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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에서 갑상선기능저하와 만성 신질환과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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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between Hypothyroidism and Chronic Kidney Disease in Korean Adults: A Study
Based on the Six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VI),
201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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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Previous studies suggested the correlation between thyroid and kidney functions, especially the high prevalence of hypothyroidism in
chronic kidney disease.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hypothyroidism on kidney function in Korean adults by using data from a
representative nationwide survey.
Methods: This was a cross-sectional study composed of 5,250 individuals aged ≥19 years who were enrolled in the six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he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of patients with euthyroidism, subclinical hypothyroidism, and overt
hypothyroidism according to thyroid function. Chronic kidney disease was defined as having a decreased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eGFR)
of <60 mL/min/1.73 m2. Univariate and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to evaluate the prevalence and adjusted odds ratio (aOR)
of chronic kidney disease.
Results: Compared with the euthyroidism group, the subclinical and overt hypothyroidism groups showed higher prevalence rates of chronic kidney
disease in both sexes. This tendency was significant in the elderly people aged ≥65 years. In the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subclinical hypothyroidism group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adjusted odds ratio [aOR], 1.78; 95% confidence interval [CI], 0.82–3.87) from
the euthyroidism group. In the overt hypothyroidism group, the aOR of chronic kidney disease was significantly higher (aOR, 5.90; 95% CI, 1.73–
20.15) than that in the euthyroidism group.
Conclusion: Overt hypothyroidism was associated with decreased eGFR and may be considered as an independent risk factor of chronic kidney disease.
Keywords: Hypothyroidism; Glomerular Filtration Rate; Chronic Kidney Disease; Renal Insufficiency, Chronic

60 mL/min/1.73 m2 미만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진단되는 질환

서론

으로,1) 세계적으로 중요한 보건의료 문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
만성 신질환(chronic kidney disease)은 사구체여과율에 관계없이

서도 인구 고령화와 함께 만성 신질환에 의한 질병부담 증가가 우려

신손상의 증거가 있거나, 신손상의 증거가 없어도 사구체여과율이

되나, 질환의 특성상 증상이 모호하고 잘 드러나지 않아 인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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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편이다.2)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말기 신부전으로

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의 분류로, 소득수준은

의 진행 및 신대체 요법에 이르는 임상경과의 악화가 가속화될 수

하, 중하, 중상, 상의 가구별 소득 사분위수로 반영하였다. 현재 흡

있으며, 이는 의료비 상승뿐 아니라 심각한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

연율로서 평생 담배 5갑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율을

다. 따라서 만성 신질환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려면, 질환의 조기 발

반영하였고, 월간 음주율로서 최근 1년간 월 1회 이상 음주한 분율

견 및 위험인자를 확인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을 반영하였다. 신체활동은 1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 2시간 30 분

만성 신질환에서 주로 동반되며 주요 위험인자로 확립된 질환에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고강도 신체활동을

는 고혈압, 당뇨가 있으며, 이외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흡연 등이

섞어 상당시간 실천한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과, 걷기를 1회 10분

1-6)

연구되어 왔다.

한편 만성 신질환에서 동반되는 이상소견 중 갑상

선기능이상이 보고되며, 갑상선기능과 신기능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상, 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걷기 실천율을 함께 반영
하였다.

들이 진행되어 왔다. 만성 신질환 환자에서는 이차적인 적응성 갑상
선기능저하증(sick euthyroid syndrome) 외에도, 원발성 갑상선기능저
하증(primary hypothyroidism)의 빈도가 정상 인구에서보다 높다는
사실이 밝혀진바 있다.7-11)

2) 검진조사 항목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검진조사로부터 신체계측 및 혈액검사 자료
를 이용하였으며, 검진기본조사, 갑상선질환 설문조사를 토대로 고

국내 연구의 경우 특정 의료기관을 방문한 인구를 대상으로 하거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의사진단여부와 갑상선질환 치료여부를 반영

나, 말기 신부전 환자 등 소규모 인구를 대상으로 한 경우들로, 결

하였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kg/m2)는 체중(kg)을 키(m)의

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곱으로 나누어 산출되었다. 신기능검사로서 혈중 크레아티닌

우리나라 일반 성인인구 표본의 대표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국민건

(creatinine, mg/dL), 갑상선검사로서 혈중 갑상선자극호르몬(thyroid

강영양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갑상선기능저하에 따른 사구체여과율

stimulating hormone, TSH, uIU/mL)과 혈중 유리티록신(free thyroxine,

을 분석함으로써, 만성 신질환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fT4, ng/dL) 수치를 이용하였다. 혈중 크레아티닌은 Jaffe rate-blanked
and compensated 검사법으로 Crea 시약(Roche, Germany) 및 Hitachi
automatic analyzer 7600-210 장비(Hitachi,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방법

다. 혈중 갑상선자극호르몬/유리티록신 농도는 ECLIA 검사법으로,

E-Free T4/E-TSH 시약(Roche) 및 Cobas 8000 e602 장비(Roche)를 이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2013–2015년) 전체 참여자

용하여 측정하였다.

22,948명 중, 갑상선검사를 받은 만 19세 이상 성인 6,040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이 중 현재 갑상선질환 치료중인 157명 및 혈중 갑상선

3) 각 군의 분류

자극호르몬/유리티록신, 혈중 크레아티닌, 인구통계적 변수 등의

갑상선기능의 평가 및 분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갑상선검사 참

결측값을 제외한 5,37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후 혈중 갑상선자극

고치(serum free T4 0.89–1.76 ng/mL, serum TSH 0.35–5.50 uIU/mL)를

호르몬 참고치 미만 혹은 혈중 유리티록신 참고치 초과로 갑상선기

기준으로, 정상군(euthyroidism, 0.89≤fT4≤1.76 ng/mL, 0.35≤TSH≤5.50

능항진(hyperthyroidism) 가능성이 고려되거나, 혈중 갑상선자극호르

uIU/mL),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군(subclinical hypothyroidism ,

몬이 참고치 범위 내에 있되 혈중 유리티록신은 참고치 미만으로,

0.89≤fT4≤1.76 ng/mL, TSH>5.50 uIU/mL), 명백한 갑상선기능저하군

비갑상선 질환(nonthyroidal illness) 혹은 중추성 갑상선기능저하

(overt hypothyroidism, fT4<0.89 ng/mL, TSH>5.50 uIU/mL)의 세 군

(central hypothyroidism) 등의 가능성이 시사되는

으로 분류하였다.

12,13)

129명을 제하여,

최종 5,250명이 분석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사구체여과율은 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 equation을
이용, 평가 사구체여과율(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eGFR)을

2. 연구 방법

산출하였다: eGFR (mL/min/1.73 m2)=175×(혈중 크레아티닌)-1.154×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령)-0.203×0.742 (여성). 신기능의 평가 및 분류는 Kidney Disease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설문조사로부터 연령, 성별, 교육수준,

Outcomes Quality Initiative guidelines에 근거하여,1) eGFR≥60 mL/min/

소득수준, 흡연력, 음주력, 신체활동 등을 반영하였다. 연령은 만

1.73 m2 (eGFR categories G1–G2)를 정상으로, eGFR<60 mL/min/1.73

나이, 성별은 남녀로 반영하며,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

m2 (eGFR categories G3–G5)를 만성 신질환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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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ariate analysis)을 시행하였으며, 갑상선기능저하와 만성 신질환

4) 통계적 분석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층화집락 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수집된

의 연관 성 을 분 석하기 위 하 여 다변량 로 지스틱 회귀 분 석

자료로, 건강설문조사/검진조사 및 갑상선검사 가중치를 이용한 복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통계적

합표본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갑상선기능에 따른 기본 특성

분석은 Stata ver.15 (Stata Co., College Station, TX, USA)을 이용하였

은 평균과 표준편차, 또는 비율을 사용해 나타내었고, 연속형 변수

으며, P-value는 0.05 이하를 통계적 유의수준으로 설정하여 양방향

는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 범주형 변수는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였다.

검정(chi-squared test)을 이용하였다. 하위집단별 갑상선저하에 따른
만성 신질환 유병률을 알아보고자 연령, 성별에 대한 단변량 분석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Subclinical hypothyroidismb
(n=306)

Overt hypothyroidismc
(n=35)

Variable

Euthyroidisma
(n=4,909)

Number of people (%)

4,909 (93.5)

306 (5.8)

35 (0.7)

Age (y)

44.03 (14.97)

45.89 (15.10)

51.49 (12.81)

Male

2,466 (95.3)

114 (4.4)

8 (0.3)

Female

2,443 (91.8)

192 (7.2)

27 (1.0)

23.76 (3.56)

24.05 (3.73)

25.16 (4.03)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48 (6.5)

8 (1.1)

444 (92.1)

35 (7.3)

3 (0.6)

1,956 (94.2)

107 (5.2)

13 (0.6)

≥College

1,822 (93.5)

116 (6.0)

11 (0.6)

634 (93.0)

43 (6.3)

5 (0.7)

Middle-low

1,290 (93.8)

78 (5.7)

8 (0.6)

Middle-high

1,461 (93.3)

94 (6.0)

11 (0.7)

High

1,524 (93.7)

91 (5.6)

11 (0.7)

Current

1,174 (96.9)

36 (3.0)

2 (0.2)

Non- or previous

3,735 (92.5)

270 (6.7)

33 (0.8)

1 per month≤

2,975 (93.9)

175 (5.5)

17 (0.5)

<1 per month

1,934 (92.9)

131 (6.3)

18 (0.9)

Less than moderate

2,477 (93.4)

161 (6.1)

15 (0.6)

Moderate to high

2,432 (93.7)

145 (5.6)

20 (0.8)

733 (92.1)

56 (7.0)

7 (0.9)

4,176 (93.8)

250 (5.6)

28 (0.6)

284 (92.5)

21 (6.8)

2 (0.7)

4,625 (93.6)

285 (5.8)

33 (0.7)

295 (91.9)

24 (7.5)

2 (0.6)

Income states

0.773

<0.001

History of smoking

Frequency of drinking

0.270

Exercise

0.685

Hypertension
Diagnosed
None

0.382

Diabetes
Diagnosed
None

0.720

Dyslipidemia
Diagnosed
None
eGFR (mL/min/1.73 m2)

0.022
0.439

687 (92.5)

High school

Low

0.003
<0.001

Sex

BMI (kg/m2)

P-valued

0.175
4,614 (93.6)

282 (5.7)

33 (0.7)

90.76 (16.62)

89.02 (17.50)

88.66 (17.63)

0.243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 (standard deviation).
BMI, body mass index; eGFR,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fT4, free thyroxine; TSH, thyroid stimulating hormone.
a
Euthyroidism was defined by fT4 range (0.89–1.76 ng/mL) and TSH range (0.35–5.50 uIU/mL).
b
Subclinical hypothyroidism was defined by fT4 range (0.89–1.76 ng/mL) and TSH range (>5.50 uIU/mL).
c
Overt hypothyroidism was defined by fT4 range (<0.89 ng/mL) and TSH range (>5.50 uIU/mL).
d
P-values were calculated by ANOVA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χ2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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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49),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과

분석 대상자를 19–39세, 40–64세, 65세 이상의 연령대별로 분류
하였을때, 19–39세 중 갑상선기능저하군에서 만성 신질환을 함께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정상군,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군, 명백한 갑상선기

보이는 대상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40–64세 중 각 군의 만성 신질환

능저하군의 평균 연령은 각각 44.03, 45.89, 51.49세였으며(P=0.003),

유병률은 각각 2.5%, 3.7%, 4.2%였다. 65세 이상에서 각 군의 만성

남성의 95.3%, 4.4%, 0.3%가, 여성의 91.8%, 7.2%, 1.0%가 각각 정상

신질환 유병률은 7.9%, 16.7%, 33.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군,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군, 명백한 갑상선기능저하군에 분포하

보였다(P=0.037) (Table 2).

였다(P<0.001). 연구 대상자의 평가 사구체여과율은 정상군,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군, 명백한 갑상선기능저하군에서 각각 90.76, 89.02,

3.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갑상선기능과 만성

88.66 mL/min/1.73 m2으로 나타났다(P=0.243) (Table 1).

신질환과의 관계

갑상선기능저하와 만성 신질환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다변량 로
2. 성별 및 연령대별로 분석한 갑상선기능과 만성 신질환과의 관계

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연령, 성별에 더하여 체질량지수,

본 연구에서 만성 신질환 유병률은 정상군, 불현성 갑상선기능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의사진단 여부 및 현재 흡연 여부를 교란변

하군, 명백한 갑상선기능저하군에서 각각 2.1%, 3.9%, 8.6%로 나타

수로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만성 신질환의 보정교차비(adjusted odds

났다(P=0.002).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각 군의 만성 신질환 유병률은

ratio [aOR])는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군에서 1.78 (95% confidence

2.6%, 5.3%, 25.0%였고(P=0.017), 여성의 경우 1.6%, 3.1%, 3.7%로

interval [CI], 0.82–3.87), 명백한 갑상선기능저하군에서 5.90 (95% CI,

Table 2. Association of thyroid function and chronic kidney disease, by age group and sex
Euthyroidisma
(n=4,909)

Subclinical hypothyroidismb
(n=306)

Overt hypothyroidismc
(n=35)

P-valued

102/4,909 (2.1)

12/306 (3.9)

3/35 (8.6)

0.002

19–39

2/2,060 (0.1)

0/107 (0.0)

0/5 (0.0)

>0.999

40–64

59/2,332 (2.5)

6/163 (3.7)

1/24 (4.2)

0.160

Variable
Total CKD prevalence
CKD prevalence by age (y)

≥65

41/517 (7.9)

6/36 (16.7)

2/6 (33.3)

0.037

2/8 (25.0)

0.017

CKD prevalence by sex
Male

63/2,466 (2.6)

6/114 (5.3)

Female

39/2,443 (1.6)

6/192 (3.1)

1/27 (3.7)

0.049

Values are presented as n/N (%); n, number of subjects with CKD wich is presented as decreased eGFR <60 mL/min/1.73 m2; N, total number of subjects.
CKD, chronic kidney diease; eGFR,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fT4, free thyroxine; TSH, thyroid stimulating hormone.
a
Euthyroidism was defined by fT4 range (0.89–1.76 ng/mL) and TSH range (0.35–5.50 uIU/mL).
b
Subclinical hypothyroidism was defined by fT4 range (0.89–1.76 ng/mL) and TSH range (>5.50 uIU/mL).
c
Overt hypothyroidism was defined by fT4 range (<0.89 ng/mL) and TSH range (>5.50 uIU/mL).
d
P-values were calculated by χ2 test.

Table 3.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of thyroid function with chronic kidney disease
Euthyroidisma (n=4,909)

Subclinical hypothyroidismb (n=306)

Overt hypothyroidismc (n=35)

e

Model 1

1.00 (reference)

1.84 (0.89–3.83)

6.14 (1.62–23.33)

0.004

Model 2f

1.00 (reference)

1.78 (0.83–3.82)

4.92 (1.40–17.29)

<0.001

Model 3g

1.00 (reference)

1.78 (0.82–3.87)

5.90 (1.73–20.15)

<0.001

Variable

P for trendd

Values are presented a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fT4, free thyroxine; TSH, thyroid stimulating hormone.
a
Euthyroidism was defined by fT4 range (0.89–1.76 ng/mL) and TSH range (0.35–5.50 uIU/mL).
b
Subclinical hypothyroidism was defined by fT4 range (0.89–1.76 ng/mL) and TSH range (>5.50 uIU/mL).
c
Overt hypothyroidism was defined by fT4 range (<0.89 ng/mL) and TSH range (>5.50 uIU/mL).
d
P-values were calculated by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
Model 1: unadjusted model.
f
Model 2: adjusted for age, sex.
g
Model 3: adjusted for age, sex, body mass index, smoking, hypertension, diabetes, dyslipid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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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0.15)으로 나타났다. 정상군에 비해 불현성, 명백한 갑상선기

도 갑상선기능저하에 따라 만성 신질환의 보정교차비가 점차 상승

능저하군으로 갑상선기능이 저하될수록 만성 신질환의 보정교차비

하는 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고려할때, 각 군별 대상자 수 부

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aOR

족으로 인한 제한적인 분석 가능성이 사료된다.

1.00 vs 1.78 vs 5.90; P for trend <0.001) (Table 3).

갑상선기능과 신기능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여러 가설이 제시되었
으나, 인과관계로서의 명확한 기전은 확립되지 않았다. 갑상선과 신
장은 여러 장기와 상호작용하여 체내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로,

고찰

갑상선호르몬은 심혈관계에 작용해 심박동수, 수축력, 심박출량을
본 연구는 갑상선검사 자료가 구축된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늘리고 말초혈관저항을 낮추며, 유효 신혈류량과 사구체여과율 유

토대로, 만 19세 이상 성인에서 갑상선기능저하에 따른 신기능의 저

지에 영향을 미친다.9,19-23) 갑상선기능저하는 주로 상기 기전으로 사

하를 분석한 연구이다. 단변량 분석결과, 남녀 모두 갑상선기능저하

구체여과율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갑상선호르몬 치

군에서 만성 신질환 유병률의 상승이 관찰되며, 특히 65세 이상에

료를 받은 군에서 신기능의 호전이 보고되는 등 이같은 변화는 주

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이 관찰되었다.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로 가역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19,20,24-27)

통해 산출한 만성 신질환의 보정교차비는, 정상군에 비해 명백한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우선 단면연구로, 갑상선기

갑상선기능저하군에서 5.90배 높게 나타났으며, 정상군에 비해 불현

능저하에 따라 평가 사구체여과율의 저하로 추정되는 만성 신질환

성, 명백한 갑상선기능저하군으로 갑상선기능이 저하될수록, 만성

과의 연관성을 보여주었으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 갑상

신질환의 보정교차비가 상승하였다.

선질환 치료군을 배제함으로써 갑상선기능저하의 특성을 반영할수

만성 신질환 유병률은 조사시기별로 다르나, 대한신장학회에서

있는 이들 대상이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갑상선기능과 예후에 영

2007–2008년 우리나라 7대도시 거주 3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

향을 줄수있는 지표인 혈중 항갑상선 과산화효소 항체(anti-thyroid

사한 유병률은 13.7%, 이 중 사구체여과율 60 mL/min/1.73 m2 미만

peroxidase antibody)를 고려하지 않았다. 상기 제한점을 극복하려면

의 중등도 이상 만성 신질환은 5.0%였다. 질병관리본부에서 2008–

향후 다양한 갑상선기능 상태를 반영하는 인구를 대상으로, 종적연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

구를 통해 갑상선기능과 신기능의 관계를 면밀히 추적하여야 할 것

라 만 30세 이상 성인의 중등도 이상 만성 신질환 유병률은 2009년

이다. 또한 연령대별 분석 시 19–39세 중 만성 신질환의 n수가 0으

2.6%에서 2013년 3.9%로, 만 65세 이상의 유병률은 2009년 11.2%에

로, 보다 대규모 연구 혹은 환자-대조군 연구 등을 통한 추가적 분

서 2013년 16.5%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전 연령대와,

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14)

만 65세 이상의 만성 신질환 유병률은, 정상군과 불현성 갑상선기능
14)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료의 신뢰성과 표본의

저하군에서 상기 조사결과 대비 다소 낮거나 유사하였다. 그러나

대표성이 확보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자료원으로, 갑상선기능저하

14)

와 신기능저하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같은

를 상회하며, 정상군 및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군에 비해 2–4배 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발표된 기존 만성 신질환 유병률과,

상 높았다.

갑상선기능저하에 따른 유병률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명백한 갑상선기능저하군의 만성 신질환 유병률은 기존 조사결과

본 연구에서 여성의 만성 신질환 유병률은 갑상선기능에 따른 세
14)

군에서 기존 보고 와 유사하였다. 남성은 정상군, 불현성 갑상선기
14)

능저하군에서는 기존 보고 와 비슷한 유병률을 보였으나, 명백한

만성 신질환의 보정교차비를 산출하였다. 교란변수들을 통제한 후
에도, 갑상선기능이 저하될수록 만성 신질환의 보정교차비가 상승
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갑상선기능저하군에서 유병률이 25.0%로 나머지 두 군보다 5–10배

본 연구의 결론으로, 남녀 모두와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갑

가량 높았다. 남성의 경우 신기능과 갑상선기능에 영향을 줄수있는

상선기능이 저하될수록 만성 신질환 유병률은 상승을 보였으며, 명

위험인자로서 흡연,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의 요인이 여성보다 더 많

백한 갑상선기능저하는 만성 신질환의 독립적이며 조절 가능한 위

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고려된다.

험인자로서 고려될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단독으로는 통계적 유

한편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에서, 불현성 갑상선기능저
하 단독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불현성

의성을 보이지 않았던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와 신기능의 관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갑상선기능저하에서 혈중 갑상선자극호르몬의 상승만으로 신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다는 이전 연구결과들이 있으며,7,8,15-18)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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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갑상선기능과 신기능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 만

Ye Seul Yang, https://orcid.org/0000-0001-8030-460X

성 신질환에서 갑상선기능저하의 높은 유병률이 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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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 Kyung Bae, https://orcid.org/0000-0001-6729-4128

을 분석함으로써, 만성 신질환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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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성인 중, 갑상선질환 치료 중이거나, 갑상선기능항진, 중

Kiheon Lee, https://orcid.org/0000-0002-7139-2342

추성 갑상선기능저하, 비갑상선 질환 등이 고려되는 대상자를 제외
한 5,250명을 분석대상으로 단면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평
가 사구체여과율 60 mL/min/1.73 m2 미만일 경우 만성 신질환으로
정의되었다. 대상자를 정상군,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군, 명백한 갑
상선기능저하군으로 나누어 성별, 연령대별 만성 신질환 유병률을
분석하였고,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만성 신질환의 보정
교차비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단변량 분석 결과, 남녀 모두와 특히 65세 이상 노
년층에서, 갑상선기능이 저하될수록 만성 신질환의 유병률은 높게
나타났다.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
군은 정상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djusted odds ratio [aOR], 1.78; 95% confidence interval [CI], 0.82–

3.87). 명백한 갑상선기능저하군은 정상군에 비해 5.90배 높은 만성
신질환의 보정교차비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aOR, 5.90; 95% CI, 1.73–20.15).

결론: 명백한 갑상선기능저하는 신기능저하와 관련이 있으며, 만성
신질환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고려될수 있다.

중심단어: 갑상선기능저하; 사구체여과율; 만성 신질환; 만성 콩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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