TSH 수치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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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제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주는
복용 기간

혈중 TSH에 주는 영향

성분명

갑상선 항진증 치료제로 혈중
TSH 증가시킴

carbimazole, methimazole,
propylthiouracil

갑상선 저하증 치료제로 혈중
TSH 감소시킴

levothyroxine/liothyronine 복합제제

기준일 기준 6개월 이내 복용 시
영향을 주는 약제

갑상선 기능을 변화시킴

amiodarone,16) dopamine,17)
immune checkpoint inhibitors,18)
lithium,19) octreotide,20)
potassium iodide, radioactive iodine,21)
tyrosine kinase inhibitor22)

기준일 기준 3일 이내 복용 시
영향을 주는 약제

갑상선 기능을 변화시킴

dobutamine,23) glucocorticoid,24)
propranolol25)

관찰 기간 내 1회 이상 복용 시
영향을 주는 약제

부록 2. 갑상선 기능 검사 이해
검사 항목

소요 기간

검사 방법

검사 수가

T3(3,5,3’-triiodothyronine)

당일

CMIA

9,400원

임상적
의의

T3는 thyroxine (T4)의 enzymatic 5’-deiodination에 의해 주로 간에서 합성된다. 따라서 혈청에서의 T3
농도는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상태 보다는 말초조직에서 active form의 호르몬 활동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T4처럼 T3의 99% 이상이 다양한 운반 단백질들(thyroxine binding globulin, prealbumin, albumin)과 결
합한다.
T3 감소의 대표적 예는 T4에서 T3로의 변환이 감소한 경우이다. 이러한 현상은 propanolol, glucocorticoids,
amiodarone 등 약물로 인한 경우 및 non-thyroidal illness (sick euthyroid syndrome 또는 low T3 syndrome) 를 생각할 수 있다.
T3 측정은 T3-hyperthyroidism (T3 thyrotoxicosis)의 진단과 추적관찰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된다.
Free T3

임상적
의의

ECLIA (위탁기관: 서울의과학연구소)

10,650원

T3는 20%는 갑상선에서 분비되고 80%는 말초조직에서 T4의 탈요오드화에 의해 변환된다.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세포 투과가 강하고, T4에 비해 4-5배 활성이 크다. 혈중에서는 99.7%가 TBG 등의 단백 결합형으로 존재하고 말
초에서 생리작용을 발휘하는 것은 유리형의 T3 (fT3)이다.
T4 (Thyroxine)

임상적
의의

1일

당일

CMIA

9,400원

T4는 갑상선에서 생산하는 호르몬 중 주요한 형태로, 정상적으로 T3보다 50배 이상 많아 전체 갑상선 호르몬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T4의 99.9%는 thyroxine binding proteins (TBP)인 thyroxine binding globulin
(TBG), thyroxine binding pre albumin (TBPA), 그리고 albumin과 결합되어 존재하고, 0.05% 미만만이
유리형으로 존재하며 생물학적인 활성을 띤다.
TBP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선천성 및 후천성 질환에서 T4의 양이 변하게 된다. X-linked TBG deficiency에서
는 TBG의 총 양이 감소하여 T4가 감소하고 familial dys-albuminemic hyperthyroxinemia에서는 TBP의
결합능 증가로 인해 T4가 증가하지만, 두 경우 모두 유리형 T4의 양은 정상이다. 임신이나 에스트로겐 제재 복용 시
에도 TBG의 양이 증가하여 T4가 증가하지만 유리형 T4의 양은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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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의의

검사 항목

소요 기간

검사 방법

검사 수가

Free T4

당일

CMIA

9,400원

T4는 thyroid gland에서 합성, 분비되는 호르몬으로써 당단백질, 핵산, 지질의 대사 촉진, 열 생산 촉진, 유아
기의 성장과 성숙 촉진 등 각종 대사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Circulation에서 T4의 99.95%는 reversible
하게 transport protein (thyroxine binding globulin (TBG), albumin, thyroxine-binding prealbumin (TBPA) 등)에 결합되어 있다. Transport protein과 결합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의 T4는 circulation에서
free form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unbound form의 free T4가 metabolically active하며 triiodothyronine
(T3)의 전구 물질이 된다.
Hypothyroidism과 hyperthyroidism에서 free T4 수치는 total T4 수치와 병행하여 변화하지만 T4 binding protein (특히, TBG)의 변화가 있어 total T4가 변화하는 경우 free T4의 측정이 유용한 검사가 된다. Normal pregnancy와 steroid therapy를 받을 경우에는 TBG의 변화로 total T4가 영향을 받는데 비해서 free
T4 수치는 TBG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접적으로 갑상선호르몬 분비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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