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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observe clinical course including remission rate during
antithyroid medication for Graves’ diseas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o evaluate factors
related to remission.
Methods: This is a retrospective study of 42 patients (8 males), who were diagnosed at
pediatric endocrine clinic i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from January 1994 to
December 2009. They were treated with antithyroid drugs only and were followed for at
least 2 years. Their average age at diagnosis was 11.5 ± 3.4 years, and average follow-up period
was 4.5 ± 2.2 years.
Results: At diagnosis, 64.3% of the subjects were in puberty, 87.8% showed goiter which
was significantly prevalent in females (P < 0.05), and 38.9% manifested exophthalmos.
Thyrotropin receptor antibody was positive in all the patients, whereas anti-microsomal
antibody was positive in 88.1% and anti-thyroglobulin antibody in 81.0%. Twenty two (52.4%)
patients remitted with 4.3 ± 2.5 years' medication, and the others were continuously medicated
at the last follow-up of 4.8 ± 1.8 years. By quartile estimate for the remission time, 25 percentile
was remitted at 3.7 years, 50 percentile at 7.1 years, and 75 percentile at 9.2 years. Among
the factors for the remission, initial thyroid stimulating hormone level was significantly lower
in non-remission group compared to remission group (P < 0.05).
Conclusion: In pediatric Graves' disease treated only antithyroid drugs, the time required for
remission is so long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fixed medication period and to choose
definitive treatment modality as in adult Graves' disease through multicenter clinic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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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소아에서 갑상샘기능항진의 가장 흔한 원인은 자가항체에 의한 갑상샘자극호르몬 수
용체 자극으로 발생하는 그레이브스병이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항갑상샘제(antithyroid
drug, ATD)로 장기간 치료를 받으나, 소아에서 관해는 30% 미만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1, 2)
. 따라서 가장 적절한 형태의 치료방법에 대하여는 소아내분비 분야에서 하나의 주요
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으며, 관해 유도를 위한 적절한 항갑상샘제 치료기간에 대해서도
아직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믿을만한 재발의 예측인자가 있다면, 장기간의 항
갑상샘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인지 수술이나 방사성 요오드 치료와 같은 근본적인 치료가
조기에 필요한 환자인지를 가려내어 환자에 대한 치료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질환이 빈번한 성인에서와는 달리, 소아에서는 많은 희귀질환에서와 같이 이
질환의 치료에 대한 근거중심의 전략이 아직은 없다. 저자들은 한국 소아청소년의 그레
이브스병을 항갑상샘제로 치료를 하는 동안에 관해율의 산정과 관해에 관련되는 인자들
을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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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1. 대상
그레이브스병으로 인한 갑상샘기능항진증의 진단을 받
은 18세 미만의 환아 42명(남아 8명)을 후향적 연구의 대상
으로 하였다. 즉, 유리 티록신(free thyroxine, FT4) 및 삼
요드티로닌(triiodothyronine, T3)의 증가, 갑상샘자극호르
몬(thyroid stimulating hormone, TSH) 농도의 감소와 함
께 Hashitoxicosis에는 일치하지 않는 갑상샘 자가면역의
증거가 있는 경우로 하였다. Hashitoxicosis는 기능항진증
의 경과가 일과성이며 갑상샘자극호르몬 수용체항체(TSH
receptor antibody, TRAb)의 역가가 매우 낮은 경우로 하였
다. 1994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충북대학교병원 소아
내분비 클리닉에서 만 15년 동안 관찰된 환아들은 항갑상샘
제 투여로 치료하였으며 최소 2년 이상의 추적관찰이 된 경
우로 한정하였다. 사춘기는 Tanner stage II 이상의 유방 발
육 혹은 부피 4 mL 이상 고환의 증대로 정의하였다. 갑상샘
종의 크기는 국제보건기구에서 추천하는 분류를 따랐으나3,
4)
, 통계의 편의를 위하여 갑상샘이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
는 0단계와 갑상샘이 촉지되는 1단계는 “+”로, 갑상샘종대
가 목을 바로 한 상태에서도 보이는 2단계는 “++”로, 멀리
서도 갑상샘종대를 볼 수 있는 3단계는 “+++”로 하였다.
2. 방법
발병 시 혈청 갑상샘 호르몬의 농도와 자가 항체는 본 병
원의 핵의학과에서 측정하였다. FT4, T3, antimicrosomal
antibody (AMA)는 방사면역측정법(radioimmunoassay)
으로, TSH와 antithyroglobulin antibody (ATA)는 면역
방사계수 측정법(immunoradiometric assay)으로, TRAb
는 갑상샘자극호르몬 결합 억제 면역글로블린(thyrotropin
binding inhibitory immunoglobulin, TBII)을 방사수용체
측정법(radioreceptor assay)으로 측정하였다. 참고치는 다
음과 같다: FT4, 0.89-1.79 ng/dL; T3, 30-190 ng/dL;
TSH, 0.17-4.05 mU/L; TBII, 1 U/L 미만; AMA, 12 IU/
mL 미만; ATA 30 IU/mL 미만.
초기 검사 후 환아들에게 항갑상샘제인 propylthiouacil
혹은 methimazole을 매달 갑상샘기능검사를 하면서 갑상샘
기능이 정상화 되면 갑상샘기능에 따라 용량을 초기 용량의
½에서 ¼ 감량하여 적정방법(titration method)으로 투여
하였다. 갑상샘기능검사와 갑상샘 자가항체는 매 3-6개월
마다 추적 검사를 하였다. 항갑상샘제는 TRAb가 소실될 때
까지 투여하였으며, 약물 투여 중단 후 12개월이 지나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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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갑상샘기능을 유지하여야 관해가 된 것으로 판단하였
다. 약물투여 중단 후 12개월 이내에 재발하면 관해 전 재발
(pre-remission relapse), 약물투여 중단 12개월 후 재발하
면 관해 후 재발(post-remission relapse)이라고 정의하여
경과 관찰에 사용하였다.
3. 통계 처리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s (version 12.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였다. 단 변량 비교에서 연속
변수에 대해서는 Student’s t test를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는 x2 test를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P 값이 0.05 미
만인 경우로 하였다. 관해에 걸리는 시간은 Kaplan-Meier
방법을 사용하였고, 관해에 관계되는 인자는 Cox 균형 위험
모델로 분석하였다. 관해에 걸리는 시간은 진단 시기로부터
계산하였다.

Results
1. 발병 시 임상 양상 및 갑상샘기능
8명의 남아를 포함하여 42명의 환아들은 항갑상샘제를 복
용하면서 치료하였고 2년 이상 추적하였다. 진단 시 평균 연
령은 11.5±3.4세로, 64.3% (27/42)가 사춘기에 들어 있었
으며, 87.8% (36/41)는 갑상샘종을 보였고, 38.9% (14/36)
가 안검퇴축, 안검하향지연, 응시 등을 보이는 안구돌출증
을 나타내고 있었다(Table 1). 초기 갑상샘기능은 다음과 같
다: T3, 481.8±184.7 ng/dL; free T4, 3.75±4.20 ng/dL;
TSH, 0.05±0.05 mU/L. TRAb는 모든 환아에서 양성이
었으며, AMA는 88.1% (37/42)에서 그리고 ATA는 81.0%
(34/42)에서 양성을 보였다. 발병 시 임상 양상 중 연령, 사
춘기 유무, 안구돌출증은 남녀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
에서 갑상샘종의 비율 93.9% (31/33)은 남아에서의 62.5%
(5/8)보다 의미 있게 높았다(P <0.05). 갑상샘기능과 항체 양
성율은 남녀 간 차이는 없었다.
2. 관찰 기간 중의 경과 및 관해율
전체 42명의 평균 추적관찰기간은 4.5±2.2년이었다. 이
들 중, 항갑상샘제를 중단할 수 있었던 경우는 23례였다. 약
물을 중단할 수 있었던 23례 중 3명은 관해에 도달하기 전에
재발하였으나 2명은 다시 관해에 도달하여 1차로 관해에 도
달한 경우는 22례였다. 1차 관해 후 1명에서 재발하였으나,
이 환아는 다시 관해에 들어와 최종적으로 5명의 남아를 포
함한 22명(52.4%)에서 관해가 왔다. 이들의 평균 투약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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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and laboratory characteristics in Graves' patients at presentation
Total (n = 42)
Girls (n = 34)
Age (yr)
11.5 ± 3.6
11.1 ± 3.4
Puberty at onset
27 (64.3%)
22/34
Goiter
36/41 (87.8%)
31/33 (93.9%)
Exophthalmos
14/36 (38.9%)
11/28 (39.3%)
T3 (ng/dL)
481.8 ± 184.7
481.2 ± 180.2
Free T4 (ng/dL)
3.75 ± 4.20
4.16 ± 1.37
TSH (mU/L)
0.05 ± 0.05
0.05 ± 0.04
TRAb (U/L)
42/42 (100%)
34 (100%)
AMA (IU/mL)
37/42 (88.1%)
29/34 (85.3%)
ATA (IU/mL)
34/42 (81.0%)
27/34 (79.4%)

P value
NS
NS
< 0.05
NS
NS
NS
NS

Boys (n = 8)
13.1 ± 4.2
5/8
5/8 (62.5%)
3/8 (37.5%)
484.1 ± 217.3
4.39 ± 1.72
0.08 ± 0.07
8 (100%)
8/8 (100%)
7/8 (87.5%)

NS
NS

Abbreviations: NS, not significant; T3, triiodothyronine; T4, thyroxine; TSH, thyroid stimulating hormone; TRAb, TSH receptor antibody; AMA, antimicrosomal antibody; ATA,
antithyroglobulin antibody.
Total 42 (8)
1.0

19 (8)
(3)
Discontinuation
(5)
of ATD23
23(5)

Preremission relapse

2 (1)

last remission
22 (5)

1 (0)
1 (0)

Continuation of ATD at the last FU 20 (3)

0.6

0.4

0.2

Postremission relapse
0 (0)

0.8

Fraction not remitting

3 (1)

-Product-limit estimate curve
OOO censored observations

0.0

1 (0)

0

2

4

6

8

10

12

Duration of ATD medication (yr)

Remission at the last FU 22 (5)

Fig. 1. Clinical course of Graves’ patients during antithyroid medication. Twentytwo out of 42 patients achieved remssion, and the others were still taking ATD
at the last follow-up. The number of male patients was written in parenthesis.
Abbreviations: ATD, antithyroid drug; Preremission relapse, relapsed within 1 year after
discontinuation of medication; Postremission relapse, relapsed over 1 year after
discontinuation of medication; FU, follow up.

은 4.3±2.5년(range, 1.7-11.0)이었다. 나머지 20명은 평
균 4.8±1.8년(range, 2.0-9.4)에 아직도 투약 중이었다
(Fig. 1).
관해에 걸리는 추정 4분위수(quartile estimate) 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Fig. 2): 25백분위수는 평균 3.7년
(95% 신뢰구간은 2.6-4.6년); 50백분위수는 평균 7.1년
(95% 신뢰구간은 4.4-9.2년); 75백분위수는 평균 9.2년
(95% 신뢰구간은 7.1-11.0년).
3. 관해에 관계되는 인자
임상적 요인 중, 진단 시의 성별 안구돌출증 체질량지수
및 나이는 관해와 무관하였고, 진단 시 사춘기인 경우와 갑
상샘종의 크기가 작은 경우도 관해에 대한 통계학적 의미는

Fig. 2. Estimated remission curve for the whole population. The solid line
represents the remission curve for the patients population, as calculated by KaplanMeier analysis. Circles represents censored observations. At 3.7 yr of medication
25%ile was remitted; 50% ile at 7.1 yr; 75%ile at 9.2 yr. Abbreviations: ATD, antithyroid
drug.

Table 2. Risk factors for remission of Graves' disease
P
Remission
Non-remission
Groups
value
(n = 22)
(n = 20)
Clinical characteristics
Sex (male/female)
5/17
3/17
NS
Puberty (+/-)
14/8
13/7
NS
2/8/11
2/6/12
NS
Goiter (0~+/++/+++)*3, 4)
Exophthalmos (+/-)
8/10
6/12
NS
17.9 ± 3.3
17.9 ± 2.6
NS
BMI (kg/m2)
Age (yr)
11.5 ± 4.0
11.5 ± 3.2
NS
Thyroid function test
T3 (ng/dL)
455.8 ± 173.2 509.3 ± 197.8
NS
free T4 (ng/dL)
4.14 ± 1.44
4.27 ± 1.44
NS
TSH (mIU/L)
0.07 ± 0.06
0.04 ± 0.03 < 0.01
Time to euthyroid (yr)
0.2 ± 0.2
0.3 ± 0.3
NS
Abbreviations: NS, not significant; BMI, body mass index; T3, triiodothyronine;
T4, thyroxine; TSH, thyroid stimulating hormone.
*Goiter(-/+/++): 0-1/2/3 in WHO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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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진단 시 갑상샘기능검사 중에는 T3와 FT4는 관해와
무관하였으나, 비교적 높은 TSH가 관해와 의미 있는 관련성
을 보였다(P <0.01). 항갑상샘제를 투여하고 기능이 정상으
로 돌아가는데 까지 걸린 시간도 관해와 무관하였다(Table 2).

Discussion
본 연구의 결과에서 52.4%가 평균 4.3년의 투약으로 관
해에 이르렀다. 25백분위수의 환아가 관해에 이르는 데는
평균 3.7년 걸리는 것으로 추산되었고, 50백분위수의 환아
가 관해에 이르는 데는 평균 7.1년, 그리고 75백분위수의 환
아가 관해에 이르는 데는 평균 9.2년 걸리는 것으로 추산되
었다. 많은 요인들 가운데서 TSH 농도만이 관해에 의미 있
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Lippe 등5)의 연구에서 항
갑상샘제 투여 매 2.1년마다 25%의 환아들이 관해에 이르
며, 관해에 이르기까지의 중간기간은 4.3년, 75%의 환자가
관해를 보이기 위해서는 10.9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분석
하였다. 저자들과 비슷한 방법으로 항감상샘제로 치료하는
116명의 소아 청소년 환아들로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치료
시작 후 10년에도 지속적인 갑상샘기능항진으로 있을 가능
성이 31%였다6). 통계예측에 의한 이론적으로는, 약물을 장
기간 지속적으로 투여한다고 가정하면, 대부분의 약물 치료
를 하는 환자들은 궁극적으로는 관해를 얻을 것이다. 그러
나 성인에서의 전향적 연구 자료에 의하면 18개월 이상 장기
간 항갑상샘제를 투여하더라도 더 높은 관해율과는 관련이
없다고 한다7). Lippe 등5)의 연구에 비하여 본 결과는 초기
25%와 50%의 환자가 관해에 필요한 시간이 다소 길었다.
그 이유는 관해의 기준을 엄격히 한 결과로 보인다. 즉, 관
해의 기준은 약물을 중단하고 적어도 1년 이상의 임상적 생
화학적 정상 갑상샘기능인 경우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TRAb가 없어지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 이유인 듯하다.
항갑상샘제를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알려져 있다. 하
나는 “차단과 대체(block and replace)”법으로 고용량의 항
갑상샘제를 투여 후 갑상샘기능이 정상화된 후 갑상샘 호르
몬을 추가로 투여하는 방법인데, 일부에서는 장기간의 관
해를 유지하는데 더 좋다는 보고와8, 9) TRAb 생성을 감소시
키고 재발율도 낮춘다는 보고도 있었다10). 그러나, 일부 보
고에서는 고용량의 항갑샘제와 티록신의 추가 투여가 특별
한 장점이 없다고 한다11, 12). 다른 방법으로는 “용량 적정법
(dose titrated method)”인데, 갑상샘기능이 정상화 된 후
갑상샘기능에 따라 용량을 줄여가는 법이다. 이 방법은 부작
용의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선호되고 있다13). 아직 소
아의 경우에는 대조 실험이 없었으나, 저자들은 후자의 방법
을 따라서 용량을 조절하였다.
소아 청소년에서도 항갑상샘제 치료의 높은 실패율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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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여러 연구자들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사용이나 갑상
샘절제술 같은 대체 치료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다6, 14,
15)
. 이러한 결정적인 치료 중에서도 Lee 등15)은 갑상샘에
대한 잠재적인 기형발생 효과, 신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는 악성 종양 발생의 가능성, 그리고 부갑상샘기능항진증
의 유도 가능성 때문에 특히 소아에서는 수술을 권하였다.
Hamburger16)는 1961년부터 1984년까지 262명의 소아 청
소년 그레이브스병의 다양한 치료 방법의 결과를 비교하였
는데, 항갑상샘제 사용 시 낮은 순응도와 높은 재발률, 그리
고 약물 독성 및 지속적으로 갑상샘이 커져있는 문제 때문
에, 방사성 요오드법이 안전하고 단순하고 경제적으로 초
기 선택 치료법이라고 하였다. 특히 propylthiouracil (PTU)
의 경우 소아에서 치명적인 간독성으로 인하여 methimazole
(MMZ)를 복용할 수 없거나 다른 치료가 가능하지 않는 경우
를 제외하고 소아에서 PTU를 사용하지 않는다17). 저자들의
경우에는 항갑상샘제만을 사용하였고, 대체 치료법을 선택
한 경우는 없었다. 저자들도 항갑상샘제의 사용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대체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지
만, 환자들이 수술을 원하지 않고 동위원소에 대한 우려감을
보이므로 약물치료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향적 다기관 공동 연구에서 항갑상샘제에 빨리 반응하
고, 14-15세 이상으로 비교적 나이가 많은 소아가 조기 관
해에 이르는 반면, 치료 후 3개월이 지나도 갑상샘 호르몬이
증가되어 있으며 초기에 T3 수치가 아주 높은 경우는 조기
관해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한다18). 저자들의 경우에도 진
단시 비교적 높은 TSH 치가 관해와 의미 있는 관련성을 보
였는데, 이는 갑상샘기능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올라가지 않
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레이브스병이 사춘기 전후에 발병
한 군으로 나누어 비교한 논문에서 사춘기 발병군의 관해율
은 Lippe 등5)의 보고와 비슷하나, 사춘기 전 발병 군의 관해
율은 더 낮고 더 긴 치료기간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19). 국
내의 보고에서도 진단시 연령이 높을수록 관해율이 높았다
20)
. 18개의 간행물을 메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항갑상샘
제 치료 후 TRAb의 소실이 재발에 대한 위험성을 65% 감소
시켜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TRAb가
지속되더라도 25%의 환자들은 관해상태를 계속 유지했다고
한다21). 따라서 TRAb가 재발의 예측인자로 가능성 있는지,
또한 모든 그레이브스병 환자들은 모두 TRAb가 없어질 때
까지 계속 투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그러
나, Lee 등22)의 연구 결과는 TRAb가 빨리 정상화 되는 것은
관해의 예측인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항갑상샘제 사용 56개월 이후에도 재조합방식의 인간 TSH 수용체를 이용한 2
세대 TRAb 검사법으로 TRAb가 10 IU/L 이상이면 향후 24
개월 내에 재발할 확률이 96.4%라는 보고가 있다23). 즉 이
방법은 장기간의 약물 치료로 도움이 되지 않을 환자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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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방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15년간의 임상 관찰을 통하여 통계
적으로 그레이브스병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25백분위수까지
관해 되는데 평균 3.7년, 50백분위수 관해 되는데 평균 7.1
년, 그리고 75백분위수 관해 되는 데는 9.2년 이 걸렸으며,
진단 시 비교적 높은 TSH 치만이 관해에 관련된 의미 있는
인자로 밝혀졌다. 그러나 항갑상샘제만으로 치료하는 경우
치료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성인에서처럼 고정된 치료기
간을 확립하여 결정적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의견일치
다기관 공동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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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청소년 그레이브스병의 약물치료에 대한 임상 경과 및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김운곤 · 안병훈 · 한헌석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목적: 소아청소년의 그레이브스병을 항갑상샘제로 치료를 하는 동안에 관해율을 비롯한 임상경과의 관찰과 관해에 관
련되는 인자들을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방법: 1994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충북대학교병원 소아내분비 클리닉에서 그레이브스병으로 진단받고 항갑상
샘제로 치료받으며 최소 2년 이상 추적관찰이 된 18세 미만의 환아 42명(남아 8명)을 후향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들의
연령은 진단 시 평균 11.5±3.4세였고 평균 추적관찰기간은 4.5±2.2년이었다.
결과: 진단 시 대상 환아 중 64.3%가 사춘기에 있었고, 87.8%가 갑상샘종을 보였고 38.9%는 안구돌출증을 보였다. 여
아에서 갑상샘종이 의미있게 많았다(P <0.05). TRAb는 전 환자에서 다 양성이었고, AMA는 88.1%, ATA는 81.0%에
서 양성이었다. 22명(52.4%)에서 평균 4.3±2.5년의 투약 기간으로 관해에 도달하였으며, 나머지 20명은 마지막 추
적관찰 시기인 평균 4.8±1.8년에도 계속 투약 중이었다. 관해에 걸리는 시간을 4분위수로 추정해보면, 25백분위수가
평균 3.7년, 50백분위수가 평균 7.1년, 그리고 75백분위수가 평균 9.2년이었다. 진단 시 높은 TSH치 만이 관해와 의
미 있는 관련성을 보였다(P <0.01).
결론: 그레이브스병을 가진 소아 청소년에서 항갑상샘제만으로 치료 시, 관해유도에 필요한 시간이 너무 길어 성인에
서처럼 고정된 치료기간을 확립하여 결정적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다기관 공동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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