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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무증상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심혈관 위험인자와의 연관성

연구배경; 무증상 갑상선 기능저하증(SCH)과 심혈관질환의 관

련성에 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 되었으나 아직까지 논란

의 여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검진수진자를 대상으로

SCH가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들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

사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2008-2010년까지 일산의 모 병원

을 내원한 건강검진수검자 (19-84세) 중 갑상선질환, 고지혈증,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질환, 간질환, 신장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갑상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복용

한 경우를 제외하고 갑상선자극호르몬(TSH)이 0.5-20 mIU/L이

면서 T4가 정상인 5,08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중

TSH가 0.5-4.49 mIU/L인 경우를 정상대조군으로, TSH가

4.5-20 mIU/L인 경우를 SCH롤 구분하여 지질, 당 검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3.9% (196명)가 SCH이었고, 대조군에 비

해 SCH군에서 여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두 군 간에 연령, 체

질량지수(BMI), 흡연, 음주여부는 차이가 없었고, total

cholesterol (TC), triglyceride (TG), LDL-C, HDL-C 와 공복혈

당은 차이가 없었다. Free T4는 SCH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남, 여를 따로 분석하여도, 지질이나 당 검사에서 대조군과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 수검자에서 TSH와 지질검사의 관련성

을 보기위하여 다변량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령, 성별, 음주,

흡연, BMI로 보정을 하였을 때 TSH는 TG와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혈압, 대사증후군, TG≥ 150 mg/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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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L-C≥ 130 mg/dL, HDL-C 이상, TC> 240 mg/dL 인 경우

를 종속변수로 두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을 때, SCH 여부

는 위험인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고령, 남자, 비만

이 위험인자로 작용하였다. 결론;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인 고

혈압, 대사증후군 및 지질이상, 공복혈당 이상에 SCH는 큰 영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와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의 관련성을 보는 연구에는 연령, 성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연

구대상 선택 시부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더 많은

대상자를 이용하여 SCH와 심혈관질환 발생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핵심되는 말 :

무증상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호르몬, 심혈관질환, 지질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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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심혈관 위험인자와의 연관성

<지도교수 강희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강은희

Ⅰ. 서론

무증상 갑상선기능 저하증 (subclinical hypothyroidism, SCH)은 갑

상선호르몬(T4)은 정상이나 갑상선자극호르몬 (thyroid-stimulating

hormone, TSH)이 증가한 상태이다1. SCH는 인종, 성별, 나이, 또는

요오드 섭취 양에 따라서 유병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구마다 유병

율을 4-20% 정도로 다르게 보고하고 있다2-4. 특히, 여성에서 남성보

다 SCH의 유병율이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율도 증가 한다5-7.

근래에 SCH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SCH이 심혈관질환

(cardiovascular disease, CVD)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

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에서 1 순위

이므로8,9, 심혈관질환과 SCH와의 관련성을 찾고자 하는 연구들이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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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가 심혈관질환 발생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연구의 기본

가정은 갑상선호르몬 자체가 지질대사와 심혈관질환 위험요소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 한다2,10-11. 실제로 정상 TSH 범

위 내에서도 TSH가 증가할수록 총 콜레스테롤 (total cholesterol,

TC)과 저밀도 콜레스테롤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이 증가하는 반면, 고밀도 콜레스테롤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은 감소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12. 또한 SCH의 경우 정상 갑상선기능(euthyroid)을 보이는 대조군

에 비해서 TC, LDL-C가 증가하며5,7,13, 중성지방(triglyceride, TG)

도 증가하고14,15, HDL-C은 감소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16. 그러

나 SCH가 지질대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다. 미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NHANES) III에서 도출된 결과에서는 정상대조

군에 비해서 SCH군이 이상 지질대사를 보이긴 하였으나, 나이, 성

별, 인종, 지질저하제 (lipid lowering agent)를 복용하는지 여부로

보정을 한 후에는 두 군 간의 지질대사검사 결과의 차이가 사라졌

다17.

SCH는 지질대사 뿐 아니라 공복혈당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SCH인 경우 정상 갑상선 기능을 보이는 대조군에 비해 공

복혈당이 증가해 있고 당뇨의 유병율도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

구들이 있다1.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도 연구에 따라 달라서, 반대로

SCH와 공복혈당은 관련이 없다는 보고도 많이 나오고 있다18,19.

심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의 집합체인 대사증후군의

경우에도 SCH가 있으면 증가한다는 결과들도 보고되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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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대사이상이나 공복혈당 증가와 같은 심혈관질환 위험요소와

SCH의 관련성 뿐 아니라 심혈관질환 자체와 SCH의 관련성을 본

연구들도 많은데, SCH가 있는 경우 심근경색의 harzard ratio (HR)

가 4.73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21,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SCH군에서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의 교차비(odd ratio, OR)를 4

까지 보고하였다22. 반면, cardiovascular Health Study (CHS)의 연구

결과에서는 SCH가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

였다23.

SCH와 심혈관질환 발생 또는 심혈관질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지질

대사나 공복혈당 같은 위험요소와의 관련성은 인종, 연령, 성별의 영

향을 받기 때문에 연관성 연구를 위해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통제하

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SCH와 심혈관질환 위험 요소와의 관

련성을 본 연구들이 많지 않으며 주로 여성에 한정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2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검진수검자를 대상으로 심혈관질환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지질대사, 공복혈당과 SCH의 관련성에 대해서 조사

하였다. 특히 성별과 연령, 기타 다른 혼란 변수들을 통제하여 SCH

가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요소들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았다. SCH

와 심혈관질환 위험요소들의 관련성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어떻게

선택하는지도 중요한 교란요소 (bias) 중 하나이다. 특히

nonthyroidal (NTI)는 SCH로 잘못 진단되어 연구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NTI는 정상 갑상선 기능을 보이는 사람에서 다른 기관의

만성 질환에 의해 갑상선 기능이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갑상선



- 6 -

호르몬이 낮아지는 상태를 일컫는다25,2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선택에 있어서 다른 연구들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건강

검진수검자 중 심혈관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의 과거력을 가

진 대상자들을 모두 제외하고 SCH와 심혈관질환의 관련성을 조사하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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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8-2010년까지 일산의 모 병원을 내원한 건강검진 수검자 11,185

명 중,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갑상선질환, 고지혈증,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질환, 간질환, 신장질환의 과거

력이 있는 경우, 한약이나 amiodarone, lithium 등, 기타 갑상선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한 경우를 제외하였다. 이러한 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남은 9,106명중에서 TSH가 0.5

mIU/L이하 인 경우 337명을 제외하고, TSH 20 mIU/L 초과인 경우

11명을 제외하였으며 T4가 정상범위에 있지 않거나 결측치인 경우

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08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2. 변수의 정의

SCH는 TSH가 4.5-20 mIU/L이면서 T4는 정상인 경우로 정의하였

고 정상 갑상선기능은 TSH가 0.5-4.49 mIU/L이면서 T4가 정상인

경우로 정의 하였다. TSH의 정상수치는 4.5-20 mIU/L으로 정하였

고 분석을 위하여 mild SCH는 TSH 4.5-6.99 mIU/L, moderate

SCH는 TSH 7-9.99 mIU/L, severe SCH는 TSH 10 mIU/L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다21. Free T4의 정상범위는 0.8-1.9 ng/dl로 정의하

였다.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는 키와 체중을 이용하여

kg/m2으로 표현하였다. BMI는 저체중 <18.5 kg/m2, 정상체중

18-22.9 kg/m2, 과체중 23-24.9 kg/m2, 비만은 25 kg/m2이상으로 정

의하였다.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systolic blood pressure, SB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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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diastolic blood pressure, DBP)이 85

mmHg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대사증후군의 정의는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Panel III (NCEP

ATPIII)의 진단기준을 사용하였다27.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중 허리둘

레와 공복혈당의 기준은 아시아인 기준을 사용하였다28.

3. 통계분석법

정상대조군과 SCH군의 성별, 연령구간, 음주, 흡연 등의 명목변수나

구간변수의 경우에는 x2 분석법을 사용하여 두 군을 비교하였다. 두

군의 BMI,혈압, 갑상선호르몬 수치 등의 연속변수 비교를 위해서는

Student t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SCH를 세군으로 나누어 정상대조군

과 비교하기위해서 연속변수의 경우 ANOVA 분석법을 이용하였다.

TSH가 지질 및 당 검사 결과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Pearson 이변량 상관계수를 구했다. 또한 TSH와 지질 및 당 검사

결과의 관련성을 성별, 연령, BMI, 음주, 흡연여부를 보정하여 조사

하기 위하여 다변량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Pearson 이변량 상관계

수와 다변량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하여, TSH가 정규분포에 가까워

지도록 자연로그를 취하여 사용하였다. 고혈압, 공복혈당≥100

mg/dL, TG≥150 mg/dL, HDL-C 이상 (남자는 40 mg/dL, 여자는

50 mg/dL 이하인 경우), LDL-C≥130 mg/dL, TC>240 mg/dL, 대사

증후군인 경우의 위험요소들을 찾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

하였다. 상기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두고 연령, 성별, BMI, 음주, 흡연

여부, SCH 여부 독립변수로 두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p<0.005인 경

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정의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17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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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인구학적 특징

가. 전체 대상의 특징

5,085명중 3.9% (196명)가 SCH로 진단되었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4.64±10.17세 (19-85세), 평균 BMI는 23.16±3.13

kg/m2(15.08-40.46 kg/m2)이었다. 연구대상자 중 53.4% (2,730명)가

남자였다.

나. 정상 갑상선 기능 대조군과 SCH군의 비교

SCH군 196명과 정상 갑상선 기능 대조군 4,886명의 인구학적 특징을

비교하였다. 두 군 간에 연령, BMI, 허리둘레, SBP, DBP, 흡연율, 음

주율의 차이는 없었다 (표 1). 나이를 구간으로 나누었을 때도 두 군

간 각 나이 구간의 차이는 없었다. SCH군에서 남성이 40.8%로 대조

군보다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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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상대조군과 SCH군의 인구학적 특징 비교

Euthyroid
(n=4,886)

SCH (n=196) P value

Age (yrs) 44.68±10.16 43.53±10.17 0.120

< 30 (%) 6.2 6.6 0.251

30-39 (%) 24.5 28.6

40-49 (%) 39.8 41.8

50-59 (%) 22.0 15.3

≥ 60 (%) 7.5 7.7

Sex (Male, %) 54.2% 40.8% <0.001

BMI (kg/m2) 23.18±3.12 22.68±3.17 0.071

Waist (cm) 81.12±9.63 79.98±8.61 0.103

SBP (mmHg) 116.56±14.12 116.16±13.86 0.202

DBP (mmHg) 71.59±10.88 71.04±10.64 0.156

Smoking (%) 0.052

Never 51.4 60.2

Former 19.1 16.3

Current 29.5 23.5

Drinking (%) 0.235

Never 23.4 28.1

Former 3.7 4.6

Current 72.9 67.3

SCH= subclincal hypothyroidism, BMI=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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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별에 따른 인구학적 특징의 비교

(1) 남자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징

SCH군에서 여자 대상자들이 더 많아서 성별에 의한 영향을 줄이

고자 성별에 따라서 인구학적 특징을 비교하였다. 남자만 따로 비

교하였을 때 남자 SCH군은 남자 대조군에 비해 나이, BMI, 허리둘

레, SBP, DBP, 흡연율, 음주율에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표 2). 나

이를 10세 구간으로 분류하였을 때도 나이구간의 구성이 두 군 간

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2. 남자대상자 중 SCH와 정상 갑상선 기능군의 인구학적 특징 비교

Euthyroid
(n=2,650)

SCH (n=80) P value

Age (yrs) 45.33±10.41 44.85±11.51 0.683

< 30 (%) 6.3 8.8 0.735

30-39 (%) 21.8 18.8

40-49 (%) 39.4 42.5

50-59 (%) 24.1 20.0

≥ 60 (%) 8.5 10.0

BMI (kg/m2) 24.10±2.94 24.21±2.90 0.728

Waist (cm) 84.38±8.79 84.45±8.15 0.940

SBP (mmHg) 119.89±13.37 120.40±12.27 0.099

DBP (mmHg) 73.68±10.69 72.96±10.52 0.590

Smoking (%) 0.591

Never 19.3 23.8

Former 31.8 31.3

Current 48.9 45.0

Drinking (%) 0.104

Never 10.2 17.5

Former 3.8 3.8

Current 86.0 78.8

SCH= subclincal hypothyroidism, BMI=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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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자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징

여자 대상자들의 경우에도 여자 SCH군은 여자 대조군에 비해 나

이, BMI, 허리둘레, SBP, DBP, 흡연율, 음주율에 통계적 차이가 없

었다 (표 3). 연령을 10세 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두 군간 연령대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3. 여자대상자 중 SCH와 정상 갑상선 기능군의 인구학적 특징 비교

Euthyroid
(n=2,236)

SCH (n=116) P value

Age (yrs) 43.91±9.81 42.62±19.081.51 0.341

< 30 (%) 6.0 5.2 0.232

30-39 (%) 27.8 35.3

40-49 (%) 40.3 41.4

50-59 (%) 19.5 12.1

≥ 60 (%) 6.4 6.0

BMI (kg/m2) 22.09±2.99 21.63±2.92 0.550

Waist (cm) 77.26±9.15 76.89±7.51 0.098

SBP (mmHg) 112.61±12.97 113.24±14.19 0.817

DBP (mmHg) 69.11±10.59 69.72±10.56 0.720

Smoking (%) 0.358

Never 89.5 85.3

Former 4.0 6.0

Current 6.5 8.6

Drinking (%) 0.528

Never 39.2 35.3

Former 3.6 5.2

Current 57.2 59.5

SCH= subclincal hypothyroidism, BMI=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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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SCH 정도에 따른 인구학적 특징의 비교

SCH를 mild SCH, moderate SCH, severe SCH로 나누어 대조군

과 비교하였다. mild SCH는 163명, moderate SCH는 24명, severe

SCH는 9명이었다. 네 군 간에 연령, BMI, 허리둘레, SBP, 흡연율,

음주율은 차이가 없었다. 나이를 10세 구간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도 나이의 구간이 네 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moderate SCH군에서 남성의 비율이 mild SCH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표 4). DBP의 경우, severe SCH군이 mild SCH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표 4).



- 14 -

표 4. SCH 정도에 따른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징 비교

Euthyroid
(n=4,886)

Mild SCH
(n=163)

Moderdate
SCH (n=24)

Severe
SCH (n=9)

P value

Age (yrs) 44.68±10.16 43.64±10.52 42.75±9.57 43.56±3.75 0.461

< 30 (%) 6.2 6.7 8.3 0 0.378

30-39 (%) 24.5 30.1 20.8 22.2

40-49 (%) 39.8 39.3 45.8 77.8

50-59 (%) 22.0 15.3 20.8 0

≥ 60 (%) 7.5 8.6 4.2 0

Sex (Male,
%)

54.2 37.4 58.3 55.6 <0.001

BMI
(kg/m2)

23.18±3.12 22.47±3.17 23.56±2.81 24.15±3.64 0.099

Waist (cm) 81.12±9.63 79.26±8.62 81.50±7.41 83.44±10.79 0.191

SBP
(mmHg)

116.56±14.12 115.26±13.69 119.25±11.29 124.33±20.09 0.173

DBP
(mmHg)

71.59±10.88 70.20±10.41 73.46±10.58 79.89±11.02 0.035

Smoking
(%)

0.104

Never 51.4 63.2 41.7 55.6

Former 19.1 16.0 20.8 11.1

Current 29.5 20.9 37.5 33.3

Drinking
(%)

0.352

Never 23.4 28.8 29.2 11.1

Former 3.7 4.9 0 11.1

Current 72.9 66.3 70.8 77.8

SCH= subclincal hypothyroidism, BMI=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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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질 및 당 검사 결과의 비교

가. 전체 대상의 비교

SCH군을 정상 갑상선기능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공복혈당,

TG, TC, HDL-C, LDL-C는 차이가 없었다 (표 5). Free T4는

SCH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TSH는 SCH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대사증후군의 유병율도 두 군간 차이가 없었다. 두 군간 고혈압 유

병율, TG≥150 mg/dL인 비율, HDL-C 이상 (남자는 40 mg/dL이

하, 여자는 50 mg/dL 이하)인 경우, 공복 혈당이 100 mg/dL이상인

경우도 두 군간 차이가 없었다. TC>240 mg/dL, LDL-C ≥130

mg/dL인 경우도 두 군간 차이가 없었다.

표 5. 지질, 당 검사 결과의 비교

Euthyroid
(n=4,886)

SCH (n=196) P value

FG (mg/dL) 91.28±13.43 89.54±8.44 0.072

TG (mg/dL) 105.86±75.98 109.87±76.90 0.469

TC (mg/dL) 191.17±33.57 189.41±33.73 0.472

HDL-C (mg/dL) 48.91±13.34 50.02±13.54 0.252

LDL-C (mg/dL) 121.09±30.31 117.42±29.67 0.096

Free T4 (ng/dL) 1.21±0.18 1.15±0.18 <0.001

TSH (mIU/L) 1.80±0.86 5.98±1.95 <0.001

Metabolic syn (%) 15.6 14.3 0.624

Hypertension 22.8 16.8 0.052

TG≥150 mg/dL 19.1 20.4 0.657

HDL-C<50 or 40 mg/dL 38.1 40.3 0.539

FG≥100 mg/dL 15.4 10.7 0.073

TC>240 mg/dL 7.7 9.2 0.438

LDL-C ≥130 mg/dL 36.4 31.6 0.177

SCH= subclincal hypothyroidism, FG=fasting glucose level, TG= triglyceride, TC= total

cholester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elesterol, TSH=thyroid stimulating horm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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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별에 따른 지질, 당 검사 결과 비교

(1) 남자 군에서의 지질, 당 검사 결과

남자 대상자만 따로 SCH군과 대조군 사이의 지질 당 검사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공복혈당, TG, TC, HDL-C, LDL-C는 두 군간 차

이가 없었다 (표 6). Free T4는 SCH군에서 유의하게 낮았고, TSH

는 유의하게 높았다. 대사증후군은 두 군간 차이가 없었다. 두 군간

고혈압 유병율, TG≥150 mg/dL인 비율, HDL-C 이상인 경우, 공복

혈당이 100 mg/dL이상인 경우, TC>240 mg/dL, LDL-C ≥130

mg/dL인 경우도 두 군간 차이가 없었다.

표 6. 남자 대상자의 지질, 당 검사 비교

Euthyroid
(n=2,650)

SCH (n=80) P value

FG (mg/dL) 93.31±15.53 91.96±9.36 0.439

TG (mg/dL) 129.28±87.88 146.29±90.02 0.089

TC (mg/dL) 195.56±33.60 200.40±34.85 0.472

HDL-C (mg/dL) 44.64±11.70 45.34±13.19 0.599

LDL-C (mg/dL) 125.07±30.76 125.78±30.87 0.839

Free T4 (ng/dL) 1.26±0.18 1.19±0.20 <0.001

TSH (mIU/L) 1.69±0.83 6.21±2.33 <0.001

Metabolic syn (%) 19.5 25.0 0.227

Hypertension 29.1 21.3 0.125

TG≥150 mg/dL 28.9 38.8 0.057

HDL-C<40 mg/dL 36.6 38.8 0.700

FG≥100 mg/dL 21.0 17.5 0.450

TC>240 mg/dL 9.2 13.8 0.165

LDL-C ≥130 mg/dL 42.3 41.2 0.854

SCH= subclincal hypothyroidism, FG=fasting glucose level, TG= triglyceride, TC= total

cholester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elesterol, TSH=thyroid stimulating horm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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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자 군에서의 지질 및 당 대사 비교

여자 대상자만 따로 SCH군과 대조군 사이의 지질 당 검사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공복혈당, TG, TC, HDL-C, LDL-C는 두 군간 차

이가 없었다 (표 7). Free T4는 SCH군에서 유의하게 낮았고 TSH

는 SCH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대사증후군은 두 군간 차이가 없

었다. 두 군간 고혈압 유병율, TG≥150 mg/dL인 비율, HDL-C 이

상인 경우, 공복 혈당이 100 mg/dL이상인 경우도 두 군간 차이가

없었다. TC>240 mg/dL, LDL-C ≥130 mg/dL 인 경우도 두 군간

차이가 없었다.

표 7. 여자 대상자의 지질, 당 검사 비교

Euthyroid
(n=2,236)

SCH (n=116) P value

FG (mg/dL) 88.87±10.02 87.88±7.32 0.124

TG (mg/dL) 78.11±45.21 84.76±51.48 0.256

TC (mg/dL) 185.97±32.80 181.84±30.87 0.411

HDL-C (mg/dL) 53.97±13.39 53.25±12.86 0.379

LDL-C (mg/dL) 116.38±29.07 111.66±27.50 0.658

Free T4 (ng/dL) 1.16±0.17 1.12±0.16 <0.001

TSH (mIU/L) 1.93±0.88 5.81±1.62 <0.001

Metabolic syn (%) 10.9 6.9 0.176

Hypertension 15.2 13.8 0.678

TG≥150 mg/dL 7.5 7.8 0.922

HDL-C<50 mg/dL 39.9 41.4 0.750

FB≥100 mg/dL 8.8 6.0 0.300

TC>240 mg/dL 5.9 6.0 0.953

LDL-C ≥130 mg/dL 29.3 25.0 0.316

SCH= subclincal hypothyroidism, FG=fasting glucose level, TG= triglyceride, TC= total

cholester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elesterol, TSH=thyroid stimulating horm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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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CH 군에 따른 비교

대조군과 SCH의 정도에 따라 나눈 세 군을 서로 비교하였을 때,

공복혈당, TG, TC, HDL-C, LDL-C는 네 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8). TSH는 mild에서 severe로 갈수록 증가하였고 free

T4는 감소하였다. 대사증후군은 두 군간 차이가 없었다. 두 군간

고혈압 유병율, TG≥150 mg/dL인 비율, HDL-C 이상인 경우, 공복

혈당≥100 mg/dL, TC>240 mg/dL, LDL-C ≥130 mg/dL 인 경우

도 두 군간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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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SCH 정도에 따라 구분한 세 군과 대조군의 지질 및 당 검사

결과 비교

Euthyroid
(n=4,886)

Mild SCH
(n=163)

Moderdate
SCH (n=24)

Severe SCH
(n=9)

P
value

FG 91.28±13.43 88.91±8.22 92.00±9.43 94.33±7.71 0.134

TG 105.86±75.98 106.12±76.14 131.29±85.21 120.67±63.79 0.390

TC 191.17±33.57 188.19±31.11 197.79±38.80 189.22±47.89 0.572

HDL-C 48.91±13.34 50.68±13.58 46.67±12.65 47.00±14.80 0.298

LDL-C 121.09±30.31 116.28±28.93 124.83±32.68 118.22±35.42 0.217

Free T4 1.21±0.18 1.16±0.18 1.12±0.21 1.02±0.18 <0.001

TSH 1.80±0.86 5.26±0.65 8.39±0.79 12.59±2.16 <0.001

Metabolic
syn (%)

15.6 12.9 16.7 33.3 0.380

HT 22.8 15.3 20.8 33.3 0.131

T G≥ 1 5 0
mg/dL

19.1 19.6 20.8 33.3 0.745

HDL-C<5
0 or 40
mg/dL

38.1 40.5 33.3 55.6 0.623

F G≥ 1 0 0
mg/dL

15.4 9.8 12.5 22.2 0.230

T C > 2 4 0
mg/dL

7.7 7.4 16.7 22.2 0.146

LDL-C ≥
130mg/dL

36.4 30.1 37.5 44.4 0.393

SCH= subclincal hypothyroidism, FG=fasting glucose level, TG= triglyceride, TC= total

cholester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elesterol, TSH=thyroid stimulating horm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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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SH와 인구학적 특징, 지질검사, 당 검사 간의 관련성

가. TSH의 정규 분포 검정

TSH 값이 전체적으로 치우쳐 있어 정규분포를 하지 않았다 (그림 1).

그림 1. TSH의 분포

Pearson 상관계수와 다변량선형회귀 분석을 시행하기 위하여 TSH

값을 자연로그를 취하여 정규분포에 가깝게 조정하였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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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SH 값을 자연로그 취한 후 분포 변화

나. 전체 대상자에서 TSH, free T4와 인구학적 특징, 지질 및 당

대사 간의 관련성

전체 대상자에서 TSH와 관련이 있는 인구학적 특징 및 지질 대사

를 Pearson의 이변량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TSH와 연령, BMI,

허리둘레, 공복혈당, HDL, LDL과 관련이 있었다 (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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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TSH와 인구학적 특징, 혈압, 지질, 당 검사 결과의 상관관계분석

logTSH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cy P value

Age -0.043 0.002

BMI -0.047 0.001

Waist -0.049 <0.001

SBP -0.010 0.454

DBP -0.017 0.219

FG -0.031 0.029

TC -0.019 0.187

TG 0.009 0.539

HDL-C 0.045 0.001

LDL-C -0.045 0.001

TSH=thyroid stimulating hormone,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FG=fasting glucose level, TG= triglyceride, TC= total

cholester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elesterol

TSH와 지질 및 당 검사결과의 관련성을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연령, 성별, BMI, 흡연여부, 음주여부로 보정하여 보았다 (표 10).

공복혈당은 연령, 성별, BMI, 흡연여부, 음주여부로 보정하였을 때

TSH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C도 보정 후 TSH와의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TG는 보정 후에 TSH와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HDL-C, LDL-C도 TSH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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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선형회귀 분석을 이용한 연령, 성별, 흡연, 음주, BMI 보정

후 TSH와 지질 및 당 검사 결과의 관련성

logTSH

ß SE P value

FG -0.040 0.339 0.907

TC 0.802 0.841 0.340

TG 10.012 1.776 <0.001

HDL-C -0.121 0.316 0.702

LDL-C -1.085 0.759 0.153

TSH=thyroid stimulating hormone, FG=fasting glucose level, TG= triglyceride,

TC= total cholester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elesterol

TSH와 TG의 산점도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그림 3. TSH와 TG의 산점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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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자에서 TSH와 인구학적 특징, 지질 및 당 검사 결과의 관련성

Pearson의 이변량 상관계수로 분석하였을 때, 남자에서는 TSH와

TG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표 11. 남자에서 TSH와 인구학적 특징, 지질 및 당 검사 결과의 관련성

logTSH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cy P value

Age -0.048 0.012

BMI 0.023 0.229

Waist 0.027 0.163

SBP 0.011 0.564

DBP -0.003 0.890

FG -0.018 0.351

TC 0.025 0.188

TG 0.064 0.001

HDL-C 0.008 0.678

LDL-C -0.012 0.533

TSH=thyroid stimulating hormone,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FG=fasting glucose level, TG= triglyceride, TC= total

cholester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elesterol

남자만을 대상으로 TSH와 지질 및 당 검사결과의 관련성을 선형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연령, BMI, 흡연여부, 음주여부로 보정하여 보

았다 (표 12).

보정 후, 공복혈당이나 TC는 TSH와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고 TG

이 경우에는 보정 후에도 TSH와 관련이 있었다. HDL-C와 LDL-C

의 경우에도 보정 후 TSH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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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남자에서 선형회귀 분석을 이용한 연령, 성별, 흡연, 음주, BMI

보정 후 TSH와 지질 및 당 검사 결과의 관련성

logTSH

ß SE P value

FG -0412 0.546 0.451

TC 2.233 1.172 0.057

TG 12.641 2.955 <0.001

HDL 0.348 0.400 0.385

LDL -0.638 1.090 0.558

TSH=thyroid stimulating hormone, FG=fasting glucose level, TG= triglyceride, TC= total

cholester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elesterol

남자에서 THS와 TG의 산점도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그림 4. 남자에서 TSH와 TG의 산점도 그래프



- 26 -

라. 여자에서 TSH, free T4와 인구학적 특징, 지질 및 당 검사 결과

의 관련성

Pearson의 이변량 상관계수로 분석하였을 때, 여자에서는 TSH와

SBP, TG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13).

표 13. 여자에서 TSH와 인구학적 특징, 지질 및 당 검사 결과의 관련성

logTSH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cy P value

Age -0.014 0.507

BMI -0.024 0.246

Waist -0.015 0.454

SBP 0.050 0.016

DBP 0.034 0.096

FG 0.015 0.454

TC -0.022 0.281

TG 0.072 <0.001

HDL -0.023 0.270

LDL -0.037 0.069

TSH=thyroid stimulating hormone, FG=fasting glucose level, TG= triglyceride, TC= total

cholester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e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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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만을 대상으로 TSH와 지질 및 당 검사결과의 관련성을 선형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연령, BMI, 흡연여부, 음주여부로 보정하여 보

았다 (표 14). 공복혈당과 TC는 보정 후 TSH와 관련성이 없었다.

TSH와 TG는 보정 후에도 관련성이 있었고 HDL-C, LDL-C는 관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여자에서 선형회귀 분석을 이용한 연령, 성별, 흡연, 음주, BMI

보정 후 TSH와 지질 및 당 검사 결과의 관련성

logTSH

ß SE P value

FG 0.417 0.370 0.260

TC -0.950 1.190 0.425

TG 6.917 1.663 0.046

HDL-C -0.703 0.500 0.160

LDL-C -1.646 1.037 0.113

TSH=thyroid stimulating hormone, FG=fasting glucose level, TG= triglyceride, TC= total

cholester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e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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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에서 TSH와 TG의 산점도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그림 5).

그림 5. 여자에서 TSH와 TG의 산점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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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변량 분석을 통한 심혈관질환 위험요소와 SCH 관련성 조사

SCH와 심혈관질환 위험요소들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

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15). 고혈압, 공복혈당 이상 (>100

mg/dL), TG 150 mg/dl 이상, TC 240 mg/dl 초과, HDL-C 40 또

는 50 mg/dl 미만, LDL-C 130 mg/dl 이상, 대사증후군을 종속변수

로 두고 성별, 나이, BMI, 흡연, 음주여부, 갑상선기능 여부를 독립

변수로 두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15). 정상 갑상선

기능인 경우를 1로 보았을 때 SCH인 경우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

는 위험도는 0.78이었으나, 95% CI가 0.52-1.16으로 의미가 없었다.

공복혈당 이상, TG, TC, HDL-C, LDL-C 이상이 발생할 위험도도

정상 갑상선기능일 때와 SCH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사증후

군이 발생할 위험도도 정상 갑상선기능일 때와 SCH간에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표 15.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SCH과 심혈관위험요소와의 관련성

분석

OR (95% CI) p value

HT 0.78 (0.52-1.16) 0.778

FG >100 mg/dL 0.75 (0.46-1.21) 0.233

TG ≥150 mg/dL 1.43 (0.96-2.13) 0.083

TC > 240 mg/dL 1.35 (0.81-2.23) 0.248

HDL-C <50 or 40 mg/dL 1.08 (0.80-1.46) 0.619

LDL-C ≥ 130 mg/dL 0.91 (0.66-1.26) 0.572

Metabolic syndrome 1.01 (0.64-1.60) 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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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갑상선호르몬이 지질대사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

다. 갑상선호르몬은 콜레스테롤 합성의 첫 단계에 관여하는

3-hydroxy-3-methylglutarylcoenzyme A (HMG-CoA) reductase를

증가 시킨다29. 또한 T3는 LDL receptor gene을 활성화시켜서 LDL

receptor를 증가시키며30, LDL receptor gene의 발현에 관여하는

sterol regulatory element-binding protein-2 (SREBP-2)를 조절 한

다31. 또한 T3는 LDL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준다32. 갑상선호르몬은

cholesteryl ester transfer protein (CETP)의 활성화를 증가시켜

HDL-C의 대사에도 관여 한다33. CEPT는 cholesterol을 HDL-C에

서 LDL-C나 very low dendisty lipoprotein (VLDL)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갑상선호르몬이 부족하면 CEPT의 농도가 감소하며

HDL-C의 농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30. 현성 갑상성 기능저하증

(overt hypothyroidism)의 경우에는 고콜레스테롤혈증, TG증가,

HLD-C의 감소 등이 나타난다. 현성 갑상성 기능저하증에서 TC가

증가하는 이유는 LDL의 catabolic pathway가 감소되기 때문이고

10,34-35 TG가 증가하는 이유는 heptic lipase 활성도 감소로 인해서

TG rich lipoprotein의 catabolism이 감소하기 때문이다36,37.

그러나 SCH와 지질이상의 관련성은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

다. 어떤 연구에서는 TG가 SCH일 때 증가하고7,38, 동맥경화의 위험

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으나7, 어떤 연구에서는 SCH는 TG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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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39. 어떤 연구에서는 공복

상태의 TG는 SCH와 관련이 없으나 오히려 식후 TG 증가가 SCH

일 때 뚜렷하게 발생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40.

본 연구에서도 정상 갑상선기능 대조군과 SCH 사이에 지질 검사

의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SCH군에 여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남, 여를 구분하여 통계분석을 하였으나 남, 여 모두에서 SCH와 정

상대조군 사이에 지질검사나 당 검사 결과의 차이는 없었다. TSH

농도와 지질 검사 결과 변수들의 관련성을 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전체 대상자에서는 TSH가 연령, BMI, 허리둘레, 공

복혈당, LDL-C, HDL-C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

나이, 음주, 흡연, BMI로 보정을 한 후에는 TSH는 TG와만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여를 구분하여 나이, 음주, 흡연, BMI

로 보정을 하였을 때에도 TSH와 TG는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CH가 정상 갑상선 기능에 비하여, 이상지질 상

태나 대사증후군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시행하여 살펴보았을 때, SCH 자체는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G 이상, HDL-C 이상, LDL-C 이상 등의 지질 검사 이

상은, 공통적으로 남자일 때, BMI가 증가할 때 발생 위험도가 증가

하나 SCH 자체는 위험요소가 아니었다.

이렇게 SCH와 지질대사이상의 관련성이 연구마다 상반된 이유는

여러 가지 혼란변수들이 작용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연구마다 환

자의 연령, 인종, 성별, 갑상선저하증에 노출된 기간 등이 차이가 있

고 이런 것들이 SCH와 지질대사이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41.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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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저항성 (insulin resistance)와 흡연여부도 연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SCH인 대상자에서 LDL-C의 증가는 인슐린저항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42,43. 또한 흡연 자체만으로도, SCH 대상자

에서 LDL-C를 25%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44. 본 연

구에서는 인슐린저항성은 측정하지 않아 고려할 수 없었으나 흡연

여부로 보정을 하여 SCH와 지질대사이상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나

SCH는 지질대사이상의 큰 위험요소는 아니었다. 오히려 SCH보다

는 잘 알려져 있는 위험요소들인 고령, 남성, 비만, 흡연 등이 지질

대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사증후군은 잘 알려져 있는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요소의 집합체

이다45. 본 연구에서 대사증후군의 경우에도 고령, 비만, 흡연 시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SCH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

본 연구와 달리 SCH가 대사증후군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들이 있으나44,47, 이것도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다른 연구들에서는 대사증후군 발생과 SCH는 연관이 없다고 보고

하기도 하였다20. 일부 연구자들은 TSH 수치 이상은 질병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노화의 일부 과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48.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소규모 연구에서 대사증후군과 SCH가 관

련이 있다고 나오더라도 대규모 연구에서는 대부분 대사증후군과

SCH는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노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는 것이다.

지질대사나 대사증후군 뿐 아니라 공복혈당이 증가하는 것도 심혈

관질환 발생의 위험요소이다49. 본 연구에서 공복혈당 증가와 SCH



- 33 -

의 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SCH와 공복혈당 이상은 관련이 없었다.

과거 다른 연구에서도 SCH군과 정상 갑상선기능 대조군 사이에 공

복혈당의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나18,19, 일부 연구에서

는 SCH군에서 정상군보다 공복혈당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기

도 하였다1.

SCH와 고혈압의 관련성도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SCH 대상

에서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고혈압 유병율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으며7,50,51, 다른 연구에서는 SCH는 고혈압 발생과는 관련이 없다

는 연구도 있다18,22,23,31. 본 연구에서도 고혈압 발생은 SCH와는 관

련이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SCH가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로 알

려져 있는 지질대사이상, 공복혈당증가, 고혈압, 대사증후군과 SCH

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나, SCH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 동안 SCH가 심혈관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다양한 연구들

이 진행되어 왔다. SCH가 심혈관질환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는 연

구대상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질병에 의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SCH와 심혈관질환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경우에는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과대평가될 수 있

다52-54. 또한 연구대상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적절한 통계적 검정

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55.

또한 성별의 구성이 어떤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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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SCH가 많으나56, 여자가 보통 남자보다 수명이 길기 때문에57,

SCH이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여자가 많

은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평가될 수 있다22. Lithium,

amiodarone 등의 약물은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58, 이러한 환자들이 연구에 얼마나 포함되는지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혼란요인들을 통제하고자 연구대상 선택 시

에 심혈관질환, 당뇨,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과거력, 신장질환, 간질

환의 과거력이 있는 대상자들은 모두 제외하였고 한약 등 갑상선기

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도 모두 제외하

였다. 결과적으로 SCH 자체의 비율이 다른 연구와 달리 작았고 다

른 연구들보다는 건강한 성인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또한 연령 구

성도 다른 연구들보다 젊은 연령대가 많이 포함되었으며, 건강검진

자료이므로 수검자들이 평소 건강관리에 보다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른 연구들과 달리 지질대사나 공복혈

당이 SCH군과 정상대조군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결과를 얻게 된 이

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만성질병에 의해 갑상선기능에 영향을 받아 증상은 없

으나 갑상선호르몬 수치가 정상이 아닌 대상자들이 제외되었을 것

이다. 이러한 대상자들은 갑상선기능저하 자체가 만성질환에 의해

유발되었기 때문에 SCH와 지질대사 이상의 관련성을 보는 연구에

서는 혼란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대상자들이 제외되었으므

로 오히려 다른 연구들보다 정확하게 SCH이 지질대사나 공복혈당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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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점은 단면연구이며, SCH의 유병율이 다른 연구보

다 작았다는 점이다. 또한 공복혈당 이외에 당대사에 관련된 인슐

린저항성 등이 오히려 지질대사와 관련이 있으며 심혈관질환 발생

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연구에서는 인슐

린저항성을 측정하지 못했다. 갑상선호르몬 및 갑상선기능에 영향

을 주는 갑상선자가항체 (thyroid autoantibody)를 측정하지 않은

것도 연구의 단점이다. 또한 대상자들의 경제-사회학적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도 이 연구의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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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고혈압, 공복혈당이상, 지질대사 이상, 대사증후

군 등 심혈관질환 발생의 위험요소들과 SCH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수 더 많은 대상자들을 포함하는 연구를 통

해 SCH와 심혈관질환과의 관련성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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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clinical

hypothyroidism (SCH) and risk factors of cardiovascular

disease (CVD) is still controversial. We evalu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CH and risk factors of CVD with

healthy subjects who visit hospital for regular health

check-up. Subjects and methods; Subjects (19-84 years old)

who visit one hospital for health check-up from 2008 to 2010

were enrolled. Subjects who have history of thyroid disease,

dyslipidemia, hypertension, stroke, myocardial infarction, liver

disease, and renal disease were excluded. Subjects who took

medication which affect on thyroid function were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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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ded. Data of 5,082 subject who’s TSH level was in the

range of 0.5-20 mIU/L and T4 level was in the normal

range. Euthyroid function were defined when TSH was in

the range of 0.5-4.49 mIU/L. SCH were defined when TSH

was in the range of 4.5-20 mIU/L. The results of fasting

glucose and lipid profile were compared. Results; 3.9% (196)

were SCH. Female in SCH were more than that in euthyroid

group. Age, BMI, smoking, drinking, fasting glucose, total

cholesterol (TC), triglyceride (TG), LDL-C were not different

between SCH and euthyroid group. Free T4 of SCH was

lower than that of the euthyroid group.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SH and lipid profile, th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lysis was done. After adjusting for age, sex,

BMI, smoking, and drinking, TSH were related with TG in

th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done when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hypertension, metabolic syndrome, TG≥ 150 mg/dL, LDL-C

≥ 130 mg/dL, HDL-C abnormality, and TC> 240 mg/dL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age, sex, BMI, smoking,

drinking, and SCH. SCH did not increase the risk of

hypertension, metabolic syndrome, TG≥ 150 mg/dL, LDL-C

≥ 130 mg/dL, HDL-C abnormality, and TC> 240 mg/dL

comparing with euthyroid function. Conclusion; SCH was

not related with the risk factors of CVD. Sudies about SCH

and risk factors of CVD might be affected by the selection

of subjects and confound factors such as sex and ag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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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study, the subjects number should be more to evaluate

exact relationship between SCH and the risk factors of CV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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