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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ve Therapy of Subclinical Hypothyroidism
Ho-Cheol Kang, MD, PhD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Hawsun, Korea
Subclinical hypothyroidism (SCH) is defined by the presence of a raised TSH level but normal circulating free
T4 and T3 levels. This condition is a common problem, with an overall prevalence of 4% to 10% in the general
population. The fundamental clinical question regarding patients with SCH is whether they should be treated
with thyroid hormones. When the TSH is above 10 mIU/L, levothyroxine therapy is generally agreed to be
appropriate, however, routine treatment of SCH patients with TSH ranging 4.5∼10 mIU/L has been controversial.
With lower TSH levels, individualized therapy may be appropriat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CH patients who
are more likely to benefit from early therapy include high risk of progression to overt hypothyroidism,
symptomatic patients, associated cardiovascular risk factors, cardiac dysfunction, pregnancy, infertility, and
neuropsychiatric dysfunction. Large-scale randomized studies are needed for the development of uniform
recommendations regarding levothyroxine treatment for patients with 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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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치료로 인한 이득의 증거가 없음과 같지 않아

서

론

적극적인 조기치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치료
의 위험과 근거중심의학적 접근법의 관점에서 조기치
4-9)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subclinical hypothyroidism)

료의 이득이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

은 혈청 갑상선호르몬이 정상범위에 있음에도 TSH가

지만 명확한 결론을 제시할 근거가 되는 대규모 무작

정상범위보다 증가된 상태로 정의되며 경미한 갑상선

위대조군 연구는 없다.

기능부전(mild thyroid failure) 혹은 무증상 갑상선기능

4)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에서 TSH 증가 정도

1)

에 따라 TSH ≥10 mU/L 이상인 경우는 조기에 치료

저하증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인구의 3∼8%에서 발견
2)

되며 여성에서 흔하고 나이가 증가할수록 그 유병률

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비교적 일관된 의견이 있으

은 높아져 60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15∼20%에서 발견

며, 논란의 중심은 TSH가 4.5~10 mU/L 사이에 있는

된다.

3)

1)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TSH 분비조절의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에서 치료 여부를 결정

예민함을 잘 반영하는 TSH 측정법의 등장으로 갑상선

하는 것이다. 필자는 문헌고찰을 통해 치료가 도움이

기능검사결과 진단되는 임상적 상황으로 환자 증상과

될 수 있는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들의 임상적

의 관련성 유무 혹은 장기적인 건강상의 위해에 대한

특징을 기술하고 선택적인 치료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

상반된 연구결과들로 인해 그 치료여부에 논란이 있어

다.

왔으며, 치료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연구결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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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에서 치료를 통해

갑상선호르몬보충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들의 임상적 특성

16)

피곤감의 개선,
17)

고한 연구가

그리고 신경근육계 증상의 개선을 보

있으나 최근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이루

어진 다른 연구를 보면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치
료가 기분, 불안 및 인지기능 등의 증상을 개선시키지
18,19)

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의 진행 위험이 높은 환자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환자에서 현성 갑상선기능

못했다고 한다.

두 개의 메타분석 보고에서도 불현

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의 치료가 증상을 개선시킨
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4,5)

하지만,

저하증으로의 진행을 예측하는 지표로 항TPO 항체 유

피곤감, 우울증과 같이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증상을 호

무와 TSH 증가 정도를 들 수 있다. 20년 동안 전향적

소하는 환자에서는 단기간의 치료적 시도 후 그 반응

으로 이루어진 영국의 Whickham 연구결과에 의하면

에 따라 치료의 지속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권

항TPO 항체가 검출되는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

고되고 있으며 이는 일부 환자에서는 극적인 증상의

자의 4.3%는 매년 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행하

개선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

며 음성인 경우는 2.6%만이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으므

어졌지만 위약을 이용한 이중맹검법에 의한 임상연구

로 항TPO 항체가 검출되는 환자는 치료를 시작하는

결과도 치료 후 증상의 개선을 보고하고 있다.

10)

1)

20,21)

명백

TSH치가 10 mU/L 이상인 환자는 전술했

한 갑상선종이 있는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에

듯이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지만 6 mU/L 미만인 경

서는 증가된 TSH가 갑상선종을 악화시키므로 조기에

우는 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의 진행할 위험이 낮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것이 좋다.

다. 55세 이상의 남녀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
(n=107)를 대상으로 평균 32개월간 추적 관찰한 한 연
구를 보면 TSH가 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의 진행

1,22)

심혈관질환이 동반된 환자
23)

Rotterdam 연구는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과 심

을 예측하는 가장 명확한 지표이며 TSH가 10 mU/L

근경색 및 대동맥석회화의 연관성을 보고하여 불현성

미만인 경우 52%환자에서 TSH는 자연적으로 정상화

갑상선기능저하증이 동맥경화를 촉진시킬 수 있음을

11)

되었다고 한다.

여성환자(n=82)를 대상으로 10년 추

시사하였으나 이는 단면적인 연구이며, 20년 동안 전향
24)

적 관찰한 연구에 의하면 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적으로 이루어진 Wickham 연구는

55.3%에서 발생했으며 그 예측인자로는 항TPO 항체

능저하증 환자에서 허혈성심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12)

의 유무와 TSH의 증가 정도였다.

불현성 갑상선기

TSH의 증가 정도

증가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

와 항 TPO항체의 존재 유무는 기저 갑상선 질환의 존

에서 관찰되는 저밀도콜레스테롤의 증가는 불현성 갑

재를 의미하며 임상적으로 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

상선기능저하증 환자에서도 발견될 수 있으며 13개 연

로의 진행이 명확히 예측되는 경우(그레이브스병에 대

구들의 메타분석에 의하면

한 방사선요오드치료, 두경부 방사선치료 병력, 지속적

증 환자에서 갑상선호르몬보충요법이 지질을 개선시

인 리튬치료 등)에는 조기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킨다고 하였으나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의 TSH 범위가

갑상선초음파검사에서 만성갑상선염의 소견을 보이는

일률적이지 않아 그 결과를 해석하기 어렵다.

환자에서 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의 진행위험이

이루어진 다른 메타분석에 의하면 그 증거는 불충분하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초음파 소견도 현성 갑상선기

다고 결론짓고 있다. 특히 TSH가 5~10 mU/L인 경우

능저하증으로 진행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 고려해볼

저밀도콜레스테롤 감소효과에 대한 치료효과는 무시

13)

수 있겠다.

25)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

25)

4)

할 정도라 추정되고 있다.

22)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
26)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인한 전신 증상이 있거나 갑상
선종이 있는 환자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에서 대조군에 비해
3,14)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증상이 더 흔하다는 보고들과
15)

그렇지 않다는 연구가

있는데, 이는 갑상선기능저하

증으로 인한 증상이 비교적 흔하며 비특이적이기 때문

2004년

환자에서 중성지방와 CRP증가,

RBP-4의 증가 등으

로 비만, 인슐린저항성, 당뇨병 및 동맥경화와의 상관
27)

관계가 추정되었고

치료에 의해 동맥내피세포의 기
16)

능과 인슐린저항성이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나

대규모로 이루어진 전향적인 연구가 없어 명확한 결론
을 내리기는 어렵다.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에서 관상동맥질환과
Vol. 2, No. 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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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위험에 대해 최근 다양한 메타분석이 이루어졌는

Table 1과 같다.

데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이 관상동맥질환 및 그 사
28,29)

망률을 증가시킨다는 결과

와 다른 동반된 질환을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치료

가진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군에서의 사망률 증가
30)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불현성 갑상선기능저

정상범위 이상의 TSH를 보이는 환자에서는 한번

하증이 심혈관계 질환 위험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일률

더 TSH 측정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TSH

적이지 않고 환자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어 70세 미만

가 계속 높다면 원인진단을 위한 항TPO 항체검사를

에서는 위험을 증가시키나 70~80세에서는 영향이 없

시행하고 저밀도콜레스테롤 등 심혈관질환의 위험요

고 80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예방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인을 분석한다. TSH가 10 mU/L 이상이거나 치료가

등이다.

31)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에서 관찰되는 심

도움이 될 수 있는 임상적 소견을 보이는 TSH 4.5~10

32)

장기능의 이상과 치료에 의한 개선이 알려져 있으나

mU/L 범위의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에서의

이러한 결과 역시 보다 광범위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치료는 갑상선호르몬(레보티록신)을 투여하는 것이다.

한다.

T3를 병용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현

임신과 불임

성 갑상선기능저하증 보다 그 치료용량이 적으며 대개

임신 시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태아의 뇌 발달

50∼75 μg/day로 충분하다.

1,22)

고령 혹은 관상동맥질

을 저해하여 IQ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음이 보고된 후

환이 있는 경우 12.5~25 μg/day 저용량으로 시작하는

임신부에서 갑상선기능의 선별검사와 적극적인 치료

것이 심혈관계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 치료 시작 후

6,33)

전향적으로 이루어진 객관적인

6∼8주경 TSH를 측정하여 용량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연구는 없어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예민한 임상적인

젊은 환자군에서 그 목표는 0.3∼3 mU/L이나 고령의

문제이므로 TSH가 증가된 경우에는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에서는 좀더 높은 TSH치를 목표로 한다.

것이 좋다. 자가면역갑상선질환에 의한 불임과 유산위

한 경우든 TSH가 정상범위 이하로 억제되는 과치료는

험의 증가도 알려져 있으므로 이런 임상적인 문제를

피해야 한다. 갑상선호르몬제를 복용중인 환자의 20%

갖고 있는 여성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에서는

에서 TSH가 억제되어 있다는 역학적인 보고는 상기할

가 권고되고 있다.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34)

3)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우울증, 양극성장애 및
35)

인지기능저하에 기여한다는 발표가
된 의견은 아니다.

어떠

만하다. TSH가 목표 치에 도달하면 6개월 후 추적검

우울증, 양극성장애 및 인지기능저하가 있는 환자

18)

22)

있었으나 일관

사를 시행하고 목표 치에 있다면 매년 TSH를 시행하
여 치료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증
상이 의심되어 치료를 시행했으나 그 개선이 없다면
치료를 중지하고 정기적인 TSH 추적검사만 시행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가진 불현

결

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에서 치료적 시도를 주저하
지는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22)

론

이상의 내용으로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에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검사실 소견에 근거하

서 치료가 도움이 되는 환자들의 특성을 정리하면

여 진단하는 질환으로 갑상선기능검사 결과의 정상화
를 목표로 모든 환자에서 갑상선호르몬 보충요법을 시

Table 1. Factors favoring early levothyroxine therapy in
patients with subclinical hypothyroidism
TSH≥10 mU/L
Symptomatic patients/Patient preference
Goiter
Presence of anti-TPO Ab
Persistent TSH elevation (＞8 mU/L)/Progressive TSH rise
Pregnancy/Infertility
Childhood and adolescence
Neuropsychiatric problems (depression, dementia?)
Cardiovascular risk factors (hyperlipidemia,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smoker, heart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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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것은 아니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치료법은
아니지만 그 치료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들을 잘 선별하는 노력이 중요
하며 환자의 치료 선호도와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의
한 치료결정이 필요하다. 최근의 메타분석들에서도 문
제점이 드러났듯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증거는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다양한 부분에 있
어 매우 불충분하며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잘 계획된 임상연구들이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강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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