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환자의학회지：제 25 권 제 3 호 ■종 설■
Vol. 25, No. 3, September, 2010 / DOI: 10.4266/kjccm.2010.25.3.123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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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disease or trauma progresses to a critical state, the reaction of the endocrine system in creating homeostasis 

is essential for survival. The association between the severity of hormonal changes and outcome in terms of morbid-

ity and mortality has led to the challenge of development of several endocrine treatments. During sepsis, nitric ox-

ide-mediated apoptosis is observed in the neurons and glial cells of the cerebrovascular centers of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It is probably one of the components of the circulatory dysfunction of sepsis. The regulation of dif-

ferent organs was neither linear nor independent however organs were found to behave as biological oscillators cou-

pled to each other through neurological or hormonal communication pathways. Sepsis, because of systemic in-

flammatory responsive syndrome, disrupts these communication pathways and leads to organ failures. Endocrine hor-

monal issues related to the intensive care setting are common challenges to ICU specialists. Disruptions of the en-

docrine system in sepsis are characterized by 1) an increase in cortisol plasma levels with a loss of the circadian 

rhythm of its secretion; 2) hyperglycemia due to insulin resistance and rise in hyperglycemic hormones secretion; 3) 

relative vasopressin deficiency; and 4) euthyroid sick syndrome or non-thyroidal illness syndrome. This article dis-

cusses the dynamic changes of four main endocrine axes: 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 insulin, vasopressin and 

thyroid during grave states of disease, when a patient is in critic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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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환자실의 일부 환자들은 집 인 치료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약 30%의 환자는 만성 경과를 취하고, 원인질환의 

악화와 더불어 다발성 장기 부 (multiorgan failure)이나, 

양상태의 불균형, 감염 질환의 합병, 염증이나 액응고 상

태의 악화 등을 경험하며 이로 인하여 약 20%에서는 사망

한다.1) 증패 증에서는 신경호르몬계통 장애로 인하여 생

명 유지에 필수 인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hypothala-

mic-pituitary-adrenal axis, HPA axis)의 항상성(homeostasis) 결

여로 상  부신기능부 (relative adrenal insufficiency),2) 정

상 갑상샘 기능 고티록신 증(sick euthyroid syndrome),3) 그

리고 상  바소 신(vasopressin) 결핍을4) 래한다고 알

려져 있다. 한, 심한 스트 스 상황에서 비교  흔하게 

찰되는 고 당(hyperglycemia)은 기  질환의 증도  

후와 련이 있으며, 이는 응 호르몬(counterregulatory 

hormones)과 염증성 시토카인(proinflammatory cytokine)  

산화 스트 스(oxidative stress) 등이 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극심한 스트 스 상황 특히 증 질환에서 나타나는 호

르몬의 변화는 신체의 이화 작용(catabolic metabolism)이나 

압 유지와 같은 신체의 항상성(homeostasis) 유지를 한 

일련의 반응으로 생존을 한 필수  반응이다. 이러한 호

르몬의 농도 변화는 환자의 후나 진단에 요한 근거를 

마련해 주기도 하며, 면역 하나 이화 작용의 향을 단

하는데 도움이 된다. 때문에 성 스트 스 상태 혹은 증 

질환에서 호르몬의 역동 인 변화를 이해하고 한 처치

를 한다면 환자의 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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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환자에서 흔히 찰되는 주요한 4가지의 내분비계 

축인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 인슐린, 바소 신(vas-

opressin), 갑상선의 반응과 기타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 

등에 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본      론

1)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

  시상하부의 코르티코트로핀분비호르몬(corticotropin releas-

ing hormone, CRH)은 뇌하수체(pituitary gland)의 부신겉질자

극호르몬(adrenocorticotropic hormone, ACTH) 분비를 조 하

여 부신겉질에서 코르티솔(cortisol)을 생산한다.5) 정상 으로 

코르티솔은 하루변이(diurnal variation)에 따른 분비와 음성

되먹임(negative feedback)에 의해 조 된다. 코르티솔의 90% 

이상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결합 로불린(corticosteroid bind-

ing globuilin, CBG)이나 알부민과 같은 단백질에 결합하기 

때문에, 코르티솔의 작용은 주로 단백 비결합 형태인 유리

호르몬(free hormone)에 의존 이다.6) 성 질환이나 증외

상 상태에서 코르티솔 분비의 하루변이는 상실되고, CRH나 

ACTH 분비의 증가, 코르티솔 분비의 음성되먹임 억제

(inhibition) 혹은 항(resistance)으로 인하여  코르티솔

은 증가한다.5-7) 한 종양괴사인자(tumor necrosis factor, 

TNF)와 형질 환성장인자(transforming growth factor-β, 

TGF-β)와 같은 시토카인(cytokine)은 코르티솔 생산을 유도

하고 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glucocorticoid receptor)의 

수와 친화도(affinity)를 증가시킨다.8) CBG는 엘라스타아제

(elastase)에 의한 분할(cleavage)과 단백 비결합 유리 코르티

솔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9-12)

  극심한  코르티솔의 양극성 변화는 증 환자의 사

망률 증가와 련이 있다고13,14)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 

HPA 축의 항상성과  코르티솔의 균형은 증 환자를 

리하는데 있어 매우 요한 쟁 이라 생각된다. 코르티솔

의 상승 정도는 스트 스의 심한 정도를 반 하며, 스트

스에 비해 충분치 못한 농도의 부신겉질호르몬 분비 상태

를 상  부신기능부 (relative adrenal insufficiency, critical 

illness-related corticosteroid insufficiency, CIRCI)으로 정의한

다.15) 성 질환의 스트 스 상황에서 증가한 코르티솔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의 사를 통하여 에 지를 축 하

고 염증반응을 조 하여 과도한 염증을 방지하고, 체액의 

체내 류를 유도하여 카테콜라민(catecholamine)과 같은 압

상승 물질의 반응도를 높여 역동학  개선을 유도한다.

  성기를 지나도록 증 질환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코

르티솔은 보통 높게 유지되는데, 이때에도 ACTH 농도는 

여 히 낮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의 부신겉질호

르몬 분비는 ACTH 매개와는 무 한 것으로 생각된다.16,17) 

코르티솔 농도의 정상화는 기 질환의 회복이 동반되어야

만 가능하지만 CBG 농도는 코르티솔 농도의 정상화 이

에 먼  정상화되기도 한다.
11)

  임상 으로 요한 은 증 질환에서 지속되는 코르티

솔 상승은 면역 하로 인한 감염 질환의 동반을 가져올 수

도 있고, 상  부신기능부 은 증 질환의 불량한 후

를 암시한다는 이다. 그러나 증 환자에서 부신겉질호르

몬 부족에 한 진단 방법은 때로는 쉽지 않고 진단 기  

한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통 으로 

사용되었던 총  코르티솔 농도는 생리 인 활성도를 

반 하지 못하고, 부신겉질자극호르몬 자극 검사(ACTH 

stimulation test)는 특히 증 환자에 해서 재 성이 불량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8,19) 패 쇼크 환자를 상으로 고농

도의 부신겉질자극호르몬 자극 검사를 이용한 부신 기능 

부 의 진단과 사망률에 한 연구에서 ‘코르티솔 차(delta 

cortisol) ＜ 9μg/dl’와 ‘기  코르티솔(basal cortisol) ＞ 34

μg/dl’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사망률이 의미있게 높았

다.
20) 이와 련하여 Annane 등은 메티라폰(methyrapone) 자

극 검사를 이용한 ‘코르티솔 차 ＜ 9μg/dl’ 는 ‘기  코

르티솔 ＜ 10μg/dl’을 상  부신 기능 부 의 진단 기

으로 제안하 다.
21)

  패 증과 패 쇼크의 치료 지침에서 하이드로코티손(hydro-

cortisone) 정주는 수액요법과 압상승제를 사용함에도 

압이 상승이 되지 않는 경우 고려할 수 있으며 하이드로코

티손 사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부신겉질자극호르몬 자

극 검사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추가 인 

압상승제가 필요치 않는 상황이 되면 스테로이드는 감량

하여 단하도록 하고 패 쇼크의 치료 목 으로 사용되는 

부신겉질호르몬의 용량은 하이드로코티손으로 하루 300 mg

을 과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22)

2) 갑상선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은 에 지 소비와 사활동에 주요한 역할

을 하며 성장  발달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갑성선에

서는 주로 티록신(thyroxine, T4)을 생성하지만 생물학  활

성은 트리요오드티로닌(tri-iodothyronine, T3)이 더욱 요한 

기능을 한다.
23) 탈요오드화효소(deiodinase)는 T4와 T3의 활성 

 비활성화 호르몬인 청 역T3 (reverse T3, rT3)로의 환

을 담당한다.24) 이런 과정에는 특이 갑상선 호르몬 운반체

(specific thyroid hormone transporter)가 필요하다.
25)

  심한 스트 스 상황에서는 기부터 T3가 격히 감소하

며, rT3는 말 조직에서 T4의 환에 의해 증가한다.26,27) 심

각한 질환이 발생한 첫 24시간 내의 순환 T3 (circulating T3)

와 총 T3의 감소 정도는 사망률과 역 상 계를 갖는

다.28,29) 갑상선자극호르몬(thyroid stimulating hormone, TSH)

과 T4 농도는 일시 으로 상승하 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며, 

질환의 증도가 높을수록 T4 농도가 감소한다.30) TSH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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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된 후에도 T3는 낮게 유지되는데 이를 ‘  T3 증후군

(low T3 syndrome)’이라고 하며, 일상 인 TSH 야간 등

(noctural TSH surge) 상실에 기인한다.31,32)

  증 질환이 지속되면, TSH 박동성 분비는 사라지고, 

청 T4, T3 농도는 낮아지며, 특히 T3의 감소는 TSH 박동성 

분비의 감소 정도와 상 계를 보인다.33) 이는 TRH의 부

한 분비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와 련된 되먹임 기

의 억제 등에 의해 발생한다. TRH와 성장호르몬 분비 펩

티드(growth hormone releasing peptide, GHRH)의 동시 주입

으로 TSH의 박동성 분비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아 성장호르

몬 감소와 연 이 있음을 알 수 있다.34) 갑상선 호르몬의 

사는 ‘  T3 증후군’에서처럼 해되는데, 이는 말 에서 

T4를 T3로 환하는 제1형 탈요오드화효소(type 1 deiodinase, 

D1)가 감소하고, 간이나 근육에서 T4를 비활성화 rT3로 

환하는 제3형 탈요오드화효소(type 3 deiodinase, D3)의 역할

이 여한다.35) 특히, 청 rT3와 T3/rT3 비는 사후 조직 검

증에서 탈요오드화효소의 활성도와 련이 있었으며, 낮은 

TSH와 T4, T3 그리고 높은 rT3 농도가 증 질환에서 갑상

선 호르몬과 련된 불량한 후를 측하는 인자로 알려

져 있다.36)

3) 스트 스 고 당

  성 스트 스에 의한 고 당은 질환의 증도  후

를 반 하는 주요한 인자로, 당뇨의 과거력이 없는 입원 환

자의 12% 정도에서 새롭게 고 당증이 확인되고, 조기 패

증 환자의 약 50%까지 찰된다.37,38)

  고 당은 스트 스 상황에 한 보상 작용의 2차 인 

상으로 나타나지만, 고 당 자체가 면역 기능의 하와 이

로 인한 감염의 증가, 역동학  심근 도 장애 등과 같

은 부작용을 유발한다.39-41) 인슐린 항성은 스트 스의 심

한 정도와 일치한다고 보고되었는데,42) 메타분석(meta analy-

sis) 결과에 의하면 비 당뇨병 환자에서 발병한 스트 스 고

당증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이 잘 조 된 당뇨병 환자에

서 보다 3.9배 높았다.43)

  환자실에서 고 당을 래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여, 

근육 활동의 감소, 노화에 따른 내당성(glucose intolerance), 

포도당(dextrose) 수액 처치, 약물(카테콜라민, 스테로이드, 

이뇨제[thiazide], 항 간제[phenytoin])  기  질환(비만, 췌

장염, 간경화) 등이 련된다. 한 여러 호르몬에 의한 

리코겐분해(glycogenolysis)와 염증성 시토카인인 TNF, 인

터루킨(interleukin, IL)-1, IL-6 등은 인슐린 항성과 인슐린 

분비 감소를 래하여 고 당을 일으킨다.44,45)

  극 인 고 당의 치료는 면역력 증가를 기 할 수 있

는데, 외과계 환자실 환자를 상으로 당을 80−110 

mg/dl로 엄격히 조 한 결과 34% 정도의 사망률 개선효과

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고, 이는 인슐린의 항염증 효과를 반

한다고 생각된다.46) 그러나 내과 환자실에 입실한 1,200

명을 상으로 한 단  연구에서는 엄격한 당 조 이 

사망률의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한 3일 이상 

환자실 입실 환자만을 분석한 경우에도 처음 30일 이내 

사망률의 개선은 보이지 않았다.47) 때문에 이러한 근거로 

패 증과 패 쇼크의 치료 지침에서는 고 당 조 을 하

여 기에는 정주 인슐린치료를 권장하지만 당을 150 

mg/dl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하 다.22)

4) 바소 신

  바소 신은 항이뇨호르몬(antidiuretic hormone)이라고도 

불리며 압이 감소한 경우 의 평활근육(smooth muscle)

을 수축하여 압을 상승시키고, 장의 삼투압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장에서 소변양을 감소시키고 수분의 재흡수를 

진한다. 패 증에서 상 인 바소 신 결핍이 보고되

었고,48) 이는 압상승과 련된 바소 신의 민감도 하, 

시상하부로부터의 바소 신 분비 하, 뇌하수체 바소

신 기(pituitary vasopressin stalk)의 고갈 등이 여할 것

으로 생각된다.48-50)

  바소 신은 강력한  수축제로서 압 환자의 

압 상승에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한 패

증 환자에서 상  바소 신 결핍이 찰되는 계로 

패 쇼크 환자를 상으로 바소 신의 압 상승과 사망

률 개선 효과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재까지 이에 한 확실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

다. 고용량 바소 신은 심장과 말  수지, 내장 등의 허

 험성과 련이 있고, 한 생리  농도인 0.03 units/min 

바소 신과 노르에피네 린(norepinephrine)을 함께 사용한 

경우와 노르에피네 린을 단독 사용한 경우를 비교하 을 

때에도 바소 신 사용 군에서 유의한 이 을 보이지 않

았다.51) 때문에 패 증과 패 쇼크의 치료 지침에서는 일차 

압상승제로 바소 신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실정이

다.22)

5) 기타 성장 호르몬과 성 호르몬 등

  성장호르몬은 유년기의 정상 인 성장에 필요할 뿐만 아

니라, 성인에서도 요한 사 기능을 담당한다. 성장호르

몬은 뇌하수체 엽에서 박동 으로 분비되며, 이런 박동성 

분비 방식은 사 작용에 요한 역할을 한다.52,53) 이런 박

동성 분비는 시상하부의 성장호르몬 유리 호르몬(GH-releas-

ing hormone, GHRH)에 의해 유도되고, 소마토스타틴(soma-

tostatin)에 의해 억제된다. 성장호르몬은 직  는 간

인 방법으로 분비되는데, 후자의 경우 인슐린 유사 성장 인

자-1 (insulin like growth factor-1, IGF-1)에 의해 매개되고,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결합 단백(IGF-binding proteins, IGF- 

BPs)에 의해 생물학  활성이 조 된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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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ynamic Endocrine Changes in the Acute and Prolonged Phase of Critical Condition

Hormone Acute phase Prolonged phase

Adrenal axis

  ACTH Increase Decrease 

  Cortisol More increase Variable 

Thyroid hormone axis 

  TSH pulsatile secretion Increase or no change Decrease 

  T4 Increase or no change Decrease 

  T3 Decrease More decrease 

  rT3 Increase Increase or no change 

Growth hormone (GH) axis 

  GH pulsatile secretion Increase Decrease 

  GHBP Decrease Increase 

  IGF-1 Decrease More decrease 

  ALS Decrease More decrease 

  IGFBP-3 Decrease More decrease 

Sex hormone and prolactin axis 

  LH pulsatile secretion Increase or no change Decrease 

  Testosterone Decrease More decrease 

  Prolactin pulsatile secretion Increase Decrease 

ACTH: adrenocorticotropic hormone; TSH: thyroid stimulating hormone; T4: thyroxine; T3: tri-iodothyronine; GHBP: growth hormone binding 

peptide; IGF-1: insulin like growth factor-1; ALS: acid labile subunit; IGFBP-3: insulin like growth factor binding proteins-1; LH: 

luteinizing hormone.

  성 손상 후 몇 시간에서 수일 동안 성장호르몬은 역동

으로 변화하는데, 스트 스 상황의 기에 성장 호르몬이 

과도하게 유리되는 것은 음성되먹임 기 으로 인한 억제 

자체가 어들기 때문이다.55) 성장 호르몬의 과도한 분비는 

직 으로 지방 분해를 진하고 인슐린에 한 길항작용

을 나타내고, 동시에 IGF-1의 효과는 감소하기 때문에 탄수

화물과 지방산 농도는 증가한다. 이러한 상은 IGF-1을 매

개로 하는 동화 작용이 성기에는 상 으로 덜 요하

기 때문이다. 성장호르몬의 박동성 분비 소실은 상 인 

성장 호르몬 결핍을 일으키며 이는 소모성 증후군(wasting 

syndrome)의 병태생리로 이해된다.53)

  생식샘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gonadotropin releasing hor-

mone, GnRH)은 시상하부에서 박동성 분비를 하며, 황체형

성호르몬(luteinizing hormone, LH)과 난포자극호르몬(follicle 

stimulating hormone, FSH)은 뇌하수체의 생식샘자극세포(go-

nadotrope)에서 분비된다.56) 남자에서 LH는 안드로겐(andro-

gen)의 생성을 자극하며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은 FSH와 

함께 작용하여 정자형성을 돕는다. 테스토스테론은 에 지 

축 에 효과 인 호르몬으로 골격근 합성 등 동화 작용에 

주로 작용한다.
57) 여자의 경우 LH는 난소에서 안드로겐 생

성을 유도하며, FSH는 안드로겐을 에스트로겐(estrogen)으로 

방향족화(aromatization)한다. 성 호르몬은 GnRH  생식샘

자극호르몬과 음성되먹임으로 조 된다.

  로락틴(prolactin)은 뇌하수체 엽에서 생성되는 잘 알

려진 스트 스 호르몬 의 하나로, 생리 으로 하루변이를 

하며 박동성으로 분비된다.58) 인체 T 림 구  B 림 구에

는 로락틴에 한 수용체가 존재하고, 로락틴 의존 T 

림 구는 정상 인 면역상태를 유지하고 림포카인(lympho-

kine) 의존 식세포(macrophage)의 활성에 여하는 것으로 

보아 면역 증강 효과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59-61)

  수술이나 심근경색 같은 증 질환  스트 스 상태에

서 청 테스토스테론은 즉각 으로 감소한다.62-64) 이는 신

체 내 불필요한 동화작용에 동원되는 안드로겐을 감소시켜 

상 으로 덜 요한 사를 이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65,66)

결      론

  증 질환에서 호르몬의 변화는 에 지나 사량을 이

는 방향으로 작동되어 불필요한 동화 작용을 이면서 면

역 반응을 조 하여 생존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화 작용이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러한 근거를 확인 하는 데에는 더 많은 연구

가 필요하다.

  스트 스 상황의 성기  지연기에서 찰되는 뇌하수

체 엽 분비 호르몬의 변화를 Table 1에 정리하 다. 요약

하면 성기의 뇌하수체에서는 활발히 호르몬을 분비하지

만 말  호르몬 농도는 낮으며 이는 부분 으로 표  기

에서 나타나는 호르몬 항과 련이 있다. 이런 성기 호

르몬의 과잉 반응은 증 상태에서 살아남기 한 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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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노력으로 단기 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연기에는 시상하부로부터 호르몬 분비가 체

으로 억제되며, 상 표  장기에서도 낮게 유지되는데, 이

러한 변화는 결국 신의 소모성 증후군으로 진행하여 더 

이상 항상성 유지에 이득을 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

로 보인다.

  당을 150 mg/dl 미만으로 유지하는 한 인슐린 요법

이 스트 스 고 당증을 개선하고 임상 경과를 호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에는 부신겉질호르몬, 성장호르몬, 갑

상선 호르몬  성호르몬 등의 여러 호르몬의 병합요법 등

이 증 상태에서 불균형한 사  면역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에 한 임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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