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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소아 갑상선 안병증의 발생 빈도 및 임상양상
Incidence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ediatric Thyroid Associated
Ophthalmopathy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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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Dong-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san, Korea

Purpose: To investigate the incidence of pediatric thyroid associated ophthalmopathy (TAO) in Korean, compared diagnosed
TAO group and non-diagnosed TAO group to evaluat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ediatric TAO.
Methods: We retrospectively analyzed the medical records (ophthalmic examination, thyroid function test) 84 patients who visited ophthalmology outpatient clinic for evaluating TAO after diagnosed thyroid disease in pediatric department from July 2008 to
July 2018. We compared thyroid function test diagnosed TAO group and non-diagnosed TAO group.
Results: Among 84 patients, 28 patients (33.3%) were diagnosed with TAO. None of the patients diagnosed with TAO had severe ophthalmic complication including diplopia, vision loss, visual field defect, decreasing color vision. Compared thyroid function test in two group (TAO vs. non-TAO), TSH (p = 0.07), free T4 (p = 0.07), and Tg-Ab (p = 0.3)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wo groups. But TAO group showed high levels of TRAb and showed meaningful differences in statistically
(p = 0.01).
Conclusions: The incidence rate of pediatric TAO in Korean was 33.3%. Require screening of TAO when diagnosing pediatric
thyroid disease. TAO group showed high TRAb level compared with non-diagnosed TAO group. Children with high TRAb level
needs attention and regular follow up.
Ann Optom Contact Lens 2019;18(4):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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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안병증(thyroid associated opthalmopathy, TAO)

1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소아에서 TAO는 성인보다 흔하

은 갑상선 질환에서 발생하는 안와의 염증성 질환으로 경

지 않다고 알려져 있으며, 10만 명당 1.7명에서 3.5명 정도

미한 눈꺼풀 뒤당김만 나타나기도 하지만 안구돌출, 외안

로 알려져 있다.2,3

근 비대 등 해부학적 변화로 인한 복시 등과 같은 기능적

앞선 연구4에서 TAO 환아의 임상적 특징에 대해 밝힌

문제, 압박 시신경병증으로 인한 시력 소실도 야기할 수 있

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경과 관찰한 임상 특징과 TAO를

는 질환이다. 성인에서 TAO는 연간 10만 명당 15-20명이

진단받은 환아와 진단받지 않은 환아에서 임상적 특징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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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TAO 감별을 위해 내원한 환아들을 대상으로 우리
나라 소아 TAO 환아의 발생률을 조사하고 TAO를 진단받
은 환아와 진단받지 않은 환아를 비교해 소아 TAO의 임상
양상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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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방법

결

과

2008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동아대학교병원 소아과

갑상선 질환을 진단받은 84명의 환아 중 28명(33.3%)이

에서 갑상선 질환 진단 후, TAO의 확인을 위해 안과 외래

TAO로 진단받았다. 소아과에서 갑상선 질환을 진단받은

에 내원한 18세 이하의 84명의 환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즉시 안과 외래 내원 후 TAO를 진단받은 경우가 17명, 소

연구는 헬싱키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을 준수해 본원

아과 외래에서 경과 관찰하던 중 환자가 안과적 증상을 호

의 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소하여 안과 초진 후 TAO를 진단받은 경우가 6명, 소아과

의 승인 아래 진행되었다.

초진 후 안과 진료를 처음 받고 TAO가 없다고 진단받았으

TAO의 확인을 위해 모든 환아에서 안과적 문진, 갑상선

나, 경과 관찰 중 TAO가 발생한 경우가 4명 있었다. 안과

질환의 유형, 갑상선 질환의 유병 기간, 최대교정시력검사,

외래 진료 후 안구돌출 증상으로 소아과에 의뢰되어, 갑상

안압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안구돌출검사, 외안근운동검

선 기능검사 후 갑상선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도 1명 있었다.

사, 복시검사와 안저검사를 시행하였다. 외안근 비대가 의

TAO를 진단받은 환아의 남녀 비율은 1:6, 평균 나이는

심되는 환아를 대상으로는 안와 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하

12.2 ± 5.7세, 소아과에서 갑상선 질환을 진단받았을 때의

였다. 소아과에서 갑상선 질환의 확인을 위해 시행한 갑상

평균 나이는 11.2 ± 6.3세였다. 갑상선 질환 진단 후 TAO

선 기능검사 항목인 갑상선 자극 호르몬(thyroid stimulating

로 진단받기까지의 평균 기간은 7.0개월(즉시-63개월)이었

hormone, TSH), free T4,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용체(thyroid

다. TAO를 진단받은 환아 중 그레이브병은 16명, 하시모토

stimulating hormone receptor antibody, TRAb), 항티그로글

갑상선염은 12명, TAO를 진단받지 않은 환아에서 그레이

로불린 항체(anti-thyrogolubin antibody, Tg-Ab)를 후향적

브병은 36명,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20명이었다(Table 2).

으로 검토하였다.

TAO를 진단받은 환아에서 평균 최대교정시력은 우안

TAO를 진단받은 환아를 대상으로 임상 증상과 Mourtrits

1.0, 좌안 1.0으로 시력 저하 소견은 없었고 한 명의 환아에

의 임상 활동도(cilinical activity score, CAS)를 측정하였다

서 약간의 시야 결손 의심 소견이 관찰되었다. 그 외 색각

(Table 1). TAO를 진단받지 않은 환아와 진단받은 환아의

이상, 운동장애, 복시, 안저 이상은 없었다. 평균 안압은 우

갑상선 질환의 유형, 갑상선 질환의 유병 기간과 갑상선 기

안 14.2 mmHg, 좌안 14.4 mmHg로 정상 범위였으며, TAO

능검사 항목을 비교하였다.

를 진단받지 않은 환아에서도 평균 우안 14.5 mmHg, 좌안

통계분석은 Pearson chi-square test, t-test, Mann-Whitney

14.3 mmHg로 두 군의 차이는 없었다. 평균 안구돌출값은

U test를 이용하였으며, SPSS version 18.0 for windows (SPSS

TAO를 진단받은 군에서 우안 17.2 mm (14.5-21.5mm), 좌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 수준

안 17.0 mm (14-20.5 mm), 진단받지 않은 환아에서 평균

은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로 하였다.

안구돌출값은 우안 15.0 mm (11.5-20.5mm), 좌안 14.9 mm
(11.5-19 mm)로 TAO 환자군에서 안구돌출정도값이 큰 것

Table 1. CAS
CAS
For initial CAS, only score items 1-7
1. Spontaneous orbital pain
2. Gaze evoked orbital pain
3. Eyelid swelling that is considered to be due to active Graves' orbitopathy
4. Eyelid erythema
5. Conjunctival redness that is considered to be due to active Graves' orbitopathy
6. Chemosis
7. Inflammation of caruncle or plica patients assessed after follow-up can be scored out of 10 by including items 8-10
8. Increased of > 2 mm proptosis
9. Decreased in uniocular ocular excurion in any onte direction of > 8
10. Decreased of acuity equivalent to 1 Snellen line
A score of more than four points suggests an active phase of ophthalmopathy.
CAS = clinical activity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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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mographics of patients
TAO

Non TAO

p-value

1:6

1:7

0.78

*

Age diagnosed with thyroid dysfunction (years)

11.2 ± 6.3

12.1 ± 4.2

0.31

†

Age diagnosed with thyroid associated ophthalmopathy (years)

12.2 ± 5.7

Patient characteristic
Sex (M:F)

Duration after diagnosis thyroid dysfunction to TAO (months)

7.0 (0-63)

-

-

-

-

Thyroid disease type

0.52

Graves’ disease

16

36

Hashimoto’s thyroiditis

12

20

*

Values are presented as ratio, mean ± standard deviation, mean (range), or number.
TAO = thyroid associated ophthalmopathy; M = male; F = female.
*
†
Pearson chi-square test; Mann Whitney U test.

Table 3. Thyroid function test
Patient characteristic

TAO

Non TAO

p-value

T3 (ng/mL)

2.05 ± 0.94

1.52 ± 1.73

0.09

Free T4 (ng/dL)

2.73 ± 2.11

1.71 ± 0.89

0.07

Thyroid stimulating hormone (ulU/mL)

1.93 ± 6.53

5.32 ± 4.70

0.07

Thyroid stimulating hormone receptor antibody (U/I)

115.39 ± 87.22

53.59 ± 44.12

0.01

Anti-thyrogolubin antibody (IU/mL)

362.10 ± 287.02

200.31 ± 249.73

0.30

*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TAO = thyroid associated ophthalmopathy.
*
Mann Whitney U test.

을 알 수 있었다.
임상 특징으로 눈꺼풀 부종이 24명(85.7%), 눈꺼풀 후퇴

Table 4. Treatments of TAO patients
Treatment

Patient
23 (82.1)

이 가장 많았다. 안구돌출은 23명(82.1%)에게서 관찰되었

Conservative treatment (artificial tears, therapeutic lens)

으며, 결막 충혈이 16명(57.1%), 표재성 점상 각막염이 3명

Medical treatment (steroid therapy)

2 (7.1)

(10.7%)이었다. 안와 컴퓨터단층촬영은 37명을 대상으로

Radiotherapy

0

Surgical treatment (lid surgery)

3 (10.7)

20명(71.4%), 눈꺼풀 내림지체 6명(21.4%) 등 눈꺼풀 증상

이루어졌으며, 외안근의 비대 및 변화가 관찰된 경우는 16명
(57.1%)이었다. TAO 환아의 평균 CAS는 1.37이었다.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AO = thyroid associated ophthalmopathy.

소아과 초진 시 시행한 갑상선 기능검사 항목을 TAO를
진단받은 환아와 진단받지 않은 환아에서 정량화하였다.
TAO 환아의 평균 갑상선 기능검사값은 각 TSH 1.93 ±

으며, 스테로이드 치료가 2명(7.1%)에서 시행되었고, 방사

6.53 ulU/mL, free T4 2.73 ± 2.11 ng/dL, TRAb 115.39 ±

선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없었다. 눈꺼풀 후퇴로 인한 각막

87.22 U/I, Tg-Ab 362.10 ± 287.02 IU/mL였으며, TAO를

노출 소견 및 양안 크기 차이로 인해 미용상의 목적으로

진단받지 않은 환아의 갑상선 기능검사값은 TSH 32.00 ±

3명(10.7%)에서 수술적 치료로 눈꺼풀 후퇴 교정술을 시행

4.70 ulU/mL, free T4 1.71 ± 0.89 ng/dL, TRAb 53.59 ±

하였다(Table 4).

44.12 U/I, Tg-Ab 200.31 ± 249.73 IU/mL였다. 두 그룹에
서 TSH (p = 0.07), free T4 (p = 0.07), TgAb (p = 0.3)는

고

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TRAb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p = 0.01) (Table 3, Mann-Whitney

갑상선 안병증은 안구와 안와 조직의 염증성 질환으로

U test). 대상 환아의 치료로 인공눈물 및 치료용 렌즈 처방

소아 환자들에게서 발생 시 시력 영향뿐만 아니라 안구 증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대부분 23명(82.1%)이었

상과 외모의 변화로 인해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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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5,6 성인과 비교하여 소아에서

생하지 않은 환아와 발생한 환아에서 비교하였을 때 TSH,

갑상선 안병증의 발생은 흔하지 않고, 임상적 증상이 미미

free T4, TgAb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아에서 갑상선 안병증에 대한 연

았으나 TRAb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Ponto et al9와

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갑상선 안병증의 발생에 관한 이

Dragan et al10은 성인의 그레이브스병에서 TRAb 측정치와

전의 연구들에서 소아 TAO 발생 빈도는 29.2-53.0%로 다

TAO의 관한 연관성을 보고한 바가 있다. Chua et al7은 소

2,3,7

양하였다.

본 연구에서 TAO의 발생 빈도는 33%로 앞선

아의 그레이브스병에서 TRAb와 TAO가 관련성이 있어
TRAb가 높을수록 TAO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TAO가 있

연구와 유사하였다.
시력, 안압, 안저 및 색각 검사상 특이 소견을 보인 환아
는 거의 없었으며, 1명의 환아에서 시야 결손이 의심되는

는 소아에서 갑상선 질환의 잦은 재발과 짧은 첫 번째 관해
기를 가진다고 하였다.

소견만 관찰되었다. TAO의 임상활동도를 나타내는 CAS는

TAO를 진단받은 환아 28명 중 16명이 그레이브스병이

1.37로 낮게 나타났으며 CAS 4점 이상을 보이는 환아는 없

었으므로 TAO를 진단받은 그룹에서 TRAb가 진단받지 않

7

었다. Chua et al 의 연구에서 소아 TAO 환아의 CAS는

은 그룹보다 의미있게 높게 나타난 것 역시 앞선 연구들과

1.44 ± 1.28로 측정되었으며, 소아 환아에서 CAS는 성인과

같은 결과를 보인다. TSH 수용체는 갑상선과 안와 조직에

비교해 높지 않다고 하였다. 소아 TAO의 활성도는 높지 않

분포한다. 그레이브스병에서 TRAb에 의해 자가 면역 기전

은 양상을 한국인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눈꺼풀 부종

이 발병되면 염증 세포들의 활성과 히알루론산의 축적, 안

이 24명(85.7%), 눈꺼풀 후퇴 20명(71.4%), 눈꺼풀 내림지

와의 지방세포들의 팽창으로 안와 결합조직의 변형과 섬유

체 6명(21.4%)으로 안검 증상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

화를 초래하게 된다.11,12 이런 기전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에

로 미약한 안구돌출, 각막증상 등이 있었다. 소아 TAO 환

13
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Kahaly et al 은 TAO를 동반

아들의 Hertel 측정과 안구돌출에 관해서는 앞선 연구4에서

한 성인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아와 TAO를 동반하지 않은

자세히 논의한 바가 있다. TAO 진단받은 환아들과 진단받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아를 비교하였을 때 의미있게 TRAb

지 않은 환아들에서 양안 측정값은 차이가 있었으며 TAO

가 증가하였으며, TAO 정도가 심할수록 TRAb 수치가 더

환아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아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확인할 수 있었다. 임상양상은 경미하고 심각한 합병증을

3명의 환아에서 눈꺼풀 후퇴교정술을 시행하였으나 대부
분 환아들에서 인공눈물약 점안과 같은 보존적 치료만으로
유지되었다. 이전의 연구와 동일하게 성인과 비교하였을때
임상양상 발현이 경미한 것을 확인하였다.

남기지는 않았으나 TAO를 진단받은 환아에서 의미있게 증
가한 TRAb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TAO는 안와 변형, 시력 저하, 복시와 같은 합병증을 초
래할 수 있는 질환으로 소아에서는 그 임상양상이 경미하

Acuna et al3은 갑상선 질환의 진단과 TAO의 발생 시점

고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적다. 하지만 소아 환

이 가까운 것을 보고하였는데, 그들은 이 두 질환이 0-6개

아에서 TAO가 발생 시 안구 증상과 외모 변화로 인해 성

월 사이에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갑상선 질환을 진단받은

장기 아동에게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아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첫 증상이 안증상이라고 하였다. Chua

직 국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아 TAO에 대한 연구

7

et al 은 소아 갑상선 질환의 연구에서 갑상선 질환 진단 후

는 충분하지 않다. 본 연구는 소아 TAO의 임상양상과 발생

한 달 이내 TAO를 진단받은 환아가 가장 많았다고 하였다.

률을 10년간 장기적으로 경과 관찰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이는 안와와 갑상선에 자가 면역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있다. 소아 갑상선 질환의 진단 시 TAO에 대한 스크리닝

7,8

함께 발생한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갑상선 질

환을 진단받고 TAO를 진단받기까지의 평균 기간은 7.0개

및 정기적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TRAb가 높은 환아에서 TAO 발병의 주의를 요한다.

월(즉시-63개월)이었다. 3차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특성상 1차나 2차 의료기관에서 3차 의료기관으로 의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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