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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현성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진단과 치료
충남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조영석

Diagnosis and Treatment of Subclinical Hyperthyroidism
Young Suk Jo, MD, PhD
Division of Endocrin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eajeon, Korea
Subclinical hyperthyroidism is relatively common clinical problem and is diagnosed by laboratory test with few
clinical signs or symptoms. In definition, subclinical hyperthyroidism is designated to decrease in serum TSH below
the reference range (0.45∼4.5 mIU/L) with normal serum thyroid hormone concentrations. Recently, improved
sensitivity of assays and frequent assessment of serum thyroid stimulating hormone (TSH) have made clinicians
require proper interpretation and management of subclinical hyperthyroidism. The causes of subclinical
hyperthyroidism are similar to those of overt hyperthyroidism. However, in the view of evidence-based medicine,
there are a lot of uncertainty about the definition, clinical importance, and necessity for prompt diagnosis and
treatment of subclinical thyroid disease. This article reviewed thyroid hormone actions on heart, bone and
metabolism with summary about recent guidelines for subclinical hyperthyroid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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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력을 지닌 무작위 비교연구(randomized controlled

서

trials)가 조만간 수행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

론

정인 것이다.
불현성 갑상선기능항진증(subclinical hyperthyroidism)

불현성 갑상선기능항진증에 대한 진단과 치료와 관

은 혈청 갑상선자극호르몬(Thyroid Stimulating Hor-

련해서 임상에서 흔히 마주치는 질문은 1) 치료하지 않

mone, TSH)은 정상보다 낮으나, free T4와 free T3는

은 불현성 갑상선기능항진증은 어떠한 경과를 밟는가?

정상범위에 있는 경우로 정의하며, 전체 인구의 1∼2%

2) 어떤 검사를 언제 시행할 것인가? 3) 불현성 갑상선

1-3)

최근 들어, TSH를 측정하는 방

기능항진증을 치료할 경우 이득과 위험성은 어떤 것이

법의 민감도가 향상되고 건강검진의 보편화로 TSH를

있는가? 4) 불현성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선별검사를 통

측정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많은 임상 의사들의 미세

해 찾아낼 것인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도에서 나타난다.

한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4-6) 그러나, 불현성 갑상선기능

불현성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원인과 진단기준

항진증에 대한 즉각적인 평가와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임상적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7,8) 현재로선,
불현성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진단과 치료의 기준을 마

불현성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원인은 크게 갑상선 호

련하기 위한 임상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며, 충분한 파

르몬의 복용에 의한 것과 갑상선 질환에 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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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mon causes of subclinical thyrotoxicosis

르몬의 작용 효과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Exogenous subclinical thyrotoxicosis
Overzealous thyroid hormone replacement therapy
Thyroid hormone suppressive therapy
Endogenous subclinical thyrotoxicosis
Thyroid gland autonomy
Autonomously functioning thyroid adenomas
Multinodular goiter
Graves ’ disease
After radioiodine or surgical treatment
During remission after antithyroid drug therapy
Euthyroid (ophthalmic) Graves ’ disease
TSH suppression not associated with subclinical thyrotoxicosis
Central hypothyroidism
Severe nonthyroidal illness
After treatment of thyrotoxicosis, before recovery of the
pituitary-thyroid axis
Laboratory error

치료하지 않은 불현성 갑상선기능항진증에 따른 경과
도 조직마다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까지의 임상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불현성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잠재적 위험성은 현성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의 진
행,

11,12)

심기능 장애 및 심방세동과 같은 심장에 대한
13,14)

악영향,

골밀도의 감소와 이로 인한 골절 등과 같이

심장과 골에 대한 갑상선 호르몬의 영향에 관련된 것
들이 대부분이다.

15)

갑상선 호르몬은 말초혈관저항을 감소시키고 혈류
량을 증가시키며 심기능에 대한 inotropic 및 chronotropic 효과를 나타내어 심박출량을 증가시킨다. 이러
한 효과는 심근 수축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myosin
2＋

heavy chain (MHC) 유전자나 세포안 Ca -농도를 조
2＋

나누어진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상선기능저

절하는 sarcoplasmic reticulum Ca -ATPase (SERCA2)

하증 환자에게 호르몬 보충요법을 시행하거나, 분화

와 같은 표적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여 나타나게 되

갑상선암의 수술후 TSH 억제요법을 위한 호르몬 치료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은 다양한

가 대표적인 외인성 불현성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원인

심근세포막의 이온 운반체들의 발현을 조절하거나 일

이 된다. 내인성 갑상선기능항진증의 경우, 중독성 선

부 이온 운반체(Voltage-gated K channel)의 경우에는

종이나 그레이브스병(Graves’ disease) 등에 의해 발생

직접 활성을 조절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할 수 있다. 더불어, 불현성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아님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인한 맥박수와 심근 수축력의

에도 TSH가 억제될 수 있는 상황들도 반드시 고려해

상승 및 이로 인한 확장기 기능장애(diastolic dysfunc-

야 하겠다. 아급성 갑상선염, 무통성 갑상선염, 산후갑

tion) 유발 등은 이미 여러차례 보고된 바 있으며,

상선염 등에서도 일과성 불현성 갑상선중독증(sub-

실빈맥의 위험도는 증가하지 않으나 심방세동의 위험

clinical thyrotoxicosis)이 나타날 수 있다.

도가 증가한다고도 알려져 있다.

+

16)

불현성

17)

18)

심

또한, 65세 이상의

서론에 언급한 바와 같이 불현성 갑상선기능항진증

고령에서 TSH가 0.5 mIU/L 보다 낮은 경우에 심혈관

은 혈청 TSH는 정상보다 낮으나, free T4와 free T3는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 TSH가 0.1 mIU/L

정상범위에 있는 경우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진

보다 낮은 경우에 심방세동의 발생위험도가 증가한다

단기준은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는 보고 등은 여전히 주목할 만하다.

다양한 내인적, 외인적 변수(Intrinsic & extrinsic vari-

인성 불현성 갑상선기능항진증(endogenous subclinical

ables)가 매우 다양함을 고려할 때, 모든 환자에게 일괄

hyperthyroidism)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

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혈중 갑상선

들이 소규모로 이루어져 왔으며, TSH가 0.1 mIU/L 이

호르몬 농도가 개인간의 격차는 큰 반면에, 한 개인의

하인 경우에 대한 분석이 주로 수행되어 왔으며, 최근

농도는 일생 동안 큰 변화가 없어 참고치를 활용하여

의 연구에 제시된 심초음파상의 변화가 대조군과 비교

특정 개인의 혈중 갑상선 호르몬 변화를 예측하기에도

하여 미미한 편이다.

적절하지 않다.

9,10)

치료하지 않은 불현성 갑상선기능항진증은 어떠한 경
과를 밟는가?

22)

14,18-21)

그러나, 내

또한,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

는 경우를 배제하고 내인성 불현성 갑상선기능항진증
만을 분석한 경우도 많지 않다.
갑상선 호르몬은 조골세포(osteoblast)와 파골세포
(osteoclast)를 자극하여 골교체(bone turnover) 및 유지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는 모든 조직에 발현되지만 동

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연골세포의 분

종형(isoform)의 발현 양상은 조직에 따라 차이를 보인

화에도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갑상선호르몬은 조

다. 또한, 각 조직마다 갑상선호르몬 수용체의 동종형

골세포에서 파골세포의 형성에 관여하는 IL-6, IL-8 및

발현 양상에 차이가 있는 이외에도 조직마다 갑상선호

PGE2와 같은 시토카인(cytokine)과 IGF-1, FGF 및
Vol. 2, No. 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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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rum thyrotropin concentrations and relative risk of atrial fibrillation
All subjects

Excluding subjects receiving thyroid hormone

Serum TSH
Low (≤0.1)
Slightly low
(＞0.1 to 0.4)
Normal
(＞0.4 to 5.0)
High (＞5.0)

No. at risk

Sex (M/F)

Relative risk

p-value

61
187

8/53
84/103

3.1 (1.7∼5.5)
1.6 (1.0∼2.5)

＜0.001
0.05

1,576

680/896

1.0

−

183

42/141

1.4 (0.9∼2.3)

0.12

No. at risk

Relative risk

p-value

5/20
80/88

1.8 (1.7∼8.3)
1.6 (1.0∼2.5)

＜0.001
0.04

1,530

674/856

1.0

−

169

40/129

1.6 (1.0∼2.4)

0.06

25
168

Sex (M/F)

This Table was reproduced from N Engl J Med. 1994 Nov 10;331(19):1249-52.
Table 3. Clinical effect of thyroid hormone on the human skeleton
Established thyrotoxicosis

Subclinical thyrotoxicosis

TSH suppressive therapy

Childhood
Accelerated growth,
advanced bone age,
craniosynostosis and
short stature

Small reduction in cortical
bone density in
postmenopausal women
No effect in premenopausal
women

Small reduction in cortical
bone density in
postmenopausal women
No effect in premenopausal
women

Adult
Reduced bone density
Cortical bone loss greater than
trabecular bone loss
Major effect in postmenopausal
women
Persistent increased relative
risk for hip fracture and
incomplete recovery of BMD
with treatment

Recent data suggest an
increased risk for osteoporotic
fracture in postmenopausal
women

Recent data suggest there
might be an increased risk
for osteoporotic fracture in
postmenopausal women

Euthyroid replacement
No effect in pre- or
post-menopausal women

TGF-β 등의 합성을 촉진시킨다. 갑상선 호르몬의 파

는 갈색지방(brown adipose tissue)에도 갑상선 호르몬

골세포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실하지

수용체의 동종형 중 TRα와 TRβ-1이 발현되는 것으

않으며,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조골세포에 직접

로 밝혀졌으며, 갑상선 호르몬과 아드레날린에 의한

작용하거나 또는 여러 성장인자들과 시토카인을 통해

미토콘드리아 uncoupling protein (UCP)의 합성 자극

간접적으로 조골세포의 활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추측

에 의해 열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된다. 두 개의 메타분석에서 불현성 갑상선기능항진증

또한, 갈색지방세포에 존재하는 제2형 탈요오드효소가

23,24)

에 의한 골밀도의 감소가 보고된 바 있다.

또한, 갑

27)

추위에 노출되면 그 활성이 증가되어 지방세포내의 T3
28)

상선 호르몬을 복용하는 65세 이상의 여성에서 TSH가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도 알려져 있다.

0.1 mIU/L보다 낮은 경우에 골절의 위험도가 증가하

은 이러한 일련의 지방세포의 대사변화를 야기하여 콜

며, 오랜 기간 불현성 갑상선기능항진증 상태로 있다

레스테롤의 합성과 분해를 모두 증가시키나, 합성량보

가 현성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진행할 경우 골절의

다 분해량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혈청 콜레스테롤과 저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다.

15)

그러나, 이러한

갑상선 호르몬

29)

밀도단백(low density lipoprotein)을 모두 감소시킨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행된 전향적 연구에서는 낮은

또한, 갑상선호르몬은 peroxisome proliferative activated

혈청 TSH와 골밀도간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

receptor, gamma, coactivator 1 (PGC-1)의 조절을 통해

이다.

25,26)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크기를 증가시키고 에너지 생산

전통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은 백색 지방세포(white

에 관련된 여러 종류의 효소를 증가시키는데, 갑상선

adipose tissue)의 분화와 증식을 유도하는 것으로도 알

호르몬에 의해 유도되는 이러한 과정에서 산소소모량

려져 있다. 최근 들어, 열발생(thermogenesis)에 관여하

은 증가하고 에너지 생산효율은 낮아져서 열발생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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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

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은 해

당작용(glycolysis)와 포도당신합성(gluconeogenesis)을 증
가시키며 근육에서 당원(glycogen) 합성을 억제하고 분

불현성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치료할 경우 이득과 위험
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상에서 언급한 갑상선 호르몬의 지방

갑상선호르몬을 복용하면서 혈청 TSH가 0.45
mIU/L보다 낮은 경우: 반드시 갑상선호르몬을 복용하

및 대사에 대한 영향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근육에서

는 이유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미토콘드리아의 산화적 대사과정에 장애가 있는 것으

받은 경우나 갑상선 결절의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하는

로 알려지면서 대사질환의 치료를 위한 새로운 연구분

경우가 아닌, 갑상선 기능저하증에 대한 호르몬 보충요

33-35)

불현성 갑상선 기능항진

법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처방용량을 낮추어 혈청 TSH

증 환자도 이와 같은 대사 및 생화학적 변화를 보이는

가 낮은 정상 범위 내에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해를 촉진하여 당원 고갈을 야기하며 포도당의 흡수도
32)

증가시킨다.

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도가 경미하여 임상과의 관련
성은 적다.

불현성 갑상선기능항진증에는 어떤 검사를 언제 시행
할 것인가?
혈청 TSH가 0.1에서 0.45 mIU/L사이에 있는 경
우: free T4와 T3 또는 free T3을 확인하여 중추성 갑상

혈청 TSH가 0.1에서 0.45 mIU/L사이인 경우: 현
재로선 모든 환자를 치료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어
권고되지 않는다. 반면, 심혈관 사망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노인 환자에서는 치료를 고려해
13)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중재적 임상시

험(interventional trial)을 통해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는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선기능저하증(central hypothyroidism)이나 비갑상선 질

혈청 TSH가 0.1 mIU/L 보다 낮은 경우: 아급성 갑

환(nonthyroidal illness)에 의한 갑상선기능이상 등을

상선염 및 산후갑상선염과 같은 질환은 자연 관해가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방세동, 심장 질환 또는 다

이루어지므로 베타차단제(β-blokers)와 같은 대증요법

른 심각한 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불현성 갑상선기

을 시행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그레이브

능항진증으로 인한 심장기능의 악화를 감안하여 2주안

스 병(Graves’ disease) 또는 기능성 결절(Nodular thyroid

에 재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위험요인이

disease)에 의한 불현성 갑상선기능항진증의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안에 재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권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시도해 볼 수도 있다. 특히, 심장

고된다. 다시 시행한 검사에서도 혈청 TSH가 0.1에서

질환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거나 골감소증 또는 골

0.45 mIU/L사이에 있으면서 free T4와 T3가 정상인 경

다공증이 있는 경우, 또는 60세 이상의 노인에서는 항

우, 환자가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증상과 징후가 없고

갑상선제 또는 방사성 요오드(radioactive iodine) 치료

심장질환이나 부정맥 등의 위험요인이 없으면 혈청

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항갑상선제로

TSH가 정상화되거나 안정적이라는 확신이 생길 때까

치료할 경우 무과립구증(agranulocytosis)과 같은 부작

지 3내지 12개월 간격으로 추적 관찰한다.

용을 발생할 수 있으며, 방사성 요오드 치료의 경우 갑

혈청 TSH가 0.1 mIU/L보다 낮은 경우: Free T4와

상선 기능저하증을 야기시키거나 갑상선기능항진증

T3 또는 free T3를 4주안에 재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

또는 안구병증(Graves eye disease)을 악화시킬 수도 있

다. 물론, 이 경우에서도 심방세동, 심장 질환 또는 다

다. 젊은 환자들의 경우 수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청

른 심각한 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빠른 진단과

TSH가 0.1 mIU/L 보다 낮은 경우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치료가 필요하다.

있으나,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결정이 권고되고 있다.

위에 기술한 두 가지 경우 모두 TSH가 낮은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갑상선 자강항체
를 측정하고 갑상선스캔을 시행하게 되는데, 갑상선

불현성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선별검사를 통해 찾아낼
것인가?

스캔은 갑상선염(destructive thyroiditis)과 같은 일과성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검사는 현재로선 권

갑상선중독증과 그레이브스 병(Graves’ disease) 또는

고되지 않는다. 다만, 갑상선 기능이상은 몇몇 특정 그

기능성 결절(Nodular thyroid disease)에 의한 불현성 갑

룹에서 흔히 발견되는데, 60세 이상의 여성, 갑상선에

상선기능항진증 등을 감별하는데 유용하다.

대한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radioactive iodine
therapy 또는 therapeutic external beam radiation), 갑상
선 수술을 받은 경우, 1형 당뇨병 또는 자가면역질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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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갑상선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또는 심
방세동으로 진단된 경우 등은 선별검사를 시행해 봄직
하다. 더불어 갑상선기능이상을 시사하는 증상 또는
징후가 있는 경우나 신체검사상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8)

경우에는 시행해 볼 수 있다. 또한, 임산부의 경우에
는 위에서 기술한 갑상선 질환의 가족력이나 과거력이
있거나, 신체검사상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경우, 갑상
선 질환을 시사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1형 당뇨
병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자가면역성 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 등은 적극적으로 선별검사를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결 론
이상에서 불현성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정의와 유병
율,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임상적 의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보았다. 그러나, 현재로선 불현성 갑상선기능항
진증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대한 일률적인 지침을 만
들기엔 근거가 부족한 것 같다. 따라서, 갑상선 호르몬
의 각각의 조직에 대한 작용을 이해하고 환자 개개인
의 위험도 평가에 근거한 임상의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 단어: 불현성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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