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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그레이브스병(Graves’ disease)은 갑상선자극호르몬 수용

체에 대한 자극형 자가항체(thyroid-stimulating hormone 

receptor antibody, TSHRAb)에 의해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유발되는 질환으로 갑상선기능항진증의 가장 흔한 원인 질

환이다. 우리나라에서 조사된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원인 질

환은 거의 99%가 그레이브스병 이었다는 자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요오드결핍 지역의 노령에서 주로 발생하는 중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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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Graves’ disease is the most common cause of hyperthyroidism which is caused by stimulating auto-
antibodies against thyroid-stimulating hormone receptor. There is no etiology-specific treatment for Graves’ disease. 
Current Concepts: Graves’ disease can be treated with antithyroid drugs (ATDs), radioactive iodine, or thyroidectomy. 
ATDs are the most preferred first-line therapy, because they do not cause either permanent hypothyroidism or 
exacerbation of orbitopathy, despite low remission rate. ATDs have serious adverse reactions including agranulocytosis 
and fulminant hepatic necrosis requiring liver transplantation. Methimazole (MMI) is recommended in every patient 
starting ATD therapy, except during the first trimester of pregnancy and in cases of thyroid storm, because of relatively 
lower incidence and severity of serious adverse reactions compared with propylthiouracil. Treatment should be continued 
for 12 to 18 months, then discontinued if the levels of thyroid-stimulating hormone and thyroid-stimulating hormone 
receptor antibodies are normalized. In cases of relapse of hyperthyroidism, radioactive iodine or thyroidectomy can be 
recommended for definitive therapy; however, recent studies support longer-term maintenance of low dose MMI as a 
favorable alternative therapy. All ATDs may induce congenital anomalies when exposed during early pregnancy. Every 
female patient of reproductive age should be advised to postpone pregnancy until their thyroid function is maintained 
within normal range and to stop ATDs when pregnancy is confirmed to avoid the risk of congenital anomalies. 
Discussion and Conclusion: Longer-term low dose MMI therapy can be a good choice for Graves’ hyperthyroidism 
with relapse. Before pregnancy, hyperthyroidism should be controlled to stop ATDs during pregn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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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절의 빈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1]. 그러므로 임상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과 그레이브스병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은 과다하게 분비된 갑상선호르몬이 우

리 몸의 여러 기관에 작용하여 부정맥, 심부전, 골다공증 및 

뇌졸중의 증가 등 이환율 및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2]. 다른 자가면역 질환과 마찬가지로 자연관해

될 수 있으나 약물치료에 비해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적극

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레이브스병의 원인이 되는 

자극형 TSHRAb의 생성을 막을 수 있는 치료제가 없기 때

문에 완치가 어렵다. 현재 그레이브스병 치료의 일차 목표

는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조절하여 정상 갑상선기능으로 회복

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통적으로 갑상선호르몬의 생성

을 억제하는 약물요법, 갑상선을 외과적으로 완전히 제거하

는 갑상선전절제술, 방사성요오드(radioactive iodine, RAI)

에 의한 갑상선 조직의 파괴, 이렇게 세 가지 치료법이 사용

되어 왔다. 세 가지 치료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어 환자의 나

이, 성별, 6개월 이내의 임신계획 여부, 갑상선종의 크기, 증

상의 정도 등의 임상상태와, 경험이 있는 외과의가 있는지, 

RAI 치료 시설의 유무,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문헌 및 가이

드라인을 바탕으로 그레이브스병의 주된 약물치료제인 항갑

상선제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항갑상선제 

항갑상선제는 1943년 사람에서 prophylthiouracil (PTU)

이 갑상선호르몬 생산을 억제하여 갑상선중독증을 조절할 

수 있음[3]이 알려진 이후 현재까지 약 70년 이상 전 세계적

으로 가장 선호되는 치료법이다. 1992년 대한내분비학회 회

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4]에서는 81%가, 2013년 대

한갑상선학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5]에서

는 97%가 그레이브스병의 일차 치료로 항갑상선제를 선택

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

도 그레이브스병 환자들 중 98%가 항갑상선제 치료를 받

고 있었다[6]. 즉, 우리나라에서는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 

시 거의 모든 환자들이 항갑상선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등 아시아와 유럽에서도 그레이브스병의 일

차 치료로 오랜 기간 가장 선호되어 왔고[7], 2011년 조사

에서 70%의 의사가 RAI 치료를 1차 치료로 선택했던 미국

[8]에서도 최근 조사에서는 60%가 항갑상선제를 선택하였

다[9]. 그 이유는, 비록 항갑상선제를 일차 치료로 사용했

을 때 완치율은 50% 미만으로 재발의 위험이 높지만[10], 

RAI 치료가 TSHRAb의 역가를 높여 갑상선 안병증(thyroid 

orbitopathy)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것과 관련성이 

있고[11], 6개월 이내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 혹은 수유 

중인 환자에서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용에 제한이 있으며, 수

술은 성대마비 또는 영구적 부갑상선기능저하증의 위험이 

있는 반면, 항갑상선제는 이와 같은 위험이 없고, 수술이나 

RAI 치료는 갑상선기능저하증 상태로 만드는 것이 치료 목

표이므로 치료 후 평생 갑상선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하지만 

항갑상선제 치료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초래하지는 않기 때

문이다. 그러나 항갑상선제 치료 시 빈도는 매우 낮지만 치

명적인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

용 시 주의를 요한다. 항갑상선제는 일차 치료 목적 뿐 아니

라 RAI 또는 수술적 치료를 하기 전 갑상선기능을 조절할 목

적으로도 사용된다

1. 항갑상선제의 약리

티온아마이드(thionamide) 계열의 항갑상선제로 메티마졸

(methimazole, MMI), 프로필티오우라실(propylthiouracil, 

PTU), 카비마졸(carbimazole, CBZ)의 세 가지 약제가 사

용되고 있다. 이 중 CBZ는 전구약물로, 경구 투여 시 바로 

간에서 대사되어 MMI로 바뀌어 MMI와 거의 동일한 약동

학을 보이므로 동일 약제로 간주된다. 다만 CBZ 10 mg이 

MMI 6 mg의 비율로 전환되므로 교차 사용 시 용량에 주의

해야 한다.

 항갑상선제는 갑상선세포 내로 능동적으로 들어가 혈청 

내 농도보다 훨씬 높은 농도로 존재하면서[12], 갑상선과산

화효소(thyroid peroxidase)를 억제하여 요오드의 유기화 및 

요오드티로신(iodotyrosine)의 결합을 저해함으로써 갑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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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의 합성을 방해한다. 추가적으로 PTU는 갑상선 밖의 

말초조직에서 type 1 deiodinase (DIO1)를 억제하여 T4의 

T3 전환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는 갑상선중독발작

(thyrotoxic crisis) 시 갑상선호르몬의 작용을 신속하게 조

절할 목적으로 PTU를 사용하는 이론적 바탕이 된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사용 시 MMI가 갑상선기능을 더 빨리 정상화 

시킨다는 보고가 있다[13]. 한편, 항갑상선제 치료 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TSHRAb 역가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므로 오

래 전부터 항갑상선제에 면역조절 기능이 있다고 생각되어 

왔다. 몇몇 연구에서 항갑상선제에 의해 면역반응에 관여하

는 사이토카인(cytokine) 또는 그 수용체들의 감소, human 

leukocyte antigen (HLA) class II 발현 감소, 갑상선 내의 

억제T세포의 증가 및 도움T세포의 감소 등의 보고가 있었으

나[14], 최근 이러한 면역체계의 변화는 항갑상선제에 의해 

갑상선기능이 정상화되면서 체내 스트레스가 해소됨에 따라 

자가면역 반응이 감소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15].

  MMI(CBZ)와 PTU 모두 경구로 복용 시 소화관에서 신

속하게 흡수되어 1-2시간 후 혈청 최고농도에 이른다. 혈

액 내에서 MMI는 단백질에 결합되어 있지 않지만, PTU는 

80-90%가 알부민에 결합한 상태로 존재한다. 혈청 내 반감

기는 MMI가 4-6시간인데 비해 PTU는 1-2시간이고, 작용 

시간이 MMI는 24시간 이상이어서 1일 1회 투여로 충분하지

만, PTU는 12-24시간으로 1일 1회 투여로 효과를 유지하

기에 불충분하다. 갑상선중독증이나 신장기능 이상이 있어

도 약물 대사 속도가 변하지 않으므로 용량 조절이 필요 없

으나, MMI는 간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대사가 감소되어 혈

장 반감기가 길어진다.

MMI는 지용성이어서 태반을 잘 통과하고, PTU는 수용성

으로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하여 MMI에 비해 태반통과가 적

다고 생각되고 있으나, 실제 산모에서 사용 시 태아의 갑상

선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비슷하므로 두 약제 모두 최소 용량

을 사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16].

2. 항갑상선제 치료의 실제

항갑상선제 치료 시에는 우선적으로 MMI 또는 CBZ를 사

용하도록 권고되고 있다[2,6,7]. PTU 사용환자에서 간 독성

에 의해 사망 또는 간이식에 이르는 경우가 MMI보다 현저하

게 많아 2009년 미국식품의약국에서 임신 첫 3개월 또는 갑

상선중독발작 시, 그리고 MMI나 CBZ에 대한 부작용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PTU를 사용하지 말도록 경고하였기 

때문이다[17].

치료 시작용량은 MMI는 1일 1회 10-30 mg, CBZ는 1

일 1회 15-40 mg, PTU는 100 mg을 3회 또는 150 mg을 

2회 투약한다. 2-3주 후부터 증상이 호전되고, 6주에서 3개

월 이내에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정상 갑상선기능으로 회

복된다[18]. MMI 10-15 mg의 저용량 치료 시에도 경증 환

자에서는 갑상선기능이 빠르게 호전되나 중등도 이상의 심

한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에서는 갑상선호르몬 수치가 떨

어지지 않고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상승되

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치료 시작 4-6주 후 갑상선기능

검사를 시행하여 호전되지 않을 때에는 용량을 높여야 한

다. 치료 전 유리T4 (free T4, FT4)치에 따라 치료에 필요

한 항갑상선제 용량이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 연구에서 FT4

치가 7 ng/dL를 넘는 중증 갑상선기능항진증의 경우에는 

MMI의 경우 30 mg (15 mg과 비교)[19], CBZ은 40 mg (20 

mg과 비교)[20]의 고용량을 사용하여야 갑상선기능이 호전

되었다. 2016 발표된 미국갑상선학회(American Thyroid 

Association)의 갑상선기능항진증 가이드라인에서는 FT4치

에 따라 MMI의 초기 시작용량을 제시하고 있는데, FT4가 

정상 상한치의 1-1.5배이면 하루 5-10 mg, 1.5-2배이면 

10-20 mg, 2-3배이면 30-40 mg이다[21]. 그러나 이 기준

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임상적 상황에 따라 용량을 조절

해서 사용해야 한다.

한편, 고용량의 MMI나 CBZ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갑상

선기능저하증이 유발될 위험이 있는데, 대부분 용량을 줄이

거나 단기간 갑상선호르몬제를 병용 투여하면 바로 정상 갑

상선기능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갑상선안병증이 동반된 경

우 갑상선기능저하증 유발 시 갑상선안병증이 악화될 수 있

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항갑상선제 치료 중 갑상선기능저하

증이 되는 환자들이 관해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2].

항갑상선제 치료를 시작하여 갑상선기능이 정상으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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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항갑상선제 용량을 줄이기 시작한다. 2-3개월 간격으

로 갑상선기능을 평가하여 갑상선호르몬이 정상 범위 내에 

있으면 5-10 mg씩 감량하여 정상 갑상선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용량, 즉, MMI는 2.5-10 mg, PTU 50-100 mg

까지 감량한다[21]. 이렇게 갑상선기능을 보면서 용량을 조

절해 가는 치료법을 titration regimen이라 하는데 항갑상

선제 용량을 적게 사용할 수 있어 부작용의 빈도가 낮으므

로 대부분 이 치료법을 선호한다. 이에 반해 고용량의 항갑

상선제와 갑상선호르몬제를 병합하여 장기간 투여하는 치

료법인 block-replace regimen은 titration regimen과 비

교 시 관해율은 차이가 없는 반면, 고용량의 항갑상선제 사

용에 의해 부작용이 증가되므로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

고 있다[23].

3. 항갑상선제의 치료기간

 항갑상선제 치료를 시작하면 중단할 때까지 대부분 1-2

년이 걸린다[24]. 항갑상선제 치료기간에 따라 관해율에 차

이가 있는지 조사한 전향적 연구들에서, 12-18개월 이상 

MMI를 투약하여도 관해율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

였다[25]. 이를 바탕으로 2016년 미국갑상선학회 가이드라

인[21]은 항갑상선제를 12-18개월 투약 후 갑상선기능이 정

상이고 TSHRAb가 음성이면 항갑상선제를 중단하도록 권

고하였다. 그러나 TSHRAb가 양성이라도 항갑상선제를 중

단할 수 있고, 다만 이런 경우 재발률이 80-100%에 이르

고 특히 약 중단 후 조기 재발의 위험이 높으므로 2개월 간

격으로 갑상선기능검사를 시행하여 재발할 경우 RAI 치료

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가 젊고, 갑상선기능

항진증 정도가 심하지 않아 저용량의 MMI로 갑상선기능이 

정상으로 유지되는 경우 장기간 MMI 치료를 지속할 수 있

다고 하여 2011년에 발표되었던 이전 가이드라인[26]과 달

리 저용량 항갑상선제 치료라는 선택지를 제시하였다. 2018

년 발표된 유럽갑상선학회(European Thyroid Association)

의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 가이드라인[27]도 마찬가지로 항

갑상선제를 12-18개월 사용 후 갑상선기능이 정상이 되고, 

TSHRAb가 음성이면 항갑상선제를 중단하지만, 갑상선기

능이 정상이라도 TSHRAb가 양성이면 12개월 더 항갑상선

제 치료를 지속하면서 TSHRAb가 음성이 되면 항갑상선제

를 중단하고 계속 양성인 경우에는 RAI 또는 수술을 택하

도록 권고하였다. 2013년 발표된 대한갑상선학회의 갑상선

기능항진증 치료 합의안[5]은 항갑상선제 치료를 시작하면 

12-18개월 이상 지속하고 갑상선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

고 TSHRAb가 음성이 되면 항갑상선제 중단을 고려하고 이

후 재발한 경우에는 RAI 또는 갑상선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

으나, 환자가 이러한 치료를 원하지 않거나 저용량의 항갑

상선제로 갑상선기능이 정상으로 잘 유지되는 경우에는 저

용량의 MMI를 2-3년 이상 장기간 투여할 수 있다고 하였

다. MMI를 중단하지 않고 저용량으로 수년-수십 년 장기

간 사용하는 치료법은 오래 전에 제안되었으나[28], 그간 이

론적 근거가 없었다. 2010년 이후 2년 이상의 장기간 항갑

상선제 치료 시 관해율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는데, 

소아들을 대상으로 항갑상선제를 5년간 투약하였을 때 누

적 관해율이 25-30%[29], 10년 후에는 40-45%였다[30].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후향적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최소유지용량(minimum maintenance dos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TSH치가 정상으로 회복된 후 MMI 2.5 mg을 6

개월 이상 투약하였을 때 치료기간이 길수록 관해율이 증

가되어 2년간 치료 시 관해율이 68%에 달했고, 특징적으로 

TSHRAb가 양성이어도 같은 결과를 보인다고 하였다[31]. 

549명의 환자를 8-36년간 추적한 일본의 후향적 연구[32]

에서는 TSHRAb의 유무에 따라 환자들을 분류하여 관해율

을 비교하였는데, TSHRAb가 2-5년 이내에 음성으로 되는 

환자들의 89%가 관해에 이른 데 비해 5년 이상 음성이 되

었다가 다시 양성이 되는 변화가 반복되는 환자들에서는 관

해율이 37%였고,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양성인 환자들의 관

해율은 20% 밖에 되지 않았다. 관해에 이른 환자들의 평균 

항갑상선제 치료기간은 6.8년(4.0-10.9년)이었다. 한편 최

근 발표된 전향적 연구(randomized parallel-group trial)

에서 MMI로 18개월 동안 치료하여 갑상선기능이 정상이 된 

후, MMI를 중단한 환자군과 저용량의 MMI 치료를 60-120

개월간 더 지속한 후 중단한 환자군을 48개월간 추적한 결

과, 재발률이 53% 대 15%로 장기간 MMI 치료를 지속한 군

에서 의미 있게 낮았다[33]. 이러한 결과로부터 특히 RAI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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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등의 치료를 원하지 않는 환자들에게는 저용량의 항갑

상선제를 2-5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치료를 임상에

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용량의 MMI로 장

기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정도의 갑상선기능검사 및 

TSHRAb 검사가 추천된다[21].

4. 항갑상선제의 부작용

항갑상선제에 의한 경미한 부작용은 흔한 편으로 발진

(3-6%), 가려움증(2-3%), 두드러기(1-2%)를 포함한 피부 

알레르기 반응, 소화불량(3-4%), 오심 또는 위통(2.4%), 관

절통(1.6%) 등이 있다. 반면, 빈도는 매우 낮지만 무과립구

증(agranulocytosis) (0.2-0.5%), 간 독성, 혈관염 등 중증

의 알레르기 혹은 독성 부작용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기

도 한다.

경미한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에는 (1) 기존 사용하고 있는 

약물을 그대로 투여하면서 항히스타민제를 추가하거나, (2) 

다른 종류의 항갑상선제로 바꾸거나, (3) RAI 또는 수술적 

치료로 바꾸는 방법 등이 있다. 대부분은 (1) 또는 (2)의 방법

으로 호전되지만 교차반응률이 50%에 이르므로 (3)으로 바

꾸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경미한 부작용은 항갑상선제를 사

용하기 시작한 직후(2-3주 후)에 나타나 부작용 중 가장 먼

저 발현되고[34], PTU보다 MMI를 사용하는 경우에 더 흔하

다고 알려져 있다[10].

중증 부작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검사는 없다. 갑상선

기능항진증 환자들에서 경미한 백혈구감소증이나 간기능검

사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매우 흔하지만 중증 부작용과

는 연관이 없다. 그러나 치료 시작 전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absolute neutroophil count)가 1,000/mm3 미만이거나 

간 효소치가 정상 상한치의 5배를 넘는 경우에는 항갑상선

제의 사용을 보류하여야 한다[21]. 중증 부작용 발생 시 사

용하던 항갑상선제는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교차 반응의 가

능성이 높으므로 이후 모든 종류의 항갑상선제 치료는 금기

이다.

1) 무과립구증

항갑상선제 사용 중 발생하는 무과립구증(absolute 

neutroophil count <500/mm3)의 빈도는 0.1-0.3%로, 

MMI보다 PTU 사용 시, 항갑상선제의 용량이 높을수록 발

생이 증가하며, 치료 시작 후 3개월 정도에 갑자기 발생하

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드물게 일차 치료 시에는 문제가 없

었다가 재발하여 항갑상선제를 다시 시작할 때 무과립구증

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21]. 초기 발현 증

상은 발열 및 인후통이므로 항갑상선제 치료를 받는 중에 이

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약을 중단하고 응급실에 와

서 혈액검사를 받도록 진료 시마다 교육하여야 한다. 대부

분은 무과립구증 단독으로 나타나지만 드물게 골수무형성빈

혈(aplastic anemia)로 나타나기도 하며, 이런 경우 예후는 

더 나쁘다[35].

최근 HLA-B*38:02, HLA-DRB1*08:03 유전자형이 

무과립구증에 대한 독립적인 감수성 인자로 알려졌는데, 

이 두 대립유전자를 모두 가진 경우 무과립구증의 위험도

가 약 50배까지 증가된다고 하였다[36]. 무과립구증 발생 시

에는 즉시 입원하여 백혈구 수치를 모니터하면서 광범위 항

생제를 투여하여야 하고, 과립구집락자극인자(granulocyte 

colony-stimulating factor) 치료가 권장된다.

2) 간 독성

간 독성 역시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MMI를 사용한 경우 

0.3%에서, PTU를 사용한 경우 0.15%에서 보고되어 있지

만, 전격간염(fulminant hepatitis)에 의한 괴사로 간부전

(hepatic failure)이 초래되어 간이식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PTU 사용 시 주로 나타나고(PTU 0.25% 대 MMI 0.08%), 

특히 소아에서 PTU에 의한 간 독성의 빈도가 MMI에 비해 

높음이 알려지면서[37], 초기 항갑선제로 MMI가 권고되고 

있다[21]. 서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에서 MMI에 

의한 간 독성은 주로 담즙울체형(cholestatic), PTU는 간세

포형(hepatocellular)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최근 대만

[38] 및 중국[39]에서 보고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간염 형태

로 나타나는 간 독성은 PTU보다 MMI 사용환자에서 더 많

았고 담즙울체형 간 독성의 빈도는 두 약물 간에 차이가 없

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간 부전은 PTU 사용군에서 약 2배 

정도 높았다. 과거 서양의 자료는 MMI 사용 증례가 적어 실

제 간 독성의 빈도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인 것으

로 해석된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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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갑상선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가려움, 발진, 황

달, 회백색 대변, 진한 색의 소변, 관절통, 복통, 오심,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간기능검사를 시행한다. 간 효소치가 

정상 상한치의 3배 이상이면 항갑상선제의 투약을 중단하

고, 호전될 때까지 매주 간기능검사를 추적하여 평가한다.

5. 임신 중 항갑상선제 치료

임신 중에는 평상시보다 갑상선호르몬 생산이 약 1.5배

로 증가되고, 임신 중 증가되는 사람융모생식선자극호르몬

(human chorionic gonadotropin)의 영향으로 TSH는 저

하되는 반면 여성호르몬 등의 영향으로 총 T4 (total T4, 

TT4), 총 T3 (total T3, TT3)는 증가되는 등 갑상선기능검

사에 변화가 일어나므로 마치 갑상선중독증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40]. 그러나 임신 중 실제로 그레이브스병으로 진단

되어 항갑상선제 치료를 요하는 빈도는 0.2% 정도로 매우 

드물다[40]. 이에 비해 임신 초기 증가된 사람융모생식선

자극호르몬의 자극에 의해 일어나는 일과성 갑상선기능항

진증(transient gestational hyperthyroidism)은 임산부의 

1-3%에서 나타나 그레이브스병 보다 더 흔하다. 특히 임신 

입덧이 심한 경우, 쌍태아인 경우 등에 더욱 흔한데, 이 경우

에는 갑상선기능이 저절로 정상화되므로 항갑상선제 치료는 

권장되지 않는다[21,41]. 때문에 임신 초기 혈액검사에서 갑

상선중독증 소견을 보일 때 혈중 TSHRAb가 있는지 여부로 

두 가지 질환을 감별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은 유산, 조산, 사산, 저체중아 등을 증

가시키고 산모에서 임신 고혈압, 심부전 등의 합병증을 증가

시키는 등 태아 및 산모에 나쁜 영향을 끼침이 잘 알려져 있

다[42].

임신 중 항갑상선제 사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선

천성 기형의 유발이다. 1972년 MMI 사용 산모에서 태어

난 태아의 피부무형성(aplasia cutis)이 처음 보고[43]된 

이후, 임신 초기 MMI를 복용한 산모의 2-4%에서 후비

공 폐쇄(choanal atresia), 식도 폐쇄(esophageal atresia), 

umbilicocele 등의 복벽 결함, 비뇨기계 기형, 심실중격결손 

등 여러 가지 기형이 발생하여 ‘MMI (CBZ) embryopathy 

syndrome’으로 명명되었다[44]. 또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고 생각되었던 PTU도 임신 초기에 복용 시 태아의 2-3%에

서 안면 또는 경부의 낭종과 같은 경미한 결함부터 비뇨기계 

결함 등의 선천 기형이 발생함이 보고되었다[45].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임신 초기 

노출 시 MMI와 PTU 모두 선천성 기형이 증가되었고, 특히 

MMI 사용시 빈도가 더 높았다[46]. 이와 같이 모든 항갑상

선제가 선천 기형을 유발하지만 PTU와 관련된 기형이 상대

적으로 경미하고 빈도가 낮으므로 임신 초기에는 MMI 대신

에 PTU를 사용하도록 권장되고 있지만, 임신 초기에는 가능

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겠다. 때문에 가임 여

성이 그레이브스병을 진단받았을 경우, 관해 상태까지는 아

니더라도 저용량(MMI 5-10 mg 이하, PTU 100-200 mg 

이하)의 항갑상선제로 갑상선기능이 안정적으로 정상범위로 

유지될 때까지 임신을 미루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용량의 항갑상선제를 사용하면서 갑상선기능이 

안정적으로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중 임신이 확인되면 항

갑상선제를 중단할 수 있다. 항갑상선제를 중단하고 1-2주 

후 갑상선기능을 평가하여 계속 정상이라면 이후 4주 간격

으로 검사를 시행하면서 악화 여부를 관찰할 수 있다. 임신 

중에는 면역반응이 억제되면서 갑상선기능항진증도 호전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항갑상선제를 복용하게 되는 경

우는 드물다.

반면,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심해 저용량으로는 갑상선기능

이 조절되지 않고 중단 시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임신 16

주까지는 PTU를 사용하되, 4주 간격으로 혈액검사를 시행

하여 FT4치가 정상 범위의 상한 정도로 유지될 수 있는 최

소 용량을 투여한다. 그 이유는, 모체의 갑상선기능을 정상

으로 유지할 정도로 PTU를 투여하면 태아는 갑상선기능저

하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1,41]. 임신 16주 이

후에는 MMI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간 독성의 위험을 낮

출 수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종류의 항갑상선제가 임신 초기 노출 시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음이 알려지면서, 최근 일본 연구

자들은 임신 초기에 항갑상선제 대신 무기요오드(potassium 

iodide, KI)로 치료를 한 결과, KI 치료군의 선천성 기형 빈

도가 1.53%로 MMI군의 4.14%보다 의미 있게 낮음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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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47]. 그러나 같은 연구자들의 후속연구에서 KI로 치

료한 일부 산모에서 escape 현상이 나타나 갑상선기능항진

증이 악화됨을 관찰하여, KI 치료 시 면밀한 추적검사 및 대

응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48].

임신 중 항갑상선제 치료에 있어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은 

항갑상선제와 갑상선호르몬제의 병합치료는 금기라는 것이

다. 항갑상선제는 태반을 통과할 수 있지만 갑상선호르몬제

는 태반을 통과하지 못하므로 두 약제를 병용하여 산모의 갑

상선기능을 정상으로 조절하면 태아에게는 고용량의 항갑상

선제만 전달되어 갑상선기능저하증 및 갑상선비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산모의 TSHRAb는 면역글로불린 G (immuno-

globulin G, IgG)이므로 태반을 통과할 수 있고 이론상 태아

에서 그레이브스병을 일으킬 수 있다. 태아의 갑상선은 임신 

13주에 발달하기 시작하여 20주에 완전히 기능을 하게 되므

로, 임신 22주 정도에 산모의 TSHRAb를 검사하여 태아 또

는 신생아 그레이브스병의 유발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다

[49]. 임신 중 갑상선기능항진증 상태의 산모뿐 아니라, 임

신 전 그레이브스병으로 RAI 또는 수술적 치료를 받아 갑상

선호르몬제로 정상 갑상선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산모에서

도 TSHRAb 역가가 높은 경우 태아 또는 신생아에서 일시적

인 그레이브스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50].

결론

그레이브스병은 TSH 수용체에 대한 자가항체가 갑상선

을 자극하여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초래하는 자가면역 질환

으로, 자가항체 생성을 억제하는 치료법이 현재까지 개발되

지 않아 항갑상선제, RAI 또는 수술로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조절한다. 그 중에서 항갑상선제 치료, 특히 MMI 제제가 일

차 치료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 MMI가 PTU에 비해 치명

적인 부작용의 빈도가 낮기 때문이다. 항갑상선제 치료 용량

은 이전보다 저용량으로 사용하는 추세이며, 갑상선기능이 

정상이고 TSHRAb가 음성이 될 때까지 저용량의 항갑상선

제를 유지하는 것이 권고된다. 최근 발표된 저용량의 MMI

를 2-5년 이상, 길게는 10년 이상 장기간 치료 시 관해율이 

증가된다는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유

발하는 RAI 또는 수술 대신에 장기간 항갑상선제로 치료하

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그

레이브스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제가 개

발되기를 기대한다.

찾아보기말: �갑상선기능항진증;�그레이브스병;�항갑상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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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갑상샘항진증의 가장 주된 치료 방법인 약물 치료에 

대해, 항갑상샘제의 약리, 항갑상샘제 치료의 실제, 치료 기간, 항

갑상샘제의 부작용, 임신 중 항갑상샘제 치료로 구분하여 기본적

인 내용부터 최근 동향까지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갑상샘항진

증의 약물 치료 빈도에 관한 국내 연구자료를 적절히 제시하고 

있고, 항갑상샘제의 작용 기전과 치료 효과를 이해하기 쉽게 설

명하였으며, 항갑상샘제의 부작용들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

다. 특히 꾸준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항갑상샘제의 장기간 투

여의 이론적 근거를 잘 정리하였고 임신 초기 항갑상샘제 치료 

시 주의사항을 최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갑상샘항진증 약물 치료를 시행하는 데 있어 좋

은 지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