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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준임상적갑상선기능저하증(Subclinical hypothy-

roi 이하 이란 혈중 갑상선 자극호르몬dism, SCH)

이하 은정(Thyroid Stimulation Hormone, TSH) 상

범위상한선보다 상승되어 있으면서 triiodothyro-

이하 이하 는정상nine( T3), thyroxine( T4), free T4

Subclinical Hypothyroidism :

Controversial Subjects and Therapeutic Regimen

Ji-Hun Park, O.M.D., Ho-Jun Kim, O.M.D., Myeong-Jong Lee, O.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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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linical hypothyroidism is defined as a normal serum free thyroxine level combined with an elevated thyroid stimulating hormone

level. The causes of subclinical hypothyroidism are the same as those of overt hypothyroidism. There is good evidence that subclinical

hypothyroidism is associated with progression to overt disease. The management of subclinical hypothyroidism is remains controversial.

Patients with a serum thyroid stimulating hormone level greater than 10 mU/L have a higher incidence of elevated serum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concentrations; however, evidence is lacking for other associations.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that hormone

treatment of subclinical hypothyroidism is beneficial. The use of thyroid stimulating hormone level lone as a diagnostic and assessment

tool for hypothyroidism is inadequate because this test cannot identify numerous conditions this sentence is unclear in its meaning.

Using an expanded list of clinical signs and symptoms associated with dysfunction of the Hypothalamus-Pituitary-Thyroid axis, it is

possible to hypothesize that subclinical hypothyroidism may be more common in a population of patients with early signs of age-related

diseases than most practitioners realize. To improve thyroid function in subclinical hypothyroidism patients, practitioners should become

familiar with foods and nutrients that can hinder or support thyroid function.

Key Words :Key Words :Key Words :Key Words : Subclinical Hypothyroidism, Mild Thyroid Failure, SCH, MTFSubclinical Hypothyroidism, Mild Thyroid Failure, SCH, MTFSubclinical Hypothyroidism, Mild Thyroid Failure, SCH, MTFSubclinical Hypothyroidism, Mild Thyroid Failure, SCH, MTF

종 설

준임상적 갑상선기능저하증 :

논란이 되는 주제들

박지훈김호준이명종․ ․

동국대학교 한방병원 재활의학과

교신저자 김호준 경기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
(031) 961-9101, kimklar@duih.org



대한한방비만학회지 제 권 제 호6 2

30

범위를 보이는 경우로
1)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진행,

되는 전단계로 알려져 있다2) 은 번역. ‘Subclinical’

되면서 준임상적 불현성의 무증상의 등의표현‘ ’, ‘ ’, ‘ ’

이 함께 쓰여 왔으며
3)
, mild thyroid failure(MTF)

를 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갑상선SCH .

기능검사의 예민도가 높아지고
4)
임상에서 많이 사

용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기준에 속하는 사람들이

흔히 발견되고 있지만 모두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잠재적으로 건강 이상을 갖고 있는 환자로 분류하

는 것이 옳은지 단지 검사치의 정상 표준 편차,

내에 분포하는 정상인의 일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상태이다
5)
.

미국내분비학회는 년 월부터2007 1 “How’s Your

라는 표어를 내Thyroid? Who Needs to Know?”

걸고 잠재적인 혹은 인지되지 못하고 있는 갑상선

기능이상을 주의할 것을 적극 홍보하며
6)
증상 설

문을 통한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런 의 증가는 환경오염 정신적 스트레스 운SCH , ,

동부족 음식의 질 저하 등과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데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섭생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한의학에서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 ,浮腫 虛勞 行

등의 병증과 유사하며, , ,遲 語遲 結陽症 命門火衰

등으로 변증된다腎水不足
7)
병태는 과. 脾腎陽虛證

가장 유사하고 의 중에서는, 傷寒論 六經 病證 裏

상태인 에 해당한다,虛寒 太陰病 少陰病 8) 환자의.

증상과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이라고 하였다 명백한, .不治已病 治未病

갑상선 저하로 진행할 위험 때문에 는 증상이SCH

가볍다고 간과되어선 안 되며
9)
필요한 경우 의료,

인으로서 식이조절 등을 지도하거나 호르몬치료

를 의뢰해야 할 수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주제들을 정리하고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섭생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론.Ⅱ

유병률과 정상범위1.

의 유병률은 나이 성별 인종SCH , ,
10)
에 따라 차

이가 있으나 유병률이 사이에 분포하는 비, 1~10%

교적 흔한 질환으로 대 여성의 약 정도에서, 20 4%

발견되며 세 이상의 여성 노인에서는 정도65 17%

의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 남자의 경우 각각. 2%,

의 유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11-14)

.

년 미국 콜로라도 지방의 대규모 역학 조사에1997

서도 명의 전체 대상 주민의 가 혈청25862 9.5%

가 상승되었으며 세 이상에서TSH (>5.1 mU/L), 74

는 의 높은 유병률을 나타냄으로써 과거의 연19%

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15) 국내에서도 정재.

훈 등
16)
에의하면 세이상의성인17 1, 명당000 18.2

명남자 명 여자 명 세 이상에서는인구( 11.2 , 26.7 ), 60

명당 명남자 명 여자 명으로높1,000 25.4 ( 18.8 , 34.8 )

은 유병률이 보고되었다 년 미국임상내분비. 2003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Clinical Endocrino-

에서는 의 정상범위를logists, AACE) TSH 0.5~5.0

로 하되 호르몬 치료 시는 으mU/L 0.3~3.0mU/L

로 조절되야 한다고 하였다
17)
비 임신부의 혈청.

정상범위는 인데 최근 정상의TSH 0.4~4.5mU/L

이상이 아래라는보고가있어95% 2.5 , 2.5~4.5mU/L

사이도 분명한 갑상선저하로 진행할 위험이 높다

고 하며18,19) 향후 정상범위의 상한선이 2.5mU/L

로 낮취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0)
.

가임기 여성에서의 유병률은 정도이며SCH 5%
21)
,

임신 중에는 갑상선 기능이상을 평가하기 어려운

데 가최고조인임신 주째 상승으로, hCG 10 free T4

가 낮아졌다가 갑상선결합단백의 변화와 관련TSH

하여 임신말기에 일시적인 가 나타날 수 있다SCH
22,23)

산모의 는 태아에게 지능박약이나 성장. 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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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등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임신중이나

임신 계획의 여성은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TSH

다고 알려지며 호르몬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한다
24)
그러나 섣부른 진단과 치료가 산모와 태아에게.

미칠 역작용 때문에 안전과 효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25)
이러한 임산부 별

도의 범위로 를 진단내리고 신중하게 치TSH SCH

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26) 한편 치료를 목적으.

로 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밝혀진 효용보다SCH

호르몬 과사용의 위험 때문에 바꾸지 말아야 한다
27)는 등 정상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TSH

있으며 정상범위 내라도 가 상승중인 경과를TSH

보이는환자군을 이presubclinical hypothyroidism

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28) 년현재미국국립보. 2007

건원에서 제공하는 의 정상범위는 무증상일TSH

때 치료중일때는 또0.4~4.0mU/L, 0.5~2.0mU/L,

한 이상일 때는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2.0mU/L

며 시행 기관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밝,

히고 있다
29)
.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의 진행과 치료2.

가 명백한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행되느SCH

냐는 것은 중요한 임상적 문제로 여겨져 왔는데,

자연적으로 회복되었다는 보고도 있으나 어느 정

도인지는 뚜렷하지 않고30,31) 항갑상선 글로불린을

갖고 있으면서 혈청 높은 여성에서 매년TSH 5%

가 갑상선기능저하로 진행했다는 연구들로
9,32)
갑

상선면역항체가 저하증으로의 진행에 표지가 된

다고 알려져 있다
33)

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SCH

고 알려진 대체 요법은 아직도 많은L-thyroxine

논란이 있는데 년에 미국임상내분비협회 미, 2005 ,

국갑상선협회 미국내분비학회의 대표들이 에, SCH

호르몬 치료를 권장하는 내용의 공동 보고문을 발

표했다34) 혈청 가 이상인 경우 명백. TSH 10 mU/L

한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이환 될 가능성이 높고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일반적인 증상과 심혈관계

위험도가 증가하므로 호르몬 치료는 필요하며 향

후 개월간격으로 와 의추적관찰6-12 TSH Free T4

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지고있으나24) , 4.5-10

사이는 갑상선면역항체가 없는 한 호르몬mU/L

치료의 효용이 분명하지 않다고
35,36)

하였다 그러.

나 가 이지만 항갑상선항체가TSH 4.5-10 mU/L

양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가족력 갑상선종대 임, , ,

신부 고지혈증 같은 확실한 위험요인을 동반한,

경우에는 치료를 권고한다37-39) 정리하면 조기 진.

단과 호르몬 치료로 잠재적인 의 부작용을 예SCH

방하자는 것인데 결국 최선의 치료는 임상적 판,

단과 환자의 선호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40).

지질혈증 및 심질환과의 관계3.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나타나는 혈중 지질농

도는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콜레스테,

롤이 증가하고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저하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이 된다
41)
그러나 에서도 혈중 지질농도의 변화는. SCH

갑상선 기능저하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지

만 그 정도는 경미하고 일관된 변화는 보이지 않

는다
42-44)

년간추적연구한. 20 Wickham survey
45)

는 상승된 혈청 수치와 이상 지질 혈증 또는TSH

허혈성 심질환 간의 상관관계가 없었고 명의, 1,149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Rotterdam
46)

에서는 오히려 대조군에 비해 혈중 콜레스테롤의

농도가 감소했으나 복부대동맥의 죽상동맥경화,

는 배 심근경색증의 병력은 배 많았다고 보1.7 , 2.3

고했다 또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지. 3,410

역 조사
18)
에서 군의 저밀도콜레스테롤이 높SCH

았으며 이들은 모두 가 이상이었다, TSH 10mU/L .

환자의 혈중 지질농도가 호르몬 치료로 개선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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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 조사한 대단위 전향적 연구는 없었으며 소

규모 연구들도 결과도일치하지 않고있다47-49) 하.

지만 와 심장기능의 밀접한 관계를 간접적으SCH

로 입증할 근거로 심근의 수축과 이완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인 pulsed wave tissue doppler imaging

가 명백한 갑상선기능저하와 뿐 아(PWTDI) SCH

니라 가 정상 범위인 갑상선종도 알아낼 수TSH

있다는 연구가 있었다50,51).

4. 시상하부뇌하수체갑상선 축/ / (Hyoothalamus-

이하Pituitry-Thyroid axis, HPT)

의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 대조 교차L-thyroxine

시험에서 호르몬 요법이 인지기능개선 정서안정,

등에서는 효과가 없었다는 보고
52)
가 있었는데 환,

자들 대부분이 경도의 였으며 이런 경우 호르SCH

몬대체요법을 쓰기 전에 시상하부뇌하수체갑상/ /

선 축의 불균형에 대한 평가가 강조된다
53,54)

비록.

수치가 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갑상선TSH SCH ,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뇌하수체 기능 평가에 중

요한 평가 도구이기는 하지만 를 통한 평가, TSH

는 축의 기능 즉 상호간의 피드백이 잘 이HTP ,

루어졌을 때라야 가능한 것으로 그렇지 못한 중,

심성 갑상선기능저하증
55)
이나 갑상선 호르몬 저항

성 과 같은 차성 갑상선기능저하는 잡아내지25) 2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결국 혈액검사가.

아닌 기능적인 평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24)
구체적인 방법은 환자의 와 관련한 환자의HPT

증상을 보는 것이다56) 관찰해야 할 주요 증상은.

피로 우울증 한불내성 저밀도 콜레스테롤 상승, , , ,

근육경련
57)
변비 관절염 건반사 지연, , ,

58,59)
응고,

지연60-62) 등의 가지로 요약된다 그밖에 갑상선9 .

기능 설문지를 통한 진단법
63)
모발 미네랄 검사에,

서 등의 농도와 그들의 비를 통해Ca, Mg, P, Na

갑상선 기능을 간접 평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데 앞서 언급한 의 주요 증상 중에서 가장 민, SCH

감하게 응용되는 평가 수단은 기초 체온 검사이다.

체온이 대사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대사율은 갑

상선 호르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아침 기.

상 시 액와체온을 분씩 매일 같은 시각에 기초10

체온을 측정하여 기록하는데 폐경기 전 여자의 경

우는 월경 주기를 감안해야 한다 평균 기초체온.

이 를 넘지 않을 경우 잠재적인 갑상선 기36.5 C̊
능의 저하를 의심할 수 있다

64)
운동 식이요법 영. , ,

양치료 한약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치료의,

효과를 관찰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호르몬 전환5.

의 알려진 내적 원인으로는 만성 자가면역SCH

성 갑상선염 급성 갑상선염 산후 갑상선염 등이, ,

있고 외적 원인으로 갑상선 절제술 방사선 치료, , ,

항 갑상선 약물 부적절한 호르몬 치료 등이 있다, .

이들은 다시 앞서 언급한 축의 문제 호르몬HPT ,

전환의 문제 자가 면역기능의 문제 세포내 수용, ,

체의 문제 등으로 귀결된다 그 중 호르몬 전환이.

란 가 로 바뀌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T4 T3

셀레늄을 포함한 효소인 에 의해 바selenoiodinase

깥쪽 고리에 있는 요오드가 떨어지면서 정상적으

로 활성이 높은 로 변환되는 과정이고 두 번째T3

는 안쪽 고리의 요오드가 탈락되며 활성이 없는

로변환되는과정이다reverse-T3(rT3)
65,66)
(Fig. 1).

많은 문제가 이 전환과정에서 의 증가된SCH rT3

것과 관련되어 있다67) 정상적인 로의 전환과. T3

면역기능의 균형을 돕기 위해 환자에게 권할SCH

수 있는 생활 및 식이 습관은 다음에서 언급한다.

생활 및 식이 습관6.

스트레스를 줄이고 적절한 운동을 한다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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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상승된 코티솔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높여

섬유근통 환자들의 의 활성도를 낮추며 이는T3

의 활성을 떨어뜨린 탓으로 추측된다 이를HPT .

근거로 스트레스는 는 낮추고 를 높여 이차T3 rT3

적인 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SCH
68,69)

운동은.

갑상선 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갑상

선의 호르몬 생산 능력을 높일 뿐 아니라 말초 조

직의 갑상선 호르몬 민감도도 상승시킨다 이러한.

효과는 비만한 갑상선 기능저하 환자에게 특히 뚜

렷한데 이는 식이조절에 의한 대사율 저하를 운동

이 경감시켜 주기 때문이다
70)
.

과일과 야채 등의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 섭취

를 늘리고 필수 미네랄을 보충한다 특히 비타민.

가 전환되는 는 가 결합A(retinol) retinoic acid T3

할 핵 수용체의 신호 전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타민 를 비롯하여 전구체인 베타카로틴 등이A

필수적이다
71)
또한 비타민 는 면역질환의 진행. D

을 억제시키고
72)

등의 염증물질을, interleukin-2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져73) 갑상선의 면역항체에도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셀레늄은 말초에서.

를 로 바꿔주는 중요한 미량영양소이며 항산T4 T3

화제이기도하다74) 하루 가량의보충. 100-200mcg

이 일반적이며 치료 용량은 배가량 늘리기도3-4

한다 하루 을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1g 75).

는 쇠고기 칠면조 새우 해바라기씨 등에 많Zinc , , ,

이 함유되어 있는데 을 도우는T3 converstion

의 보조 역할을 하여 역시 갑상선selenoiodinase

기능에 중요하다
76)
하루 가량보충한다. 20-30mg .

주변 환경에서 환경호르몬들을 제거하는 노력을

한다 이라고도 불리는 호르몬 유사. Xenoestrogen

물질들은 갑상선 호르몬과 결합하여 활성을 더 떨

어뜨리고자가항체를증가시키며 을T3 conversion

저해한다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이나.

폴리염화비닐 이하(Polychlorinated biphenyls,

등은 갑상선 수용체에 작용하여 신경학적PCBs)

증상이 나타난다77) 소량의 에노출된음식물. PCBs

섭취로도 경도의 갑상선기능저하가 나타날 수 있

다는 연구
78)
도 있으며 이러한 화학물질에 대한 인,

체 감수성이 아이뿐 아니라 어른에서도 마찬가지

라고 한다
79)
그 밖에 수돗물 치약 등에 필요 이. ,

상으로 남용되고 있는 불소 는 갑상선 내(Fluoride)

의 요오드 수용체에 요오드 대신 결합하여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인자이다
80)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않고 불소가 함유되지 않은 치약을

구입하는 것도 작은 노력의 일환이다.

요오드 및 다른 영양소를 주의해서 섭취한다 요.

오드는 갑상선 기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내륙

에 살거나 요오드 함량이 떨어지는 토양에 사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갑상선 기능의 저하가 관찰

되었다 하지만 소금에 요오드 처리를 하기 시작.

한 이후 요오드 섭취가 급격히 늘어 대부분의 현

대인들은 필요 이상의 요오드를 소금에서 섭취하

고 있다
81,82)

요오드 화합물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를 소금에 첨가dextrose

하게 되고 그 때문에 색깔이 어두운 색이 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표백물질을 사용하는데 이로 인

해 소금의 질은 더 떨어지고 인체에 해를 미치게

Fig. 1. Thyroid hormon structure and c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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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러한 요오드 처리된 소금은 갑상선종 등.

의 분명한 갑상선 기능저하증 양상은 피할 수 있

을지 몰라도 비만 피로 우울 심장 문제 등의 갑, , ,

상선 기능저하증세는 막을 수 없다 또한 요오드.

가 적다기 보다는 요오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

는 경우가 많은데 소위 이라고 불리는goitrogen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기장 순무 등을 날 것으, , , ,

로 먹거나 적절한 보조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83)
.

요오드는 적어도 문제지만 많아도 문제가 되어

서 갑상선 암이나 갑상선염 등이 생길 수 있다.

시중에 갑상선 기능 보충제들이 이러한 요오드 함

유 식품들을 고용량으로 포함할 경우 갑상선에서

아예 생산을 억제 또는 중단해 갑상선기능항TSH

진증으로 빠질 우려가 있다
84)
그러므로 에서. SCH

요오드가 강화된 보충제를 과량 복용하기 보다는

염분섭취를 줄이고 질 높은 소금요오드 제거 소(

금 죽염 등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해, )

조류나 해산물 등은 적정한 비율로 음식으로 섭취

한다 요오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

타민 를 보충하거나 로의 전환을 매개하는 셀A T3

레늄과 아연을 보충하는 편이 요오드를 직접 보충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된다.

콩 제품은 건강에 유익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천

연 여성호르몬 공급원이 되기도 하는 장점이 있지

만 갑상선 기능에 관해서는 주의해야 한다 연구.

에 따르면 너무 많은 콩 제품 소비는 갑상선 호르

몬의 흡수와 정상적인 활동을 저해하고 심지어는

항 갑상선 자가면역항체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콩 단백질은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구조를.

가져 호르몬 결합 단백도 증가시키면서 free T4,

호르몬과 결합되어 전반적인 갑상선 활동도를T3

저하시키기도 한다
85,86)
.

비 만7.

갑상선 호르몬은 열 발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에 관여하여 체중과 관계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갑상선 기능저하의 상태에서는.

혈청 콜레스테롤 농도는 증가된다 이러한 콜레스.

테롤의 변화는 갑상선 호르몬의 지질 단백 분해

증가에 기인한다 갑상선 호르몬은 카테콜아민 자.

극에 대한 감수성을 높임으로써 지방분해를 촉진

한다 그리고 당분해와 당 신생을 촉진하며 당뇨.

병 환자에서 인슐린 요구량을 증가시킨다 갑상선.

기능저하증에서는 몸무게가 잘 느는 경향이 있지

만 단순성 비만에서 갑상선 기능을 검사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는데 비만환자에서라도 갑

상선호르몬의 혈청 농도가 정상인 경우가 많기 때

문이다
87,88)

명백한 갑상선기능저하와 마찬가지로.

도 비만과 관련될 것으로 생각되며SCH 89-91) 병적

인 비만에서는 수치의 검사 및 호르몬 치료TSH

가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다 최근에는 와. SCH

대사증후군과의 상관성을 찾는 연구도92) 보고되었

으나 모집단이 적어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기대되

는 분야이다.

결론 및 고찰.Ⅲ

는 여성과 노인에서 빈발하며 최근에는 일SCH

반적인 유병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갑상선기

능저하증에 준하여 다뤄질 정도로 중요하게 인식

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혈액검사가 평가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는데 의 상한선을 점차 낮추자TSH

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에 따라 호르몬,

요법의 사용 시점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SCH

와 고지혈증 심장질환과의 관련성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나 이상에서는 관, TSH 10 m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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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이 인정되고 있다 에서 높은 수치. SCH TSH

외에 주요한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가면역항

체를 갖고 있는 경우인데 이와 관련해 최근의 유,

병율의 증가는 환경 호르몬 스트레스 증가 식습, ,

관의 문제로 인한 갑상선 호르몬의 전환 및 활용

의 장애로 설명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요오드가.

첨가된 소금이나 요오드의 활용을 떨어뜨리는 양

배추 콩 종류의 섭취는 주의해야 하고 셀레늄 아, ,

연 및 비타민 군이 많이 든 음식이나 보A, D, E

충제가 추천 되고 있다 이러한 섭생법은 환. SCH

자 스스로가 알아야 함은 물론이고 한방 의료에서

도 무시될 수 없다.

노년으로 갈수록 유병율이 높은 이유로 는SCH

한방의료기관을 내원하는 주된 환자군이기도 하

다 최근 모 한방병원의 내원한 갑상선기능저하.

환자들의 가장 흔한 증상은 피로 한불내성 소화, ,

불량으로 나타났고 또는 등으로, 氣虛 脾腎陽虛

변증했다는 연구가 있다
93)
연구에 보고된 증상은.

흔히 겪고 있지만 동반하는 다양한 증상들을 찾아

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도 쉬운 질환이다 갑.

상선기능저하증 환자에 대한 (Anjeon安全理中湯 -

lee 의 임상연구joong-tang)
94)
및 (Dried root乾薑

을 사용한 동물실험이 유의of Zingiberis rhizoma)

성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
95)
이는 대사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비만이나 갑상선 저하를 치료하는 방법

과도 통하며 향후 환자군에 대한 치료약물, SCH

에도 응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직까지 한방치료를 받는 환자군에 대해SCH

보고된 연구는 없었으나 보고되지 않았을 뿐 많은

환자들이 비만을 포함한 다양한 증상으로 한SCH

방의료기관을 다녀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혈액검.

사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기능장애이다 병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관리의 대.

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능회복을 위하여 환,

자에게 올바른 섭생을 지도하는 것도 중요한 치료

의 수단이며 하는 길이다, .不治已病 治未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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