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FP

Original
Article

https://doi.org/10.21215/kjfp.2020.10.3.176
eISSN 2233-9116
Korean J Fam Pract. 2020;10(3):176-181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한국 성인의 무증상 갑상샘저하증과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을 이용한 우울증과의 관련성
유미선1, 김선영1, 원장원1,2, 유진호1, 오로지1, 김병성1,2,*
1

경희의료원 가정의학과, 2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Association of Subclinical Hypothyroidism and Depression with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in
Korean Adults: Results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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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Subclinical thyroid disease is characterized by abnormal thyroid stimulating hormone (TSH) levels with normal free thyroxine (T4) levels.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association between subclinical hypothyroidism and depression measured using 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score in the Korean population.
Methods: This cross-sectional study included 1,786 adults aged ≥19 years with normal free T4 levels and serum TSH levels ≥0.45 mIU/L who had
participated in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2014. The PHQ-9 was first introduced in the KNHANES to
detect depression (PHQ score of ≥10). Serum TSH level of 0.45–4.49 mIU/L was defined as the reference range. The association between subclinical
hypothyroidism and depression according to gender and age was evaluated using the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fter adjusting for age,
education, and body mass index.
Results: There was no association between subclinical hypothyroidism and depression according to gender. The odds ratio for depression was 2.498
(95% confidence interval [CI], 0.905–6.895; P=0.077) in men and 0.727 (95% CI, 0.352–1.503; P=0.390) in women. Additionally, there was no
association between subclinical hypothyroidism and depression according to age.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subclinical hypothyroidism was not associated with depression in Korean adults.
Keywords: Hypothyroidism; Depression; Surveys and Questionnaires

무증상 갑상샘저하증과 무증상 갑상샘과다증으로 나뉜다. 이러한

서론

무증상 갑상샘 기능 장애는 외래 진료나 건강검진 결과에서 자주
무증상 갑상샘 기능 장애란 갑상샘 기능 검사(thyroid function

접하는 질환 중 하나이다.2) 무증상 갑상샘저하증의 유병률은 조사

test)상 갑상샘 자극 호르몬(thyroid stimulating hormone, TSH)은 증

지역, 대상자의 연령, TSH의 정상 상한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최

가(무증상 갑상샘저하증) 또는 감소(무증상 갑상샘과다증) 되어 있

근 우리나라에서도 무증상 갑상샘저하증의 유병률에 대해 두 개의

고, 유리 티록신(T4), 삼요드티로닌(T3)은 정상인 경우를 말하며,

코호트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안성 코호트에서는 40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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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70세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11.7%의 유병률을 보고하였으며,

로 평가하며, 점수의 범위는 0–27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PHQ-9 절단

65 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Korean Longitudinal Study on

점수(10점)를 사용하여 10점 이상인 우울증 그룹과 10점 미만인 비

Health and Aging에서는 17.3%의 유병률이 보고 되었다. 무증상 갑

우울증 그룹으로 나누었다.15)

3)

상샘저하증은 노인에서 그리고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특징적으로
많이 나타난다.4)

3. 유리 T4, TSH 측정과 갑상선 상태 분류

시상하부–뇌하수체–갑상샘(hypothalamic–pituitary–thyroid) 축과

갑상선 관련 호르몬에 대한 검사는 제6기 국민 건강 영양 조사

기분 장애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혈

(2013–2015)에 TSH, 유리 T4, 갑상선 과산화 효소 항체, 요 중 요오

청 갑상샘 호르몬들과 우울 증상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

드 총 4개 항목에 대하여 만 10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2,400명을 부

루어졌다. 일부 횡단면 연구에서는 무증상 갑상샘저하증과 무증상

표본 추출하여 실시하였다. 유리 T4과 TSH는 cobas 8000 e602 (Roche,

주요우

Mannheim, Germany)를 이용하여 E-Free T4 (Roche, Mannheim,

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갑상샘 호르몬의 투여가 우

Germany), E-TSH (Roche, Mannheim, Germany) 시약을 사용하여 효

울증을 치료하는데 있어 항우울증제의 효과를 증가시킨다고 하였

소화학발광면역검사법(electrochemiluminescence immunoassay;

다.8,9) 그렇지만 다른 연구들에서는 무증상 갑상샘저하증과 우울증

ECLIA)으로 진행되었다. 혈청 유리 T4 농도의 정상 범위는 12–18

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10-12)

pmol/L였으며, 혈청 TSH 농도의 정상 범위는 0.45–4.49 mIU/L였다.

5-7)

갑상샘과다증이 우울한 증상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으며,

최근 무증상 갑상샘저하증과 우울증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무증상 갑상샘저하증은 현재 가이드라인에 따라 갑상샘 기능 검사

들이 한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 연구는 여성 그룹에서 TSH

상 유리 T4 수치가 정상이면서 TSH 수치 4.5 mIU/L 이상으로 정의

수치가 증가할수록 우울증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과 연관이 있었

하였다.16)

다고 밝혔으나,13) 다른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혈청 TSH 수치와
우울증과의 연관성이 없었다고 밝혔다.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

4. 통계적 분석 방법

국민을 대상으로 한 2014년 국민건강 영양 조사에서 시행한 혈청 갑

본 연구는 TSH에 따라 정상 갑상샘기능군과 무증상 갑상샘저하

상샘 호르몬검사와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을 이용하여

증군으로 대상자를 나누었다. 각 군 사이의 기본 특성은 연령, 학력

무증상 갑상샘저하증과 우울증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등의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공분산 분석을 통해 비교하였으며,
성별 등과 같은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χ2 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무증상 갑상선저하증군과 우울증의 연
관성을 비교하기 위해 나이, 교육 수준, 체질량지수( body mass

1. 대상군의 선정 및 방법

index, BMI)로 보정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고,

이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2013–2015) 중 2014년도 자료

마찬가지로 연령별에 따른 무증상 갑상샘저하증군과 우울증의 연

를 이용한 것으로 TSH과 유리 T4, PHQ-9을 시행한 만 19세 이상의

관성을 보기 위해 성별, 교육 수준, BMI로 보정 후, 이분형 로지스틱

성인 1,78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는 942명의 여성과, 844명의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P-value<0.05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보았

남성을 포함하였다. 유리 T4 농도(정상 범위, 12–18 pmol/L)가 정상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통계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24.0

범위에 들지 않거나 현재 갑상샘 질환과 연관된 약물을 복용하는

for Windows (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자, 갑상샘 질환을 진단 받은 자는 제외하였다.

결과
2. 우울증 평가 도구

우울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PHQ-9을 이용하였다. PHQ-9은

1. 대상자들의 특성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V)의 우울

이 연구의 대상자들의 평균 나이는 44.55±14.85세였으며, 여성은

증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9가지 항목으로 구성되고, 최근 2주 동안

942명으로 52.74%를 차지하였다. 대상자들의 TSH 수치에 따라 정상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얼마나 자주 방해를 받았는지를 알아보는

갑상샘기능군(88.12%)과 무증상 갑상샘저하증군(11.88%)으로 나누

도구이다. 반응은 “전혀 아니다”, “여러 날 동안 방해 받았다”, “1주

었으며, 각 군의 특성은 Table 1에서 보여주고 있다. 대상자들의 평균

일 이상 방해 받았다”, “거의 매일 방해 받았다”의 4점 척도(0–3점)

혈청 TSH 수치는 2.78±2.24 mIU/L였으며, 정상 갑상샘기능군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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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in groups according to TSH levels
Variable
TSH level, range (mIU/L)

Total

Euthyroidism

Subclinical hypothyroidism

P-value

2.78±2.24

2.20±0.95

7.04±3.88

Age (y)

44.55±14.85

44.20±14.83

47.10±14.86

0.008

Body mass index (kg/m2)

23.74±3.53

23.73±3.49

23.84±3.84

0.650

Total

1,574 (88.12)

212 (11.88)

942 (52.74)

800 (50.83)

142 (66.98)

<0.001

1,351 (75.64)

1,187 (75.41)

164 (77.36)

0.536

Low

439 (24.58)

388 (24.65)

51 (24.06)

Mid-low

482 (26.99)

430 (27.32)

52 (24.53)

Mid-high

456 (25.53)

406 (25.79)

50 (23.58)

High

405 (22.68)

347 (22.05)

58 (27.36)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244 (13.75)

216 (13.72)

38 (17.92)

Middle school graduation

182 (10.19)

150 (9.53)

33 (15.57)

High school graduation

708 (39.64)

632 (40.15)

76 (35.85)

≥College

641 (35.89)

576 (36.59)

65 (30.66)

425 (23.80)

394 (25.03)

31 (14.62)

0.001

1,370 (76.71)

1,219 (77.45)

151 (71.23)

0.044

231 (12.93)

193 (12.26)

38 (17.92)

0.021

92 (5.15)

81 (5.15)

11 (5.19)

0.979

142 (7.95)

118 (7.50)

24 (11.32)

0.053

12 (0.67)

10 (0.64)

2 (0.94)

0.606

370 (20.72)

295 (18.75)

75 (35.38)

<0.001

0–9

1,677 (93.90)

1,479 (93.96)

198 (93.40)

≥10

109 (6.10)

Gender, women
Married (yes)

1,786 (100)

Individual income level

0.354

Education level

Current smoker
Alcohol intake (yes)

0.09

Somatic illness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Dyslipidemia
Stroke
Menopause
PHQ-9 (score)

0.331
95 (6.04)

14 (6.6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TSH, thyroid stimulating hormone;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균 혈청 TSH 수치는 2.20±0.95 mIU/L, 무증상 갑상샘저하증군의

1은 보정을 하지 않고 이분형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평균 혈청 TSH 수치는 7.04±3.88 mIU/L였다. 무증상 갑상샘저하증

Model 2는 나이, 교육수준, BMI로 보정을 한 후 이분형 회귀분석으

군이 정상 갑상샘기능군에 비해 평균 연령이 47.10±14.86세로 더 높

로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그룹을 보면, 무증상 갑상샘저하증군을

았으며, 여성의 비율은 정상 갑상샘기능군은 1,574명 중 800명

정상 갑상샘기능군과 비교하였을 때, 우울증에 대한 오즈비(odds

(50.86%), 무증상 갑상샘저하군은 212명 중 142명(66.98%)으로 무증

ratio, OR)는 Model 1에서는 1.101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verval

상 갑상샘저하군에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정상 갑상샘기

[CI], 0.616–1.967), Model 2에서는 1.081 (95% 신뢰구간, 0.602–1.940)

능군에 비해 무증상 갑상샘저하증군이 폐경이 된 대상자의 비율이

이었으며, 무증상 갑상선저하증과 우울증 사이의 연관성이 없는 것

더 높았다. 반대로 현재 흡연율(14.62% vs. 25.03%)과 음주율(71.23%

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그룹, 남성 그룹과 여성 그룹으로 나누어

vs. 77.45%)에서 무증상 갑상샘저하군의 비율이 모두 낮았고, 고혈

무증상 갑상샘저하증군을 정상 갑상선기능군과 비교하였을 때 역

압은 17.92%로 정상군 12.26%보다 높았다. 그 외 신체 질환에 대해

시 남성 그룹에서의 우울증에 대한 오즈비가 Model 1에서는 2.049

서는 두 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Table 1).

(95% 신뢰구간, 0.766–5.487), Model 2에서는 2.498 (95% 신뢰구간,

0.905–6.895)로 나타났으며, 여성 그룹에서의 우울증에 대한 오즈비
2. 성별에 따른 TSH와 우울증과의 관계

정상 갑상샘기능군에 비해 무증상 갑상샘기능군이 우울증과 연
관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성별에 따라 군을 나누어 이분형 회

는 Model 1에서는 0.740 (95% 신뢰구간, 0.360–1.521), Model 2에서는

0.727 (95% 신뢰구간 0.352–1.503)로 나타나 무증상 갑상샘저하증과
우울증 사이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Table 2). PHQ-9 설문지에서 10점 이상을 기

Figure 1은 남성 그룹과 여성 그룹의 오즈비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록한 대상자는 총 109명으로 남성은 33명, 여성은 76명이었다. Model

것으로 모든 P값이 0.05 이상으로 무증상 갑상샘저하증과 우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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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ssociation between TSH level and depression according to
the gender groups
Variable

Subclinical
hypothyroidism

Euthyroidism

P-value

All

Variable

Euthyroidism

Subclinical
hypothyroidism

56

P-value

20–39

PHQ-9 (score)

PHQ-9 (score)

0-9

1,479

198

0-9

571

95

14

≥10

40

6

≥10
Model 1

Reference

1.101 (0.616–1.967)

0.746

Model 1

Reference

1.529 (0.621–3.765)

0.918

Model 2

Reference

1.081 (0.602–1.940)

0.795

Model 2

Reference

1.487 (0.571–3.572)

0.992

Men

40–59

PHQ-9 (score)

PHQ-9 (score)

0-9

746

65

0-9

587

≥10

28

5

≥10

31

90
5

Model 1

Reference

2.049 (0.766–5.487)

0.153

Model 1

Reference

1.052 (0.399–2.776)

0.918

Model 2

Reference

2.498 (0.905–6.895)

0.077

Model 2

Reference

0.987 (0.373–2.637)

0.992

Women

≥60

PHQ-9 (score)

PHQ-9 (score)

0-9

733

133

≥10

67

9

0-9

287

≥10

23

47
3

Model 1

Reference

0.740 (0.360–1.521)

0.413

Model 1

Reference

0.796 (0.230–2.758)

0.72

Model 2

Reference

0.727 (0.352–1.503)

0.390

Model 2

Reference

0.816 (0.230–2.893)

0.753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r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Model 1: unadjusted. Model 2: adjustment for age, education, body mass index.
TSH, thyroid stimulating hormone;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Odds ratio (95% confidence in terval)

Table 3. Association between TSH level and depression according to
age groups

10.0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r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Model 1: unadjusted. Model 2: adjustment for gender, education, body mass
index.
TSH, thyroid stimulating hormone;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하였을 때, 성별, 교육수준, BMI로 보정한 Model 2에서 각각 오즈비
가 1.487 (95% 신뢰구간, 0.571–3.572), 0.987 (95% 신뢰구간, 0.373–

8.000
6.895

6.000

2.637), 0.816 (95% 신뢰구간, 0.230–2.893), P값이 0.05 이상으로 우울

5.487

증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000
2.498

2.049

2.000

1.521
0.905

0.766

0.000

1.503
0.727
0.352

0.740
0.360

-2.000
Model 1

Model 2

Men (n=844)

Model 1

Model 2

Women (n=942)

Figure 1.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association between TSH
level and depression according to the gender groups. Model 1: unadjusted. Model 2: adjustment for age, education, body mass index.
TSH, thyroid stimulating hormone.

고찰
본 연구에서 무증상 갑상샘저하증과 우울증과의 연관성을 알아
보기 위해 성별과 연령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분석을 시행하였다.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 결과, 성별과 연령에 따른 그
룹 모두에서 정상 갑상샘기능군과 비교하였을 때 무증상 갑상샘저
하증과 우울증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었다.
무증상 갑상샘저하증과 우울증 사이의 연관성은 아직 논란의 여
지가 많다. 이전에 이루어졌던 많은 연구들에서는 무증상 갑상샘저

연관성은 없었다.

하증이 우울 증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17,18) 60세 이상

연령에 따라 20–39세, 40–59세, 60세 이상 세 그룹을 나누었으며,

의 323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는 무증상 갑상샘저하증이

역시 정상 갑상샘기능군과 비교하여 무증상 갑상샘저하증군과 우

우울증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OR, 4.9; 95% CI 2.8–

울증 사이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

8.6).5) 60세 이상의 451명을 대상으로 한 인구 기반 연구에서는 증가

석을 시행하였다. 20–39세에서 PHQ-9이 10점 이상인 대상자는 46명

한 혈청 TSH 수치를 보이는 노인들에서 기분 장애가 더 빈번히 발

이었으며, 40–59세에서는 36명, 60세 이상의 대상자에서는 26명이었

생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19) 무증상 갑상샘저하증이 있는 환자

다. 각 그룹의 무증상 갑상샘저하증군을 정상 갑상샘기능군에 비교

들을 대상으로 한 우울 증상과 주요 우울장애의 유병률 비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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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 단면 연구에서는 Hamilton Rating Scale for Depression

다. 두 번째, 본 연구는 횡단면 연구로 인과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

(HAM-D), Montgomery-Asberg Depression Rating Scale (MADRS)를

다. 세 번째, 설문 조사를 모두 완료한 대상자들만 대상군으로 포함

이용하였으며, 무증상 갑상샘저하증이 있는 환자는 HAM-D를 이

되었기 때문에 조사항목을 완료하지 못한 검진자들은 제외된 선택

용한 분석에서 63.4%의 우울 증상의 유병률을 보였으며, MADRS를

치우침도 존재한다. 네번째, 우울증을 스크리닝 하기 위한 PHQ-9

이용한 분석에서는 64.2%에서 우울 증상의 유병률을 보였다. 상대

의 절단점에 대한 논란이 아직 존재하지만, 여러 연구들에서 우울

적으로 대조군에서는 HAM-D 를 이용한 분석에서 27.6%, 그리고

증의 스크리닝을 위한 검사로써 민감도 78%와 특이도 87%로 PHQ-9

MADRS를 이용한 분석에서 29.3%의 낮은 우울 증상 유병률을 보였

절단점을 10점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23-25) 최근 국내연구로 불현성

다.20) 또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한 17세에서 84

갑상선기능저하증과 우울증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메타분석을

세의 13,01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는 유

통한 발표가 있었으나 분석에 포함된 10개 논문 중 5개는 연관성이

리 T4가 정상 범위이면서 혈청 TSH 수치는 정상 범위에 들지 않는

있었고 5개는 연관성이 없었으며 질적 점수가 6점 이상의 연구로만

대상자를 TSH 수치에 따라 삼분위수로 군을 나누어 Beck De

보면 연관성 있는 것이 3개뿐이었고 이질성 점수도 90% 이상으로

pression Inventory (≥19점)로 측정한 우울 증상에 대한 위험성을 성별

높아서 본 연구결과와 반대인 이 논문의 결론이 일반화되기는 어려

에 따라 평가하였는데, 여성군에서 가장 높은 혈청 TSH 수치 삼분

울 것으로 생각된다.26)

위수였던 군이 가장 낮은 혈청 TSH 수치 삼분위수였던 군에 비해

결론적으로 성별 그리고 연령별에 따른 무증상 갑상샘저하증과

우울 증상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위험비, hazard

우울증과의 연관성은 없었다. 추후 이번 연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ratio [HR], 2.236; 95% CI, 1.443–3.466; P<0.001).13)

더 많은 수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그리고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힐

반면 다른 연구들에서는 무증상 갑상샘저하증과 우울증 사이에

수 있는 경과 관찰 기간이 긴 전향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의 지역사회 단면 연구들은
무증상 갑상샘저하증이 있는 노인에서 인지 기능 저하, 불안, 우울
9,10,21)

에 대해 정상군과 차이를 찾지 못했으며,

요약

이는 본 연구 결과와

도 일치하였다. 또한 69세에서 87세의 갑상샘 질환이 없는 남성

연구배경: 무증상 갑상샘기능 장애란 갑상샘 기능 검사상 갑상샘

3,932명을 대상으로 한 횡단적 단면 코호트 연구에서는 15-item

자극 호르몬(thyroid stimulating hormone, TSH)은 증가(무증상 갑상

Geriatric Depression Scale을 이용하여 갑상샘 호르몬과 우울증과의

샘저하증) 또는 감소(무증상 갑상샘과다증)해 있으며, 갑상선 호르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무증상 갑상샘저하증이 있는 남성에 대

몬(유리 티록신, 삼요드티로닌)은 정상인 경우를 말한다. 본 연구는

한 우울증 유병률의 오즈비(OR)는 0.8 (95% CI, 0.5–1.3)이었으며, 위

한국인에서 무증상 갑상샘저하증과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험비(HR)는 0.7 (95% CI 0.3-1.9)로 무증상 갑상샘저하증과 우울증

(PHQ-9) 점수를 이용한 우울증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이에 관련이 없었다.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수원과 서

방법: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2014년에 수집된 데

울의 한 검진센터에서 건강 검진을 받은 18세 이상, 평균 나이 39.9±

이터 중 만 19세 이상, 정상 유리 T4 수치, TSH 수치 0.45 mIU/L 이

6.7세인 환자 92,206명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정상

상인 무증상 갑상샘저하증이 있는 1,786명의 데이터를 이용한 횡단

갑상샘기능을 가진 환자들의 혈청 TSH, 유리 T4, T3를 각각 사분위

면 연구이다. PHQ-9은 우울증(PHQ 점수 10 이상)을 검출하기 위한

수로 나누어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CES-D)의 한

설문지로써 2014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

국어 버전을 이용하여 측정한 우울 증상(CES-D>16점)에 대한 연관

연구에서 혈청 TSH의 정상 범위는 0.45–4.49 mIU/L였다. 성별에 따

성을 평가하였으며, 남, 녀 모두에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른 무증상 갑상샘저하증과 우울증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HR, 0.97; 95% CI, 0.87–1.09).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나이, 교육, BMI를 이

22)

14)

본 연구의 장점은 무증상 갑상샘저하증과 우울증 사이의 연관성

용해 보정하였다.

을 평가하는데 있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특정

결과: 남성과 여성 그룹에서 무증상 갑상샘저하증과 우울증 사이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지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가되었다는

에는 연관성이 없었다. 무증상 갑상샘저하증이 있는 남성에서의 우

것이다. 그러나 제한점으로는 첫 번째, 갑상샘 기능 검사를 시행한

울증의 오즈비는 2.498 (95 % CI, 0.905–6.895; P=0.077)이었고, 무증

대상자가 2,400명으로 적은 수였으며, 정상 갑상샘기능군과 무증상

상 갑상샘저하증이 있는 여성에서의 우울증의 확률은 0.727 (95 %

갑상샘기능군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수가 더욱 줄어들었

CI, 0.352–1.503, P=0.390)이었다. 또한 연령대에 따른 무증상 갑상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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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선 외. 한국 성인의 무증상 갑상샘저하증과 우울증과의 관련성

저하증과 우울증 사이의 연관성도 없었다.

결론: 우리의 연구에서 무증상 갑상샘저하증은 한국 성인의 우울
증 위험과는 관련이 없었다.

중심단어: 갑상샘저하증; 우울증;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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