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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ThisstudywasperformedtoresearchKoreanmedicaltreatmentmethodsforhyperthyroidismbysummarizing

domesticclinicalstudies.

Methods:Thestudywasbasedon14paperspublishedinKoreasince2000,onKoreanmedicinetreatmentsforhyperthyroidism.
Papersweresearchedonfourdomesticelectronicdatabases.

Results:
1.Thispaperanalyzed14studiesonthesubjectofclinicalresearchonhyperthyroidisminKorea.12ofthemreportedcases

whiletwoofthemreportedonclinicalresearch.
2.Theaverageageofthesubjectswas39years,71.3% ofwomen,20-60yearsofageaccountedfor92%,andtheaverage

durationofdiseasewas22months.
3.Ofthe115subjects,102hadexperiencedWesternmedicaltreatment.SomostofthemchoseWesternmedicaltreatment

asthefirsttreatmentmethod,ofwhich24experiencedsideeffects.
4.Eumhuhwadong(陰虛火動)andGieumyanghu(氣陰兩虛)appeared3timesrespectively.
5.TheKoreanherbalmedicine,Ahnjeonbaekho-tangwasthemostfrequentherbalmedicineusedtotreathyperthyroidism,

withthenextmostfrequentbeingYanggyuksanhwa-tang.
6.Thestudy,whichwasperformedusingherbalmedicinealone,showedamarkedimprovementinclinicalsymptomsand

thyroidfunctiontest,comparedwithadministrationofantithyroiddrugsandherbalmedicines.

Conclusions:Large-scalestudiesandrandomizedcontrolledtrialswillbeneededtoevaluatethevalidityofKorean
medicaltreatmentforhyperthyroidism.

Keywords:hyperthyroidism,Graves’disease,Koreanmedicinetreatment

Ⅰ.서 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

이 과잉 공 되어 나타나는 모든 증상을 총칭하는

임상 용어이다.그 이 스병은 Thyroidstimul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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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mone(TSH)수용체에 한 자가 항체가 갑상선

을 자극하여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래하는 자가

면역질환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원인 그

이 스병이 가장 흔하므로 일반 으로 같은 의미

로 혼용되고 있다.증상은 수주 혹은 수개월에 걸

쳐 나타나는데 피로감, 신쇠약,체 감소,열불내

성,발한증가,심계항진,운동 호흡곤란,빈맥,

불안,불면,신경과민 등이 나타난다
1
.

진단 시 갑상선 기능 검사 소견으로는

Triiodothyronine(T3),Thyroxine(T4),FT3(Free

Triiodothyronine),FT4(FreeThyroxine)는 상승되

고 그로 인한 negativefeedback으로 TSH수

치는 하되며,그 외에 항 TSH수용체 항체 양성

갑상샘
123
I섭취율 상승 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으로 진단한다1.

치료는 97.1%의 비율로 항갑상선제를 선택하고

있으며 항갑상선제 에서는 Methimazole에 한

사용이 85.5%에 이를 정도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Methimazole은 12-18개월 이상 지속 으로

복용해야 하며,복용 후에도 해율이 20-30% 정

도로 낮아 TSH수용체 항체의 역가가 지속 으로

높으면 재발율이 높다. 한 피부발진,소양감,

통,복통 등의 부작용이 있어2갑상선 기능 항진

증에 한 호르몬 치료의 안으로 한의학 치료

가 필요하다.

그동안 이에 한 한의학 치료와 련된 다양

한 증례보고 실험연구,임상연구에 한 논문이

꾸 히 나오고 있는데,실험연구에 해서는 2016

년 Lee가 2000년 이후 실험연구논문을 상으로 문

헌 고찰을 보고한 사례
3
가 있으나 국내 증례보고

는 임상연구와 같은 임상 논문을 정리한 문헌은

없었으므로 이에 본 논문은 2000년 이후 갑상선

기능 항진증 련 국내 한의학 임상연구를 정리하

여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한 한의학 치료 정

립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 결과를 보

고하는 바이다.

Ⅱ.연구방법

1.검색 사이트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국내 발표된 한의학 논

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한의학 치료방법에

해 발표한 논문을 상으로 하 다.논문 검색은

통의학정보포털(oasis.kiom.re.kr),한국 통지식포

탈(www.koreankt.com),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NDSL

(www.ndsl.kr),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4개

의 사이트에서 검색하 다.

2.검색일

검색일은 2018년 9월 26일을 기 으로 하 다.

3.검색방법

‘갑상선 기능 항진증’,‘hyperthyroidism’,‘그 이

스병’,‘gravesdisease’을 검색어로 하여 검색하

을 때 통의학정보포털에서 19편,한국 통지식포

탈에서 67편이 검색되었다.NDSL에서는 상세검색

에서 검색범 를 ‘국내논문’으로 축소하 을 때 63편

이 검색되었고 그 한의학 련 국내 학술지에

출 된 논문으로 제한했을 때 16편이 검색되었다.

RISS에서도 상세검색에서 검색범 를 ‘국내학술지

논문’,‘학술지’를 선택하 고 그 한의학 련 국

내 학술지로 제한했을 때 27편이 검색되었다.

4.연구 선정 기 과 제외 기

1)선정기

(1)갑상선 기능 항진증,그 이 스 병 주제

(2)증례보고논문(Casereport),임상연구논문

(Clinicalstudy)

(3)2000년 1월에서 2018년 9월 26일까지 발표

된 논문

(4)국내 한의학 학술지에 개재된 논문

(5)한의학 치료에 한 내용

2)제외기

(1) 복되는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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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헌고찰(Literaturereview)

(3)실험논문(Invivo,Invitro)

5.자료 분석 방법

논문의 특징에 해서는 각 논문의 연구형태,

상자 수 등을 추출하 다.각 상자의 특성에

해서는 연령,성별,내원 서양의학 치료 유무,

서양의학 치료의 부작용 임상 증상에 해

분류하고 정리하 다.치료방면에 있어서는 각 연

구의 변증,한약,서양의학 치료 병행 여부,침,

뜸 등 기타 치료 유무,치료기간,치료에 한 평가

에 해 추출하고 정리하 다.

Ⅲ.결 과

1.연구 논문 개요

2000년 1월부터 2018년 9월 26일까지 갑상선 기

능 항진증 그 이 스병을 주제로 한 논문들

연구기 을충족하는논문은총 14편으로,2002년4편,

2005년 2편이 발표되었고,2006년,2007년,2010년,

2012년,2013년,2017년에는 각각 1편,2018년에는 2편

이 발표되었다.그 증례보고논문이 12편(86%),

임상연구논문은 2편(14%)으로 증례보고논문이

부분을 차지하 다.임상연구논문 2편 13번의

연구는 향 연구,14번의 연구는 후향 연구

논문이었다.논문 제목 자,발표 연도,연구

방법 등 간략한 개요를 아래에 도표(Table1)로 정

리하 다.

Method Titleofthepaper Author(year)

Case
report
(12)

AcaseofGraves'disease,involveshepatosis Park(2002)a
4

TheClinicalStudyon1CaseofHyperthyroidpatientTreatedwithYukmijihwangtangKim(2002)a5

TheClinicalStudyon1CaseofHyperthyroidpatient Park(2002)b
6

Aclinicalcasereportofhyperthyroidismpatient Kim(2002)b
7

AClinicalCaseReportofHyperthyroidismPatient Go(2005)
8

ACaseStudyaboutSoyanginHeatSensationintheChestPatientDiagnosedas
Hyperthyroidism,UsedSasang-bangwithWesternMedicine

Lee(2006)
9

AclinicalcasereportofHyperthyroidism(T3toxicosis)patient Lee(2007)
10

TheClinicalStudyon1CaseofSoeuminPatientDiagnosedasGrave'sdisease,
TreatedwithPalmulgunja-tangandWesternMedicine

Lee(2010)
11

ClinicalCaseReportofHyperthyroidism PatientTreatedwithOnlyTraditional
KoreanHerbalMedicine

Kim(2012)12

ACaseStudyofSoyanginHyperthyroidismPatient Lee(2013)
13

ACaseofHyperthyroidisminaPatientwithImprovedFT4LevelsFollowingTreatment
withTraditionalKoreanmedicine

Chu(2017)
14

ProspectiveObservationStudyonHyperthyroidismPatientsTreatedwithKorean
Medicine

Choi(2018)
15

Clinical
study
(2)

TheClinicalEffectsofAhnjeonbaekho-tang(AJBHT)onGraves'Disease:AProspective
ClinicalStudy

Kim(2005)
16

TheClinicalStudyofAhnjeonbaekho-tangonpatientswithGraves'Disease Lee(2018)17

Table1.TheListofthePapersabouttheClinicalStudyofHyperthyroid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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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year) Age Sex
Disease
period
(month)

Theexperienceof
Westernmedicine

Side
effects

Park(2002)a4 19 F 8 ○ (RadioiodineTherapy) ○

Kim(2002)a5 22 F 3 ○

Park(2002)b6 28 F 5 ○

Kim(2002)b7 38 F 2

Go(2005)8 53 F 1 ○ ○

Lee(2006)9 62 F 4 ○

Lee(2007)10 34 F 1

Lee(2010)11 28 M 4 ○ (MMI)

Kim(2012)12 37 M 4 ○ (PTU)

Lee(2013)13 40 M 4 ○ (PTU)

Chu(2017)14 53 F 24 ○ (MMI) ○

Choi(2018)15
1 33 F 9

2 26 M 16 ○ (Antithyroid) ○

Table2.TheClinicalCharacteristicsofStudyPopulations

2.논문 상자 수

증례보고논문 12편 Choi(2018)
15
의 연구는

상자가 2명이었고,그 외 11편 모두 상자가 1명

이었다.임상연구논문의 경우 Kim(2005)
16
의 연구

에서는 최종 상자가 13명이었고,Lee(2018)17의

연구에서는 최종 상자가 89명으로 그 처음 내

원 시 항갑상선제를 복용하지 않은 환자군을 단일

군(SingleTx,28명)으로,항갑상선제 복용 에 내

원한 환자군을 복합군(Combination-Tx→ Single

Tx,61명)으로 나 어 분석하 다.

3. 상자 특성

1)연령 성별

체 14편에서 상자들의 평균 나이는 39세로

나타났다.Lee(2018)17의 연구를 제외한( 상자들의

평균 나이에 해서만 언 되어 있어 제외하 다.)

논문에서 최 나이는 5세,최고나이는 62세로 나타

났다.Lee(2018)
17
의 연구를 제외한(상동) 상자

26명에 해 나잇 별로 살펴보면 30 가 42.3%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20 가

26.9%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20~60

세 사이는 24명으로 약 92%를 차지하 다.성별은

체 상자 115명 남자 33명,여자 82명으로

여자의 비율이 71.3%로 높게 나타났다(Table2).

2)유병기간

증례보고논문의 경우 발병일을 기 으로 유병기

간을 선정하 고 Kim(2005)16,Lee(2018)17의 연구

에서는 유병기간이 언 되어 그 로 차용하 다.

증례보고논문에서 최단 유병기간은 1개월,최장 기

간은 96개월이고 평균 유병기간은 15개월이었다.

체 상자의 평균 유병기간은 22개월이었다(Tabl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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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2005)16

1 37 M 18 ○ (Antithyroid) ○

2 50 F 36 ○ (Antithyroid)

3 5 F 12 ○ (Antithyroid)

4 21 F 12 ○ (Antithyroid) ○

5 28 F 1 ○ (Antithyroid)

6 30 F 42 ○ (Antithyroid)

7 35 F 96 ○ (Antithyroid)

8 28 F 10 ○ (Antithyroid)

9 46 F 1 ○ (Antithyroid)

10 32 M 36 ○ (Antithyroid)

11 39 M 2 ○ (Antithyroid) ○

12 31 F 24 ○ (Antithyroid)

13 32 F 5 ○ (Antithyroid) ○

Lee(2018)17

(SingleTx)
Average
39.46±13.75

M:F9:19
Average
6.65±9.01

18people(Antithyroid)
3people(Unclear)

7people(Notreatmentexperience)
4people

Lee(2018)17

(Com-Tx→ SingleTx)
Average
41.03±11.39

M:F17:44
Average
32.93±35.37

42people(MMI)
12people(PTU)

7people(Antithyroid)
12people

*M :Man,†F:Female,‡MMI:1-methyl-2mercaptoimidazole(Methimazole),§PTU:propylthiouracil,∥SingleTx
:startedwithAhnjeonbaekho-tangsingletreatment,¶Con-Tx→SingleTx:Combination-Tx→SingleTx,discontinue
anti-thyroidaldrugandswitchtoAhnjeonbaekho-tangsingletreatment

3)내원 서양의학 치료 유무

Table2에 내원 당시 서양의학 치료를 받고

있는 것과 계없이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

우 모두 ‘○’로 표기하 으며,복용약이나 치료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이 표기하 고 그 지

않은 경우는 기재하지 않았다.

체 115명 서양의학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상자는 102명이었다.그 항갑상선제 치

료를 받은 상자가 97명으로 체의 95%를 차지

하 으며,그 외에 방사성 요오드제 치료를 받은

상자는 1명이었고,나머지 4명은 치료의 종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항갑상선제의 종류로는,복용

약에 한 정보를 알 수 있었던 58명의 상자

44명이Methimazole을복용하 고,14명이Propylthiouracil

(PTU)을 복용하여 Methimazole이 75.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4)서양의학 치료 후 부작용

서양의학 치료를 받은 102명 24명,즉 23.5%

에서 그에 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증례보고논문 상자 13명 에서는 4명에서 부

작용이 나타났다.그 Park(2002)a4의 연구는 방

사성요오드제 치료 후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로,인

후통,두통,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 다.

Choi(2018)
15
의 연구에서 두 번째 상자는 항갑상

선제를 복용하 으나 두드러기가 발생하여 복용을

단한 경우 다.Go(2005)
8
과 Chu(2017)

14
의 연구

는 항갑상선제 복용 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갑상

선 기능 항진증 증상이 악화된 경우 다.

임상연구논문 Kim(2005)16의 연구에서는 13

명 상자 에 4명에서 항갑상선제 부작용이 나

타났는데 2명은 간 기능 이상,1명은 피부발진이

나타났으나 내원 당시 항갑상선제 복용 인 상태

으며,1명은 백 구감소증으로 항갑상선제 복용

을 단한 상태 다.Lee(2018)
17
의 연구에서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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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군에서 12명,단일군에서 4명이 부작용을 경험하

는데 부작용에 한 구체 인 내용은 언 되어

있지 않았다.

5)갑상선 기능 항진증 임상 증상

임상증상을 다빈도순으로 정리했을 때 심계가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피로,무기력이 46명,열감

열불내성이 42명으로 각각 두 번째,세 번째로

많았다(Table3).표에 제시되지 않은 증상 다

빈도 증상으로는 빈맥과 안구병증, 훈,연변,구

갈,소변빈삭,수부 진 ,탈모 등이 있었다.

Author(year)
Clinicalsymptoms

PalpitationFatigue
Heat

intolerance
Sweating

Weight
loss

GoiterAnxiety
Sleep
disorder

High
appetite

Park(2002)a
4

○ ○

Kim(2002)a5 ○ ○ ○ ○ ○ ○ ○ ○

Park(2002)b
6

○ ○ ○ ○ ○ ○ ○ ○

Kim(2002)b
7

○ ○ ○ ○ ○ ○

Go(2005)
8

○ ○ ○ ○ ○ ○ ○

Lee(2006)
9

○ ○ ○ ○

Lee(2007)10 ○ ○ ○ ○

Lee(2010)
11

○ ○ ○ ○ ○ ○ ○ ○

Kim(2012)
12

○ ○ ○ ○ ○ ○

Lee(2013)
13

○ ○ ○ ○ ○

Chu(2017)
14

○ ○ ○ ○ ○

Choi(2018)
15

2 2 2 2 2 1 1 1 2

Kim(2005)
16

11 10 6 4 4

Lee(2018)17 37 24 24 11 10 10 5 5

Total(people) 60 46 42 23 20 15 12 11 10

Table3ClinicalSymptomsofHyperthyroidism

4.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의 변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한 11편의 증례보고논

문에 제시된 변증을 빈도순으로 정리하 다(Table

4).한 논문에서 2가지 이상 변증을 언 한 경우에

는 모두 별개로 분류하 다.Choi(2018)
15
의 연구

임상연구논문 두 편은 모두 安全白虎湯의 갑상

선 기능 항진증에 한 임상 유효성에 한

향 후향 연구로 변증에 한 언 이 없으

므로 제외하 다.

陰虛火動과 陰虛火旺을 같은 범주로 봤을 때 陰

虛火動과 氣陰兩虛가 각각 3회씩 가장 많이 언

되었다.그 외 변증들은 각각 1회씩 언 되었다.

체 으로 봤을 때 11편 에서 陰虛,陰不足으로

본 연구가 7편
4-8,10,14

,熱證으로 본 연구는 8편
4,7-9,11-14

이며,氣虛로 치료한 연구가 5편
6,7,10,12,14

이었다.즉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해 부분의 연구에서 주

로 寒證보다는 熱證으로 보고,實證보다는 虛證에

가깝다고 보았으며,특히 陰虛 는 氣虛이거나 氣

陰이 모두 허한 증상으로 보고 치료하 다.오장변

증으로 구분하면 心,脾,腎이 각각 2번씩 언 되었

고,肝,膽,胃가 각각 1번씩 언 되었다.그 외,사

상체질변증으로 진단하고 치료한 논문은 3편으로

그 Lee(2006)
9
,Lee(2013)

13
의 연구에서는 陽

人으로 진단하고 각각 胸膈熱證,胃受熱裏熱病 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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渴證 上消로 변증하여 치료하 으며,Lee(2010)11의

연구에서는 陰人으로 진단하고 腎受熱表熱病 鬱

狂證으로 변증하여 치료하 다.

Frequency Patternidentification

3 陰虛火動(陰虛火旺)
4,7-8
,氣陰兩虛

6,10,14

1

腎陰不足
5
,心火亢炎

8
,膽熱

14
,虛熱

12
,

陽人 胸膈熱證
9
, 陽人 胃受熱裏熱病 消

渴證 上消
13
, 陰人 腎受熱表熱病 鬱狂

證
11
,脾氣虛

7
心脾兩虛

12
,氣血虛損

12
,肝

氣鬱滯
4
,痰飮

12

Table4.ThePatternIdentificationofHyperthyroidism

5.치 료

1)한약치료

체 14편의 논문 모두 한약치료를 주요 치료법

으로 사용하 다.한 편의 논문에서 2가지 이상의

처방을 사용한 경우 모두 별개로 분류하 고,환자

증상에 따라 본 처방에서 가감한 경우에는 모두

동일한 처방으로 보았다(Table5).Park(2002)b6의

연구는 氣陰兩虛의 변증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약

재를 사용하 고 처방명이 따로 언 되어 있지 않아

제외하 다.가장 많이 사용된 처방은 安全白虎湯

으로 3회,즉 Choi(2018)15,Kim(2005)16,Lee(2018)17

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다.두 번째는 凉膈散火湯으로

2회,즉 Lee(2006)9,Lee(2013)13의 연구에서 사용되

었는데 모두 사상체질변증으로 진단한 증례로,두

사람 모두 陽人으로 각각 胸膈熱證과 胃受熱裏

熱病 消渴證 上消로 다르게 변증하 으나 처방은

동일하게 凉膈散火湯을 사용한 경우 다.그 외 나

머지 처방들은 각각 1번씩 사용되었다.

약재의 경우 체 15개 처방에서 甘草가 12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그 다음으로 白芍藥과 白朮

이 9회로 두 번째로 다용되었다.白茯苓,黃芩,當

歸,梔子,石膏은 7회,生地黃,黃芪,柴胡가 6회,山

藥,桔梗,麥門冬,知母,葛根,陳皮,生薑이 5회 사

용되었다(Table6).

Frequency Prescription

3 安全白虎湯 (Ahnjeonbaekho-tang)

2 凉膈散火湯 (Yanggyuksanhwa-tang)

1

滋陰淸肝潛陽湯 (Jaumchungganjamyang
-tang),六味地黃湯 (Yukmijihwang-tang),
淸離滋坎湯 (Chunglijagam-tang),補中益
氣湯加味 (Bojungikqi-tang-gami),淸肝
逍遙散 (Cheonggansoyo-san),補益養胃湯
(Boikyangwie-tang),地黃白虎湯(Gihwangbeakho
-tang),滋陰降火湯 (Jaeumganghwa-tang),
甲狀腺方加味(Gabsangseonbang-gami),八
物君子湯 (Palmulgunja-tang),滋陰健脾
湯加減方 (Jaeumgeonbi-tang-gagambang),
五法合一甲亢湯 (Oeobhabilgabhang-tang),
淸膽益氣湯 (Cheongdamiggi-tang)

Table5.FrequencyofPrescription



최유진⋅정 리⋅송 찬⋅김기태⋅고 흥⋅신선미

1123

Frequency Herbalname

12 甘草 (GlycyrrhizaeRadix)

9 白芍藥 (PaeoniaeRadixAlba),白朮 (AtractylodisRhizomaAlba)

7
白茯苓 (Poriacocos),黃芩 (ScutellariaeRadix),當歸 (AngelicaeGigantisRadix),梔子 (Gardeniae

Fructus),石膏 (GypsumFibrosum)

6 生地黃 (RehmanniaeRadix),黃芪 (AstragaliRadix),柴胡 (BupleuriRadix)

5
山藥 (DioscoreaeRhizoma),桔梗 (PlatycodiRadix),麥門冬 (LiriopesRadix),知母 (Anemarrhenae

Rhizoma),葛根 (PuerariaeRadix),陳皮 (CitriPericarpium),生薑 (ZingiberisRhizomaRecens)

4

牧丹皮 (MoutanCortex),熟地黃 (RehmanniaeRadixPreparat),人蔘 (GinsengRadix),升麻

(CimicifugaeRhizoma),薄荷 (MenthaeHerba),香附子 (CyperiRhizoma),大棗 (JujubaeFructus),

防風 (SaposhnikoviaRadix),白芷 (AngelicaeDahuricaeRadix),藁本 (LigusticiSinenseRadix)

3

山茱萸 (CorniFructus),澤瀉 (AlismatisRhizoma),沙蔘 (AdenophoraeRadix),石斛 (Dendrobii

Herba),天花粉 (TrichosanthisRadix),神麯 (MassaMedicataFermentata),靑皮 (CitriiUnshiu

ImmaturiPericarpium),山楂 (CrataegiiFructus),川芎 (CnidiiRhizoma),夏枯草 (PrunellaeSpica),

荊芥 (SchizonepetaeSpica)

2

五味子 (SchizandraeFructus),龜板 (ChinemydisCarapax),蓮子肉 (NelumbinisSemen),竹茹

(BambusaeCaulisInTaeniam),酸棗仁 (ZizyphiSpinosaeSemen),生乾地黃 (RehmanniaeRadix),

天門冬 (AsparagiRadix),黃柏 (PhellodendriCortex),砂仁 (AmomiFuctus),厚朴 (Magnoliae

Cortex),半夏 (PinelliaeRhizoma),麥芽 (HordeiFructusGerminiatus),黃連 (CoptidisRhizoma),

忍冬藤 (LoniceraeFolium),連翹 (ForsythiaeFructus),遠志 (PolygalaeRadix),貝母 (Fritillariae

UssuriensisBulbus)

1

甘菊 (ChrysanthemiFlos),車前子 (PlantaginisSemen),鱉甲 (TrionycisCarapax),烏梅 (Mume

Fructus),五倍子 (ChinensisGalla),枸杞子 (LyciiFructus),續斷 (LamiiRadix),枳實 (Aurantii

ImmaturusFructus),白荳蔲 (AmomiRotundusFructus),百合 (LiliiBulbus),益智仁 (Alpiniae

Fructus),木香 (AucklandiaeRadix),獨活 (AngelicaePubescentisRadix),側柏葉 (BiotaeCacumen),

木瓜 (ChaenomelisFructus),桑葉 (MoriFolium),地骨皮 (LyciiRadicisCortex),牡蠣 (Ostreae

Concha),玉竹 (PolygonatiOdoratiRhizoma),龍膽草 (GentianaeRadix),檳榔子 (ArecaeSemen),

鹿茸 (CerviPantotrichumCornu),茯神 (HoelencumPiniRadix),龍眼肉 (LonganaeArillus)

Table6.FrequencyofHerbalName

14편의 논문 12편은 탕제만 단독으로 처방하

으나,Kim(2012)
12
,Chu(2017)

14
의 연구에서는 환

산제를 추가로 복용하도록 하 다.Kim(2012)
12
의

연구는 상자가 소화불량을 호소하여 香砂平胃散

산제를 추가하 고,소화불량이 심화되면 香砂平胃

散에 정보환(정우신약)을 추가하 다.Chu(2017)
14

의 연구는 상자가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 증상

을 호소할 때에만 半夏白朮天麻湯 산제를 복용하

도록 하 으며,처방 변경 후에는 淸膽益氣湯과 한

신제약의 柴胡淸肝湯 산제를 함께 복용하도록 하

다.

Park(2002)a
4
,Kim(2002)a

5
,Lee(2006)

9
,Lee(2010)

11
,

Lee(2013)
13
,Kim(2005)

16
,Lee(2018)

17
의 연구

Choi(2018)
15
의 연구 첫 번째 상자의 경우 처방

변경 가감 없이 원방을 사용하 고,Lee(2007)
10
,

Kim(2012)
12
의 연구는 처음부터 원방에 가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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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 으며 그 뒤 처방변경이나 가감은 없었다.

체 연구 2편에서 치료 도 에 증상의 변화에

따라 가감하 는데,Park(2002)b6의 연구에서는 3

회 가감하 고,Choi(2018)
15
의 연구 두 번째 상

자는 원방에 석고를 2회 증량하 다.처방을 변경한

경우는 세 가지 연구에서 나타났는데,Kim(2002)b
7

의 연구는 증상의 변화로 1회 변경하 고,Go(2005)8

의 연구 역시 증상의 변화로 3회 변경하 으며

한 2회의 수증가감이 있었다.Chu(2017)14의 연구

는 첫 번째 처방에 한 증상의 호 이 없어 처방

을 1회 변경한 경우 다(Table7,8).

2)연구기간동안의 서양의학 치료 병행 여부

체 14편의 연구 서양의학 치료를 병행하지

않고 한약만 단독으로 사용한 연구는 8편
5-7,10,12,15-17

으로 57%를 차지하고,한약과 항갑상선제를 병행

한 연구는 4편
4,9,11,13

으로 체의 29%를 차지하

다.치료 시작 시 한약과 항갑상선제를 병행 투여

하다가 항갑상선제를 단하고 한약만 단독으로

사용한 연구는 2편8,14으로 체의 14% 다.그

Go(2005)
8
의 연구의 경우 체 치료기간 21일

입원당시부터 8일째까지만 PTU제제인 Antiroid를

사용하 으며,환자가 극 인 한방치료 원하여

항갑상선제 투여를 단하 다.Chu(2017)14의 연구

에서는 첫 번째 입원 31일간은 한약과 Methimazole

을 병행하여 사용하 고,두 번째 입원 14일간은

Methimazole로 인해 하지부종 안면부종이 심해

지는 부작용이 나타나 입원 시부터 항갑상선제를

단하 고 한약만 단독으로 투여하 다.병행 투

여한 4편의 연구 Park(2002)a4,Lee(2013)13의

연구는 Antiroid를 사용하 고 Lee(2006)
9
,Lee(2010)

11

의 연구는 Methimazole을 사용하 다(Table7,8).

3)기타 치료

한약 는 항갑상선제 병용 투여 외에 다른 치

료를 시행하지 않은 연구는 9편으로 체의 64%를

차지하 다.

침 치료를 시행한 연구는 5편으로, 체의 36%

를 차지하 다.Kim(2002)a5의 연구는 腎陰不足으

로 변증하고 腎正格(LU8(經渠),KI7(復溜)補,SP3

(太白),KI3(太谿)瀉)을 사용하 다.Kim(2002)b
7

의 연구는 행림서원의료기 25×30mm침으로 SP10

(血海),SP6(三陰交)등의 體鍼과 董氏鍼의 腎關,

地皇,火硬 등을 1일 1회,1회 15-20분 가량 유침하

다.그 董氏鍼의 腎關,地皇,火硬은 降火氣의

목 으로 사용하 다.Go(2005)8의 연구는 HT8(

府),LR2(行間),SP4(公孫),PC6(內關),KI3(太谿),

LI11(曲池),LI4(合谷),LR3(太衝)을 1일 1회,平

補平瀉하 다.Lee(2013)
13
의 연구는 우진 침구 직경

0.25mm,길이 30mm1회용 stainless호침을 사용

하 고,氣鬱證으로 단하여 자율신경기능 실조증

에 활용하는 三焦正格(TE3(中渚),GB41(臨泣)補,

TE2(液門)BL66(通谷)瀉)을 기본으로 사용하 다.

그 외에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 經穴을 추가하여 1

일 2회 자침 후 약 15분간 유침하 다.Chu(2017)
14

의 연구에서는 직경 0.25mm,길이 30mm 1회용

stainless호침(동방메디컬)을 사용하여 하루 1회

氣血調節 해 사 을 선택하여 양쪽의 LI4(合

谷),LR3(太衝)에 자침하 으며 1일 1회,약 15분

간 유침하 다.후두부 와 견갑부에 근육통을 호

소할 시 아시 을 추가하여 사용하 다.상기 5편

의 연구에서 2회씩 사용된 는 KI3(太谿),LI4

(合谷),LR3(太衝)3가지 고 그 외에는 모두 1번

씩 사용되었다.

부항과 뜸 치료를 시행한 연구는 각각 2편
7,8
으로

각각 14%를 차지하 으며 약침 치료14와 물리치료7

는 각각 1편에서 언 되었다(Table7,8).

4)치료기간

체 14편의 치료기간은 평균 49일로 최소 8일,

최 90일 이상이었다.치료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는 논문에 치료 종료일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Kim(2002)a5,Lee(2006)9,Lee(2007)10

의 연구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증상 변화에 해

서술한 날짜를 치료 종료일로 삼았고,Lee(2018)17

의 연구의 경우 연구 상이 최소 3개월 이상 외래

추 을 받은 환자를 기 으로 삼고 있으므로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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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year)

Treatment
period
(days)

Herbmedication/antithyroid
/othertreatment

Outcomemeasurement

Park
(2002)a

4 41
1.Jaumchungganjamyang-tang
2.Antiroid

1.Measurethechangeofsymptoms
in4stages(+++,++,+,-)

2.TFT(T3,T4,TSH)
3.LFT(AST,ALT)

Kim
(2002)a

5
17

(Unclear)
1.Yukmijihwang-tang
2.A-Tx(kidneyJeonggyeok)

1.TFT(T3,T4,TSH,FreeT4,Free
T3)

Park
(2002)b

6 78

1.ChinemydisCarapax,PaeoniaeRadixAlba,
TrionycisCarapax,AstragaliRadix,Nelumbinis
Semen,ZizyphiSpinosaeSemen6g,Rehmanniae
RadixPreparat,AdenophoraeRadix,Dendrobii
Herba,DioscoreaeRhizoma,PlatycodiRadix,
Poriacocos,MumeFructus,ChinensisGalla
4g,AtractylodisRhizomaAlba3g,Bambusae
CaulisInTaeniam2g

1.TFT(T3,T4,TSH,FreeT4,Free
T3)

2.Thyroidautoimmuneantibodytest
(ThyroglobulinAb,anti-microsome
Ab,TSH-ReceptorAb)

Kim
(2002)b7

8

1.Herbmedication
1)Chunglijagam-tang(4days)
2)Bojungikqi-tang-gami(4days)
2.A-Tx(acupuncture(SP10,SP6)andDong's
acupuncture)

3.Cupping
4.Moxa(CV12,CV4)
5.Physicaltherapy

1.TFT(T3,T4,TSH)

Table7.TreatmentPeriod,TreatmentMethodsandOutcomeMeasurementⅠ

이상으로 보았다(Table7,8).

5)치료효과의 평가

증상의 변화를 평가하기 한 방법은 크게 4가

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증상의 변화를 3 는 4단계로

나 어 측정하는 것으로 +++(Severe 는 重症),

++(moderate 는 中症),+(mild 는 경증),

-(elimination,improved 는 무증상)으로 분류하

다. 체 논문 5편에서 사용되었는데 Go(2005)8,

Chu(2017)
14
의 연구에서는 +++,++,+3가지 단

계로 나 었고 Park(2002)a4,Lee(2006)9,Lee(2007)10

의 연구는 4가지 단계로 나 어 측정하 는데,표

하는 방식은 조 씩 다르나 증상의 변화를 단계

를 구분하여 정리하 다는 에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 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VisualAnalogueScale(VAS)을

사용하는 것으로 역시 5편
9,11,13,16,17

에서 사용되었다.

Lee(2006)9의 연구는 첫 번째 방법과 VAS를 모두

사용하 는데,단계를 나 어 구분하는 것을 주

로 하되 기력 하와 식욕부진 증상은 따로 VAS를

사용하여 VAS의 변화사항을 그래 로 표 하 다.

Kim(2002)a5,Park(2002)b6,Kim(2002)b7의 연

구에서는 증상의 변화를 표 하기 해 증상별로 표

로 정리하여 서술하는 방식을 택하 다.Kim(2012)12

의 연구는 NumericRatingScale(NRS)를 사용하

고 Choi(2018)15의 연구는 객 으로 증상의 변화를

측정하기 해 3가지,Wayne'sIndex,Euro-QOL-5

Dimension(EQ-5D),PerceivedStressScale(PSS)

를 사용하여 증상의 변화를 나타냈다(Table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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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2005)

8 21

1.Herbmedication
1)Cheonggansoyo-san(4days)
2)Boikyangwie-tang(4days)
3)Gihwangbeakho-tang(3days)
4)Gihwangbeakho-tang-gagam(5days)
5)Jaeumganghwa-tang(2days)
6)Jaeumganghwa-tang-gagam(3days)
2.Antiroid(8days)
3.A-Tx(HT8,LR2,SP4,PC6,KI3,LI11,LI4,
LR3)

4.Cupping(UrinaryBladderMeridian)
5.Moxa(CV4)

1.Measurethechangeofsymptoms
in3stages(+++,++,+)

2.TFT(T3,T4,TSH,FreeT4)
3.Thyroidautoimmuneantibodytest
(TBII,Thyroglobulin Ab,Anti-
MicrosomeAb)

4.UltrasonographyinThyroid
5.Measureheightandweight

Lee
(2006)

9
34

(Unclear)
1.Yanggyuksanhwa-tang
2.Methimazole

1.Measurethechangeofsymptoms
in4stages(+++,++,+,-)

2.Measuregeneralweaknessandloss
ofappetiteusingVisualAnalogue
Scale(VAS)

3.TFT(T3,T4,TSH)

Lee
(2007)

10
20

(Unclear)
1.Gabsangseonbang-gami

1.Measurethechangeofsymptoms
in4stages(+++,++,+,-)

2.TFT(T3,FreeT4,TSH)
*TFT:Thyroidfunctiontest,†T3:Triiodothyronine,‡T4:Thyroxine,§TSH:Thyroidstimulatinghormone,∥AST:
aspartatetransaminase,¶ALT:alaninetransaminase,**A-Tx:acupuncturetreatment,††Ab:antibody

Author
(year)

Treatment
period
(days)

Herbmedication/antithyroid
/othertreatment

Outcomemeasurement

Lee
(2010)11

85
1.Palmulgunja-tang
2.Methimazole

1.Inbody
2.Measurepulse
3.VAS(visualanaloguescale)
4.TFT(FreeT4,TSH,TSH-Receptor
(TSI))

Kim
(2012)

12 82

1.Herbmedication
1)Jaeumgeonbi-tang-gagambang
2)Hyangsapyungwi-san(extractpowders)
3)Jeongbohwan(pillstype)

1.NRS(numericratingscale)
2.TFT(T3,T4,FreeT4,TSH)
3.Thyroidultrasonography

Lee
(2013)

13 45
1.Yanggyuksanhwa-tang
2.Antiroid
3.A-Tx(Samchojeonggyuk)

1.VAS
2.TFT(T3,FreeT4,TSH)
3.Thyroidultrasonography

Table8.TreatmentPeriod,TreatmentMethodsandOutcomeMeasurement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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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
(2017)

14 50

1.Herbmedication
1)Firsthospitalization(31days)
Oeobhabilgabhang-tang
Banhabaeckchulchunma-tang
(extractpowders)

2)Secondhospitalization(19days)
Cheongdamiggi-tang
Sihochunggan-tang(extractpowders)

2.Methimazole(firsthospitalization)
3.A-Tx(LI4,LR3andA-ShiPointforshoulderpain)
4.Hominisplacentaherbalacupuncture(ST9)

1.Measurethechangeofsymptomsin
3stages(+++,++,+)

2.TFT(FreeT4,TSH,T3)

Choi
(2018)

15 57 1.Ahnjeonbaekho-tang

1.Wayne'sIndex
2.Euro-QOL-5Dimension
3.PerceivedStressScale(PSS)
4.BMI(BodyMassIndex)
5.TFT(TSH,T3,FreeT4)
6.Thyroidautoimmuneantibodytest
(TSAb,TSH-R-Ab)

Kim
(2005)

16 60 1.Ahnjeonbaekho-tang
1.VAS(VisualAnalogueScale)
2.TFT(T3,TSH,FreeT4)
3.Thyroidautoimmuneantibodytest(TBII)

Lee
(2018)

17
More
than90

1.Ahnjeonbaekho-tang

1.VAS
2.TFT(TSH,T3,FreeT4)
3.Thyroidautoimmuneantibodytest
(TBII,TPO-Ab,TG-Ab)

*TFT:Thyroidfunctiontest,†T3:Triiodothyronine,‡T4:Thyroxine,§TSH:Thyroidstimulatinghormone,∥TSAb:
Thyroidstimulatingantibody,¶TSH-R-Ab:Thyroidstimulatinghormonereceptorantibody,††TBII:TSH binding
inhibitingimmunoglobulin,‡‡TPO-Ab:anti-thyroperoxidaseantibody,§§TG-Ab:antithyroglobulinantibody,∥∥A-Tx:
acupuncturetreatment

증상의 호 정도를 Table9에 정리하 다. 에

서술된 것처럼 논문마다 증상의 변화를 표 하는

방법이 달라서 평가방법이 동일한 논문별로 묶어

서 정리하 고,치료 종료 후 증상의 변화에 해

언 되어 있지 않는 증상은 모두 ‘Unclear(불명)’로

기재하 다.Table9에서 증상의 변화가 없는 경우

에만 bold체로 표시하 는데,Chu(2017)
14
의 연구는

다른 증상들은 뚜렷하게 호 되었으나 수부 다한증

은 치료 종료까지 변화가 없었다.Lee(2006)
9
의 연구

역시 다른 증상들은 경미한 정도로 남아 있었으나

수면장애의 경우 하루 4시간 수면에서 4-5시간 정

도의 수면으로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Kim(2002)a
5

의 연구도 부분의 증상이 호 는 완화가 있

었으나 갑상선 종 는 변화가 없이 치료가 종료되

었다.

그 외의 논문들은 모든 증상의 호 이 유의미하

게 나타났는데 증상의 변화를 단계별로 표시한 논

문에서는 치료 종료 후 부분의 증상들이 +(mild

는 경증),-(elimination,improved 는 무증상)

으로 나타났고,VAS를 사용한 논문에서는 증상의

소실 는 VAS1-2정도로 나타났다.그러나 Kim

(2005)
16
,Lee(2018)

17
의 연구의 경우 체 상자의

증상 변화에 한 평균을 표시한 것으로,VAS6-7

정도에서 5-6정도로 호 이 있었으나 평균 수치이

므로 다른 논문과 비교하기는 어려웠다.Kim(2002)a
5
,

Park(2002)b
6
,Kim(2002)b

7
의 연구를 살펴보면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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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b6의 연구에서는 모든 증상이 소실되었고,Kim

(2002)b
7
의 연구는 피로 무기력만 30%로 잔존

하고,나머지 증상은 모두 소실되었다.Kim(2002)a5

의 연구는 증상의 소실(Lossofsymptom),호

(Improve),완화(Mitigation),다소완화(SlightMitigation)

정도로 다양하게 서술되었으나,갑상선 종 를 제

외하면 모두 증상의 호 이 있었다.NRS로 평가한

Kim(2012)
12
의 연구는 진 시 제반 증상의 NRS

평균을 계산했을 때,NRS8에서 치료 종료 후 NRS

3으로 호 되었다.Choi(2018)
15
의 연구는 Wayne’s

Index를 통해 종합 인 증상의 호 도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Wayne’sIndex 수 :첫 번째 상

자 10 >-14 ,두 번째 상자 32 >2 )각 증상

별로 호 정도를 악할 수는 없었으므로 다른

논문과의 비교가 어려워 증상의 소실 여부에 해

서술한 내용을 참고로 기재하 다(Table9).

Author(year)

Clinicalsymptoms

PalpitationFatigue
Heat

intolerance
Sweating

Weight
loss

Goiter Anxiety
Sleep
disorder
(hrs)

High
appetite

Park(2002)a
4

+ Loss

Go(2005)
8

+ ++ + + Unclear + +

Lee(2007)
10

Loss Loss Loss +

Chu(2017)
14

+ + Unchanged + +

Lee(2006)
9

+ VAS2
Weight
gain

4~5

Lee(2010)11 VAS1 Loss VAS1 Weight
gain

Unclear Loss Unclear Loss

Lee(2013)
13

Loss VAS2 VAS2 Unclear Unclear

Kim(2005)
16

VAS4 VAS4 Unclear Unclear Unclear

Lee(2018)17

(Single-Tx)
VAS5 VAS5-6 VAS5-6 VAS5-6

Lee(2018)
17

(Con-Tx→
Single-Tx)

VAS4-5 VAS5 VAS5 VAS6-7

Kim(2002)a
5

Improve
Slight
improve

Slight
mitigation

Mitigation Unchanged Loss Improve Loss

Park(2002)b
6

Loss Loss Loss
Weight
gain

Loss Loss Loss Loss

Kim(2002)b
7

Loss
70%
recover

Loss Loss Loss Loss

Kim(2012)12 NRS3 NRS3 NRS3 NRS2 Weight
gain

NRS3

Choi(2018)
15
1 Loss Unclear Loss Loss Weight

gain
Loss Loss Loss

2 Loss Unclear Unclear Reduction
Weight
gain Unclear

Reduc-
tion

*VAS:visualanalogescale,†NRS:numericratingscale,‡SingleTx:startedwithAhnjeonbaekho-tangsingle
treatment,§Con-Tx→SingleTx:Combination-Tx→SingleTx,discontinueanti-thyroidaldrugandswitchtoAhnjeonbaekho-tang
singletreatment,∥Loss:lossofsymptoms

Table9.Clinical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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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한 객 인 검사로는

모든 논문에서 ThyroidFunctionTest(TFT)를 선

택하 다.각 논문에 나와 있는 한약 단독 치료

는 항갑상선제 병용 치료 시 청 내 갑상선 호르

몬 수치 변화를 비교하기 해 Table10에 정리하

다.

Park(2002)b6,Go(2005)8,Choi(2018)15,Kim(2005)16,

Lee(2018)
17
의 연구는 갑상선 자가 항체 검사도 같

이 시행하 으나,Park(2002)b6의 연구는 치료기간

간에 1회 시행하 고,3가지 항체 검사 모두 정

상범 으나 치료 검사 결과가 없어 자가 항

체에 한 한약 치료의 효과를 단하기 어려웠다.

Go(2005)8의 연구는 진 시 갑상선 자가 항체 검

사를 시행하여 진단의 목 으로 사용하 고 그 뒤

추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역시 자가 항체에

한 치료의 효과를 단하기 어려웠다.Choi(2018)
15
,

Kim(2005)16,Lee(2018)17의 연구는 安全白虎湯의 갑

상선 기능 항진증에 한 치료 효과를 규명한 논

문으로,安全白虎湯 투여 시 갑상선 자가 항체 수

치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알 수 있었으나,다

른 처방을 사용한 논문에서 치료 효과 평가를

해 갑상선 자가 항체 검사를 시행한 연구가 없어

다른 논문과의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Table10에서

는 제외하 다.Go(2005)
8
,Kim(2012)

12
,Lee(2013)

13

의 연구에서는 갑상선 음 검사를 시행하 는데

역시 진단을 한 검사로,치료 효과를 단하기

해 음 검사를 이용한 논문은 없었다.

Table10에서 기간은 치료 시작 시 는 치료를

시작한 시 과 가장 가까운 TFT검사일 부터 치

료기간 가장 마지막에 TFT를 검사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분의 논문에서 명확

하게 치료 시작 시 과 치료 종료시 에 맞춰서

TFT를 검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가장 가까운

날짜를 선택하여 수치의 변화 정도를 계산하 다.

한 논문마다 각 항목의 단 정상범 가 조

씩 달라서 비교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치료 시작

시 검사 결과에 해 변화된 정도를 백분율로 표

시하 다.Kim(2002)b7의 연구의 경우 환자가 갑

상선 수치 이상으로 보다 정 한 검진 해 8일 만

에 퇴원하면서 퇴원 당시의 TFT검사 수치가 나

와 있지 않아 치료 시작 시 검사 결과와 비교하기

어려워 Table10에서 제외하 다.

Table10에서 단기간에 가장 큰 수치의 변화를

나타낸 경우는 Lee(2007)10의 연구로,甲狀腺方加味

단독 사용으로 15일 만에 T3,FreeT4수치를 50%

정도로 감소시켰으며 TSH는 14배 이상 증가하여

3가지 모두 정상범 로 회복하 다.

모든 검사항목이 정상범 로 회복된 경우는 Table

10의 체 28가지 case 에서 5case로,Lee(2006)
9
,

Lee(2007)10,Kim(2012)12의 연구와,Kim(2005)16의

연구 1,2번 상자에서 치료 종료 후 모든 검

사항목이 정상범 로 나타났다.

한약 단독 치료와 항갑상선제를 병용 치료한 연

구를 비교해보면,한약만 단독으로 사용한 논문에

서는 Kim(2012)
12
의 연구는 4가지 검사항목에서 모

두 정상수치로 회복되었고,Kim(2002)a5,Park(2002)b6,

Lee(2007)
10
의 연구는 3가지 항목에서,Choi(2018)

15

의 연구의 첫 번째 상자는 2가지 검사항목에서

정상수치로 회복되었다.Kim(2005)
16
의 연구에서는

T3,FT4의 경우 7명에서 정상수치로 회복되었으나

TSH는 단 4명만이 정상수치로 회복하 다.그러나

항갑상선제와 병용 치료한 논문의 경우,Lee(2006)9

의 연구는 3가지 항목에서,Park(2002)a
4
,Go(2005)

8
,

Lee(2010)11의 연구는 1가지 항목에서만 정상수치로

회복되었고,Lee(2013)
13
의 연구 Chu(2017)

14
의

연구 첫 번째 입원한 경우에서는 모든 검사항

목에서 정상수치로 회복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

다.Lee(2018)17의 연구는 체 상자의 평균이 모

두 정상범 에서 벗어난 수치 으며 각 개개인의

검사수치는 언 되지 않아 알 수 없었다.

각 개별 항목을 살펴보면,정상범 로 회복되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은 TSH 다.Lee(2018)17

의 연구는 각 상자의 검사수치를 평균 낸 값의

변동이므로 제외하면,TSH가 정상범 로 회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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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year)(case) Prescription Period
Thyroidfunctiontest(TFT)

T3 T4 TSH FreeT4

Park(2002)a4
Jaumchungganjamyang-tang

Antiroid
38 72%↓ 68%↓ Unchanged -

Kim(2002)a
5 Yukmijihwang-tang 15 10%↓ 38%↓ 5fold↑ 4%↓

Park(2002)b
6

RefertoTable7 75 58%↓ 52%↓ 17fold↑
2fold↑
(40days)

Go(2005)
8

Cheonggansoyo-san
Boikyangwie-tang
Gihwangbeakho-tang

Gihwangbeakho-tang-gagam
Jaeumganghwa-tang

Jaeumganghwa-tang-gagam
Antiroid(8days)

16 34%↑ 13%↑ 67%↓ 4%↑

Lee(2006)
9 Yanggyuksanhwa-tang

Methimazole
31 44%↓ 33%↓ 330fold↑ -

Lee(2007)
10 Gabsangseonbang-gami 15 56%↓ - 14fold↑ 43%↓

Lee(2010)
11 Palmulgunja-tang

Methimazole
58 - - 40fold↑ 63%↓

Kim(2012)12 Jaeumgeonbi-tang-gagambang 81 26%↓ 38%↓ 21%↑ 39%↓

Lee(2013)
13 Yanggyuksanhwa-tang

Antiroid
17 6%↓ - Unchanged 30%↓

Chu(2017)
14

Oeobhabilgabhang-tang
Banhabaeckchulchunma-tang

Methimazole
17 - - 1.7fold↑ 5%↓

Cheongdamiggi-tang
Sihochunggan-tang

18 - - Unchanged 46%↓

Choi(2018)
15 1

Ahnjeonbaekho-tang 57
32%↓ - Unchanged 33%↓

2 45%↓ - Unchanged >37%↓

Table10.EffectsofHerbalMedicinesonHyperthyroidism

지 못한 경우는 18case로 체의 70%를 차지하

다.그 다음 FT4는 12case,T3는 10case에서 정상

범 를 회복하지 못하 고,T4는 측정한 6편 논문

모두에서 정상수치로 나타났다(Table10).

6.한약 안 성 평가

Choi(2018)15,Lee(2018)17의 연구에서 安全白虎

湯 투여 후 임상 안 성 평가 해 일반 액검사

생화학 검사를 시행하 는데 두 연구 모두 간

기능,신기능 검사지표 일반 액검사에서 유의

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모든 상자에서 정상

범 를 유지하 다.

Park(2002)a4의 연구에서는 입원당시 검사 상

Aspartatetransaminase(AST) 50 U/L,Alanine

transaminase(ALT)95U/L로 간 기능 장애를 동

반하 으나,38일 후 간 기능 검사 결과 상 AST

26U/L,ALT34U/L로 한약과 항갑상선제를 병

행하여 치료하 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정상수치로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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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2005)
16

1

Ahnjeonbaekho-tang 60

5%↓ - 35%↑ 0.7%↓

2 30%↓ - 60fold↑ 3%↑

3 48%↓ - 7%↓ 5%↑

4 44%↓ - 2fold↑ 39%↓

5 27%↓ - 57%↑ 39%↓

6 37%↓ - 60%↑ 51%↓

7 51%↓ - 20%↓ 48%↓

8 16%↓ - 2fold↑ 53%↑

9 99%↓ - 18fold↑ 23fold↑

10 9%↓ - 73%↓ 10%↑

11 54%↓ - 52fold↑ 25fold↑

12 99%↓ - 8fold↑ 30fold↑

13 51%↓ - 5fold↑ 67%↑

Lee(2018)
17

(Single-Tx)
Ahnjeonbaekho-tang >90

30%↓ - 2fold↑ 40%↓

Lee(2018)
17

(Com-Tx→SingleTx)
19%↑ - 32%↑ 10%↑

-Ifthelasttestresultreturnstonormalrange,itismarkedinboldtype.
*T3:Triiodothyronine,†T4:Thyroxine,‡TSH:Thyroidstimulatinghormone,§Period:theperiodfromtheearliest
TFTtestdatetothelastTFTexaminationofthetreatmentperiod,∥SingleTx:startedwithAhnjeonbaekho-tang
singletreatment,¶Con-Tx→SingleTx:Combination-Tx→SingleTx,discontinueanti-thyroidaldrugandswitchto
Ahnjeonbaekho-tangsingletreatment
**RefertoTable7:ChinemydisCarapax,PaeoniaeRadixAlba,TrionycisCarapax,AstragaliRadix,Nelumbinis
Semen,ZizyphiSpinosaeSemen6g,RehmanniaeRadixPreparat,AdenophoraeRadix,DendrobiiHerba,Dioscoreae
Rhizoma,PlatycodiRadix,Poriacocos,MumeFructus,ChinensisGalla4g,AtractylodisRhizomaAlba3g,Bambusae
CaulisInTaeniam2g

Ⅳ.고 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원인 가장 흔한 그

이 스병은 갑상선 여포세포에 치한 갑상선 자

극호르몬(Thyroidstimulatinghormone,TSH)수

용체에 한 자가 항체가 갑상선을 자극하는 자가

면역성 갑상선 질환으로 매년 10만 명당 20-30명의

이환율을 가지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표 인

질환이다18.

치료는 항갑상선제,방사성요오드(I-131),갑상

선 제술 3가지 치료 방법 의사와 환자가 충분

히 상의하여 환자가 선호하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우리나라는 97.1%의 의사가 항갑상선제를 첫 치료

방법으로 선택하여 항갑상선제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항갑상선제의 종류로는 주로 Methimazole

는 propylthiouracil(PTU)를 사용하는데,PTU는

무과립증, 격성 간염을 일으킬 수 있고 작용시간

이 짧으나,Methimazole은 상 으로 한 부작

용의 험도가 낮고,PTU보다 작용시간이 길어 하

루 한번 투여가 가능하므로 Methimazole에 한

선호도는 85.5%에 이를 정도로 압도 으로 높다
2
.

Methimazole이 한 부작용의 험도는 낮으

나 약 12-18개월 이상 지속 으로 복용해야 한다는

12-18개월간 복용한다고 하더라도 해율이

20-30% 정도로 낮다는 ,치료 후에도 TSH수용

체 항체의 역가가 지속 으로 높으면 재발율이 높

다는
2
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한 호르몬

치료의 안으로서 한의학 치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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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한 한의

학 치료 정립 연구 방향에 해 고찰하기

해 2000년 이후 국내 한의학 임상연구논문 14편을

상으로 분석하 다.

체 14건의 임상연구 증례보고논문이 12편,

임상연구논문이 2편이었고 임상연구논문 2편 1

편은 향 ,다른 1편은 후향 연구 방법을 채택한

논문이었다.증례보고논문 11편은 모두 상자가 1명

이었고,나머지 1편은 상자가 2명이었으며,임상

연구 논문은 각각 13명,89명을 상으로 하 다.

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20-60 가 92%

를 차지하고 성별은 여성의 비율이 71.3%로 높게

나타났는데,이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의 85%

가 20-60세에 발병하고 특히 여성에서 호발 한다는
1에서 본 연구에서도 실제 이 질환의 역학 특

성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유병기간은 평균 22

개월로 최단 기간은 1개월,최장 기간은 96개월이

었다.

체 상자 115명 서양의학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상자는 102명으로,질환발병 후 서

양의학 치료방법을 첫 치료방법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부분의 환자가 서양의학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증상이 호 되지 않거나,부

작용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차 으로 한의학 치료

방법을 안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02명 제시되지 않은 4명을 제외하면,항갑상선제

치료를 받는 상자가 97명으로 체의 95%를 차지

하 고 방사성 요오드제 치료를 받는 상자는 1명

이었다.복용하는 항갑상선제 종류로는 Methimazole

이 7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서양의학 치료를 받지 않은 상자를 살펴보면

Kim(2002)b
7
의 연구의 경우 처음에 Upperrespiratoy

infection(URI)로 진단받고 그에 한 양약 치료만

받은 경우로 항갑상선제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Lee(2007)10의 연구는 병원서 처음 T3 독

증으로 진단받고 양약 사용 없이 한약으로만 치료

한 경우이고,Choi(2018)15의 연구에서 첫 번째

상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진단받았으나 양

약 복용을 하지 않은 경우 다.Kim(2005)
16
의 연

구의 경우,13명 4명이 내원 당시 항갑상선제를

복용하지 않는 상태 다.그 3명은 의사의 동의

없이 항갑상선제를 복용 단한 경우 고,1명은

항갑상선제의 부작용으로 인해 복용하지 않는 상

태 다.Lee(2018)17의 연구에서 복합군 61명은 모

두 내원 당시 항갑상선제를 복용 이었고,단일군

28명 18명은 항갑상선제 치료를 받다가 임상증

상 미개선(14명) 부작용(4명)으로 치료를 단

하 으며 7명은 Graves'disease로 처음 진단을 받

은 경우로 서양의학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 다.

나머지 3명은 방사선요오드 요법을 거부한 경우

는데 그 에 다른 서양의학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다.

서양의학 치료를 받은 102명 24명에서 항

갑상선제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그 16명

은 부작용에 해 구체 으로 언 되어 있지 않았

다.8명 2명은 기존에 있던 갑상선 기능 항진증

증상이 악화되었고 6명은 인후통,두통,호흡곤란,

두드러기,간 기능 이상,피부 발진,백 구 감소증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임상 증상을 분석하면 상자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심계로 115명 60명에서 나타났

다.그 다음 피로,무기력이 46명,열감 열불내

성이 42명으로 각각 두 번째,세 번째를 차지하

다.그 외에 다한이 23명,체 감소가 20명에게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서울 학교병원 갑상선클

리닉에서 조사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주요 증상

의 빈도’에서 열불내성과 피로가 93%,심계항진이

91%,발한이 89%로1 부분의 환자들에게 주요 증

상으로 나타났다는 에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변증이 제시된 11편의 증례보고논문에 나타난

변증을 종합하면 부분의 연구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해 ‘寒證보다는 熱證,實證보다는 虛證

에 가까운 질환으로 특히 陰虛 는 氣虛이거나

陰과 氣가 모두 虛한 질환’으로 보고 치료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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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모든 논문에서 한약 치료를 주요 치료법으로 사

용하 는데,가장 많이 사용된 처방은 安全白虎湯

으로 3회 사용되었고,두 번째로 凉膈散火湯이 2회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처방은 모두 1회씩 사용되었

다.이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임상증상이 주로

심계항진,열불내성,발한 등으로 나타난다는 에

서 에서 제시된 변증 ‘熱證’으로 볼 수 있으므

로,不惡寒,反惡熱인 陽明病의 범주로 보고 陽明

經證의 肌肉之熱을 소통,발산시킬 수 있는 淸法을

용한 安全白虎湯이나17胃熱을 직 으로 식

주며 높은 부 에 있는 火氣를 날려주는데 을

맞춘 소양인 上消에 사용하는 凉膈散火湯19과 같은

처방들이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약재는 甘草

가 12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두 번째로 白芍

藥,白朮이 9회 사용되었다.白茯苓,黃芩,當歸,梔

子,石膏가 7회,生地黃,黃芪,柴胡가 6회 사용되었

다.연구기간동안 한약을 단독으로 사용한 연구는

8편,서양의학 치료를 병행한 연구는 4편,치료

시작 시 병행 투여하다가 항갑상선제 투여를 단

한 경우는 2편으로 나타났다.한약이나 항갑상선제

외에 다른 치료도 병행한 연구는 총 5편으로 그

침 치료 5편,부항과 뜸 치료가 각각 2편,약침 치

료와 물리치료가 각각 1편으로 나타났다.

치료기간은 평균 49일로 나타났으며 최소 8일,

최 90일이었는데,이는 Methimazole투여 시 최

소 12-18개월을 투여기간으로 잡아야 하며 치료 후

에도 해율이 20-30%라는 에서 항갑상선제 치

료와 비교했을 때 한약 치료 는 한약과 항갑상

선제 병행 치료가 훨씬 효과 인 치료방법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치료 효과에 한 평가는 증상에 한 평가와

갑상선 호르몬 수치에 한 평가인 TFT로 나 어

분석하 다. 상자들의 증상 변화에 한 평균을

VAS로 나타낸 Kim(2005)16,Lee(2018)17의 연구를

제외하면 증상을 단계별로 정리한 논문에서는

부분 +(mild 는 경증) 는 -(elimination,improved

는 무증상)으로 나타났고,VAS를 이용한 논문은

증상의 소실 는 VAS1-2로 경미하게 남아있는

상태 으며,증상을서술하여 표로정리한 Kim(2002)a5,

Park(2002)b
6
,Kim(2002)b

7
의 연구 역시 부분의

증상이 소실 는 호 된 상태로 치료가 종료되었

다.Kim(2012)
12
의 연구는 평균 NRS8에서 NRS3

정도로 증상의 호 이 나타났다.

모든 연구에서 부분의 증상이 소실 는 호

된 반면,TFT검사 상 모든 수치가 정상화된 경우

는 Table10의 체 28가지 case 에서 5case로

Lee(2006)9,Lee(2007)10,Kim(2012)12의 연구

Kim(2005)
16
의 연구 1,2번 상자가 이에 해당

하 다.이 4case는 한약만 단독으로 사용한 경

우 고,Lee(2006)
9
의 연구만 유일하게 한약과

Methimazole을 병행하여 치료한 경우 다.한약만

단독 사용한 경우에는 TFT 검사항목에서 3가지

이상 정상범 로 회복된 이스가 부분이었으나,

한약과 항갑상선제를 병행 치료한 경우에는 부

분 검사항목 0-1가지만 정상범 로 회복된 것을

알 수 있었다.

TFT검사 항목 각각을 살펴보면,치료 종료 후

에도 정상범 에서 벗어난 항목은 TSH가 17case로

체의 74%를 차지하 으며,FT4는 14건,T3는 12

건에서 정상범 에서 벗어났고,T4는 측정한 논문

6편 모두에서 정상수치로 나타났다.이는 해율을

높이고 재발율을 낮추기 해 서양 의학 으로는

치료 종료의 지표를 청 TSH와 TSH 수용체 항

체의 정상화로 삼는다는 에서
1
, 부분의 논문에

서 상자의 증상은 소실되거나 호 되었으나,한

방치료의유효성을평가하기에는부족하다.Chang(2010)

의 연구20를 살펴보면 TraditionalChineseMedicine

(TCM)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효과가 있다는 것

을 증명하기 해, 상자의 임상증상과 갑상선 기

능 검사를 3년간의 치료기간 치료 종료 후 3년

까지 추 검사하고 치료기간 동안 부작용도 없었

음을 증명하 다.이와 같이 한방 치료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증상이 소실되거나 정상 T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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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때까지 4-6주마다 검사하고,정상화 후에도

2-3개월마다 지속 인 추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를 해서는 환자들이 장기간 한약을 복

용할 수 있도록 환산제로 개발하여 복용의 간편화

도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2000년 이후 국내 한의학 논문 갑

상선 기능 항진증에 한 임상연구를 심으로 분

석하고 정리하 다.이 연구를 통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한 한의학 치료가 서양의학 치료

와 비교하여 부작용은 없으면서 치료기간을 단축

시키고,임상 증상 TFT검사수치에 해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 지 까지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한 연구가 단 14편이며,총 상자가 115명으로

상자 수 연구 수가 매우 었다. 한 14편

12편의 연구가 증례보고논문이고,2편만이 임상

연구논문이었다는 에서 임상연구수가 매우 고,

그 RCT논문은 하나도 없다는 에서 본 연구

가 데이터의 규모 질의 면에서 매우 부족하여

추후 규모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Ⅴ.결 론

1.본 논문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한 국내 한

의학 임상 연구를 주제로 하는 연구 14편을 분

석하 다.그 증례보고가 12편,임상연구가 2

편이었다.

2. 상자의 평균 나이는 39세,여성이 71.3% 고

20-60 가 92%를 차지하 으며 평균 유병 기간

은 22개월이었다.

3.115명의 상자 서양의학 치료를 받은 경

험이 있는 상자가 102명으로 부분이 서양의

학 치료를 첫 치료방법으로 선택하 고 그

24명에서 부작용이 나타났다.

4.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한 변증은 陰虛火動이

3회,氣陰兩虛가 3회로 나타났다.

5.한약 치료는 安全白虎湯을 사용한 논문이 3편으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凉膈散火湯이 2편에서

사용되었다.

6.한약을 단독으로 사용하여 치료한 연구가 항갑

상선제와 병행하여 사용한 연구보다 증상 호

TFT검사 수치 회복에 뚜렷한 효과를 나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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