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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기능 이상이 골대사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내분비대사내과

안화영

Effects of Abnormal Thyroid Function Status to Bone
Metabolism
Hwa Young Ahn
Division of Endocrin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Thyroid hormone plays an important role in bone remodeling. In overt hyperthyroidism, excess thyroid hormone
accelerates bone turnover and shortens the normal bone remodeling cycle, leading osteoporosis and
increased fracture risk. Several population and case-control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a prior history of
hyperthyroidism is an independent risk factor for hip and vertebral fracture. In contrast, bone remodeling cycle
is prolonged to almost 2 years with an increase in mineralized cortical bone in overt hypothyroidism. Some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studies have suggested that thyroid hormone replacement could decrease
bone mineral density in overt hypothyroidism. However, this effect might be interpreted as an adaptive
mechanism on decreased bone turnover in preexistent hypothyroidism, and not as thyroid hormone induced
bone loss. The effect of thyroid hormone replacement for hypothyroidism on fracture risk has not been
investigated well. However, excessive thyroid hormone treatment might be increased the risk of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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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골다공증성 골절의 위험성

서

이 증가하게 되는데, 한국인의 경우 전 일생에 걸쳐 50

론

세 여성의 경우 골다공증성 골절을 경험할 확률이
2)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정의에

59.5%이며, 남성의 경우 23.8%인 것으로 나타났다. 골

따르면, 골다공증은 ‘골량의 감소와 미세구조의 이상을

다공증의 주요 원인은 폐경 및 노화로 인한 것이지만,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으로서 결과적으

다양한 질환 및 약물에 의해 이차 골다공증이 발생할

로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환’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중 갑상선기능항진증

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골다공증의 유병률이

및 갑상선호르몬 치료는 대표적인 이차 골다공증의 원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조사된 국민건강영양조사 통

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종설에서는 갑상선기능

계에 따르면 50세 이상 여성 중 34.9%, 남성 중 7.8%에

이상이 골대사에 미치는 영향, 골다공증 및 골절과 관

3)

1)

서 골다공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이가 증가할

련이 있는지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에 대해 정리해 보

수록 유병률이 증가하여, 70세 이상 여성의 65.2%, 남

고자 한다.

성의 20.0%에서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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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호르몬의 조절 및
세포 내 작용 기전

갑상선호르몬의
골세포에 대한 조절의 증거

갑상선호르몬의 분비는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갑

쥐의 연골세포(chondrocyte), 조골세포, 파골세포에

상선자극호르몬인 thyroid stimulating hormone (TSH)

는 갑상선호르몬의 수송체(transporter)인 MCT8 (mono-

에 의하여 조절되며, T4 (3,5,3’,5’-L-tetraiodothyroxine)

carboxylate transporter 8)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및 T3 (3,5,3’-L-triiodothyronine)의 형태로 분비된다. 정

다. 골세포들에서 탈요오드효소 제1형의 발현은 알려

상인의 갑상선호르몬 생산량은 T4는 1일 약 90 μg, T3

져 있지 않고, 반면 호르몬 억제 역할을 하는 탈요오드

는 약 30 μg 정도이며, 대부분 결합 단백과 결합하여

효소 제3형은 연골세포, 조골세포 및 파골세포에 모두

4)

8)

9)

활성 갑상선호르몬인 T3는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탈요오드효소 제2

대부분 T4로부터 변환이 되는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형은 성숙한 조골세포에서만 발견이 되는 것으로 알려

효소가 탈요오드효소 제1, 2형(iodothyronine deiodinase

져 있다. 골세포에서는 TRα1, TRβ1의 mRNA가 모두

D1, D2)이며, 이들 효소는 T4의 바깥쪽 페놀고리의 5’

발견되었지만, TRα1이 10배 이상 높은 발현을 보이는

위치의 요오드를 제거한다. 반면 탈요오드효소 제3형

것으로 알려져 있다.

(D3)은 안쪽 페놀 고리의 5번 위치 요오드를 제거하여

에서 갑상선호르몬이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여 골대

말초조직으로 운반된다.

T4, T3를 불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4)

즉 세포 내

T3의 농도는 이러한 탈요오드효소의 작용에 따라 조절
5)

10)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골세포

사를 조절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갑상선호르몬은 조골세포를 활성화시켜, 분화 및 기

이 된다. 세포 내에서 T3는 핵 안에 존재하는 갑상선

질 생성(matrix synthesis), 무기질화(mineralization)를

호르몬 수용체와 결합하여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게

촉진한다. 또한, 갑상선호르몬이 정상보다 증가할 경우

된다. 갑상선호르몬 수용체는 TR (thyroid hormone

파골세포의 숫자 및 활동이 증가하게 되어 골소실을

receptor) α, β의 형태로 존재하며, 3개의 기능을 가진

일으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갑상선호르몬이 파골세

수용체인 TRα1, TRβ1, TRβ2가 알려져 있다. TRα1

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T3의 직접적인 영향인지 혹은

과 TRβ1의 경우 갑상선호르몬에 반응하는 모든 조직

조골세포의 활성화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인지 여부는

에 존재하지만, 양이나 역할은 발달의 시기 및 조직마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 차이가 있다. 반면 TRβ2의 경우 뇌하수체, 시상하
6)

부, 와우, 망막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

갑상선자극호르몬인 TSH에 대한 수용체인 TSH
receptor의 mRNA 발현이 조골세포 및 파골세포 모두에
서 확인되었다. 갑상선자극호르몬을 처리한 경우 조골
세포의 생성이 감소하고, 1형 콜라겐 및 osteocalcin이 감

골재형성과 골다공증

12)

소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성인의 뼈는 골재형성 과정을 통해 골흡수와 골형성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TSH

가 조골세포의 분화 및 기능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
13)

TSH의 조골세포에 대한 역할은 아직까

이 평형을 이루면서 기능 및 강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를 발표하여

알려져 있다. 골흡수는 손상되거나 낡은 뼈가 파골세

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파골세포의 경우 TSH가 파

포에 의해 제거되는 과정이며, 골형성은 조골세포에

골세포의 형성 및 작용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12)

7)

의해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골재
형성은 대략 150-200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갑상선기능 이상이
골재형성에 미치는 영향

성인에서 30-50세까지는 대체로 골량이 일정하게 유
지되지만, 여성의 경우 폐경 후 급격하게 골소실이 일

골재형성의 시작 및 기간은 갑상선호르몬에 의해 조

어나게 되는데, 이는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인하여 파

절된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을 경우 정상 갑상선기

골세포의 수와 생존 기간이 증가하여 골흡수 부위가

능에 비해 골흡수 기간이 늘어나고(약 76일, 정상은 32

증가하는 반면, 조골세포의 수는 증가하지만 조기 사

일), 골형성 기간 역시 620일로 정상인 경우 150-200일

멸되어, 골형성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여 골소실이

정도 걸리는 것에 비해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으로 알려져 있다.

14)

반대로 갑상선기능항진증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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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빠른 골교체율을 보이고, 골재형성 기간이 정상

인되었다. 또한, 65세 이상의 여성 코호트 연구 결과에

에 비해 짧아지게 되는데, 골흡수에 비해 골형성 기간

서도 정상과 비교하여 낮은 TSH (≤0.1 mU/L)인 군에

이 단축되어, 약 10% 정도의 골밀도 감소를 유발하는

서 고관절 골절의 위험도가 3.6배 증가되어 있고, 척추

15)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갑상선기능항진증 상태에서 골

형성 기간은 정상에 비해 약 50-70% 정도 짧아져 113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

골절의 위험도는 4.5배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
19)

다.

TSH만 억제되어 있고, free T4는 정상범위인 무

증상 갑상선기능항진증 상태의 경우, 최근 발표된 65세
이상의 남녀 노인 1317명을 대상으로 12년간 관찰한

갑상선기능과 골절 및
골다공증에 대한 임상 연구

연구에서 무증상 갑상선기능항진증이 골밀도의 감소
에 미치는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대퇴골 골절의
20)

위험성 역시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

현재까지 갑상선기능과 골절 및 골다공증에 대한 여

나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13년간 관찰한 다른

러 임상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이러한 연구 결과

연구에서는 내인성(endogenous) 무증상 갑상선기능항

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일관되지 않은 연구 디자인

진증을 가진 남성의 경우 정상 기능인 남성들에 비해

및 골다공증의 평가 지표, 충분하지 못한 추적 관찰 기

대퇴골 골절의 위험성이 약 5배 정도 증가한다고 하는

간 등으로 인해 연구 결과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여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이 사실이다. 또한, 골다공증 및 골절에 영향을 주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1)

여러 교란 변수들, 나이, 이전 골절 병력이나 가족력,

반면, 갑상선분화암 환자 93명을 전향적으로 1년간

체질량지수, 신체 활동 정도, 흡연, 음주, 여성호르몬의

TSH를 억제해 본 연구에서는 폐경 여성에서 골소실이

사용이나 스테로이드 제제의 사용, 비타민 D의 사용이

잘 일어나며, 주로 갑상선암 수술 직후에 이러한 현상

나 골다공증 치료제 사용 등의 여러 인자들이 영향을

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란 변수들을 얼마나 잘 통제

상선암 수술을 받은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칼슘 및

하였는지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갑상선기능과

칼시토닌을 사용한 그룹과 대조군을 비교하였을 때 대

골다공증 및 골절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 또 다

조군에서 골소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른 어려운 점은 전향적으로 갑상선기능 이상을 치료하

칼시토닌과 칼슘을 쓰거나 칼슘만 쓴 그룹은 골소실을

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골다공증이나 골절에 미치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22)

또 다른 연구에서 갑

23)

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
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후향적 분석이나, 어느 시점에 단면적 분석을 시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골다공증 및
골절에 대한 연구 결과

행하여 갑상선기능 이상과 골다공증 및 골절과의 관련
성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는 경우 조골세포의 활동이
감소되며, 전체적인 골재형성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이

갑상선기능항진증과 골밀도 감소 및
골절에 대한 연구 결과

러한 재형성기간의 증가로 인하여 골밀도 자체는 증가
14)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골절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과거에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거나 TSH가 상승되어
현성 갑상선기능항진증의 경우 골흡수 및 골형성 관

있는 경우 골절의 위험도가 2-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

련 생화학적 표지자들이 모두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타났으며, 이러한 위험도는 진단 이후 갑상선호르몬 치

확인되며, 호르몬의 이상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료를 시작하면 일시적으로 골절 위험도가 더 올라갔다

17)

나타났다.

18)

Svare 등 이 발표한 노르웨이 코호트 연구

가, 서서히 감소되지만 10년까지 골절의 위험성이 지속
24,25)

결과에서 40세 이상 5778명의 여성 중 TSH가 0.5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mU/L 미만으로 억제되어 있는 군에서 아래쪽 팔 부분

초기의 골절 위험성 증가는 갑상선호르몬 자체에 의한

의 골밀도가 정상 TSH에 비해 감소되어 있는 것이 확

효과이기보다는 호르몬 보충으로 인하여 골흡수 및 골

3)

인되었고, Vestergaard 등 이 발표한 메타 분석에서도

그러나 갑상선호르몬 치료

재형성이 일시적으로 빨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치료하지 않은 갑상선기능항진증에서 골밀도가 유의

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갑상선기능

하게 감소되어 있고 골절 위험도가 높아져 있음이 확

저하증이 있는 65세 이상의 골다공증 여성에게 갑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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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에 갑상선호르몬 용량이 150

가지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유발한 마우스 실

μg/day를 초과하는 경우 51-100 μg/day를 복용하는

험이 진행되었는데, TSH 수용체의 기능이 없어서

여성들에 비해 골절의 위험도가 1.56배 증가하는 것으

(loss-of-function) TSH가 정상보다 약 2000배 정도 상승

26)

이 결과로 볼 때 갑상선기능저하증이

되어 있는 마우스(hyt/hyt mic)와 TSH 수용체는 정상적

있는 폐경 후 여성에서 지속되는 과도한 호르몬의 치

으로 발현되지만 갑상선 여포세포의 미형성으로 갑상

료는 골절의 위험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선기능저하가 유발되어 TSH가 역시 2000배 정도 상승

로 확인되었다.

−/−

되어 있는 마우스(Pax8

정상 갑상선기능 범위 내에서의
갑상선호르몬에 의한 골다공증 및
골절에 대한 연구 결과

mice)의 골 표현형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을 때 두 마우스 간에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기 때문에(골형성 지연 및 골량 감소), TSH 및
TSH 수용체에 의한 역할보다는 T3에 의한 역할이 골
31)

형성 과정에 중요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1278명의 갑상선기능이 정상인 폐경 후 여성을 대상

분화 갑상선암 수술 후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하는

으로 6년간 전향적으로 관찰한 연구에서 갑상선기능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간 재조합 TSH (recombinant

(free T4 및 free T3)이 높은 정상 범주에 있을수록 골밀

human TSH, rhTSH)를 사용하여 TSH 농도에 따른

27)

또한 비척추 골절의

골표지자의 변화를 본 연구 결과에서는 폐경 전 여성

위험 역시 갑상선기능이 높을수록 20-30% 정도 증가하

은 TSH의 변화에 따른 골표지자의 변화가 나타나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TSH가 높으면 비척추 골절

않았지만, 폐경 후 여성에서는 골흡수 표지자인

의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C-telopeptide가 rhTSH 주사 후 2일까지 감소하였다가

정상 갑상선기능의 한국인 여성 756명을 대상으로 한

7일 정도에는 다시 원래의 수치로 회복되는 결과를 보

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

32)

연구에서 TSH는 골밀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였으며,

581명의 미국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성 표지자인 P1NP 수치가 상승하였다가 5일째에는 다

TSH가 낮은 범위에 있는 경우, 높은 범위에 있는 것보

시 원래 정도의 수치로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

다 골다공증의 위험도가 5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

었다.

29)

다.

55세 이상의 1151명의 갑상선기능이 정상인 남녀

33)

또 다른 연구에서도 폐경 후 여성에서 골형

이러한 결과들은 TSH에 의한 골흡수 억제 및

골형성 증가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대퇴골 골밀도와 TSH
는 양의 상관관계를, free T4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

결

론

였는데, free T4가 TSH보다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
30)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있을 경우 골밀도의 감소 및 골
절의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고,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

TSH와 T3 중 어떤 것이
영향을 주는가?

을 경우 골밀도의 감소는 거의 없으나 골절의 위험도
는 역시 증가되어 있으며, 이러한 골절의 위험도는 치
료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

지금까지의 여러 임상 연구들을 보면 TSH와 free

상 갑상선기능이라 하더라도, 정상의 상한선에 있을

T4, free T3에 의한 골밀도 및 골절에 대한 효과가 혼재

경우 폐경 후 여성에서는 골밀도의 감소 및 골절의 위

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갑상선호르몬

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폐경 후 갑상선기능 이

인 free T4, T3는 뇌하수체 호르몬인 TSH와 음성되먹

상 환자에서는 골다공증 및 골절의 위험성에 대해 주

이기(negative feedback) 과정을 통해 서로 조절이 되는

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데, 과연 TSH와 free T3 중 어떤 호르몬이 더 직접적으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로 골세포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TSH에 의한 조절을 받기 위해서는 TSH 수용체가
존재해야 하는데, 조골세포 및 파골세포에는 TSH 수용
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세포 외 실험에서
조골세포 및 파골세포는 TSH에 의해 억제되는 것으로
12)

확인되었다.

이러한 TSH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두

중심 단어: 갑상선기능항진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골
밀도, 골절, 골다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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