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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갑상선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암으로 갑상선 

전절제수술 후 재발위험도에 따라 방사성요오드 치료가 권장되고 있다. 

방사성요오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치료 1-2주전부터 

저요오드식을 통해 체내 요오드를 고갈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갑상선학회에서는 요오드 섭취가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섭취 

수준을 고려하여 요오드를 1일 100 ㎍ 미만으로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 실제 식사 및 영양 섭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며 저요오드식에 대한 순응도와 

효과적인 교육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갑상선 전절제수술 후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처음 받는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교육방법에 따른 저요오드식 순응도를 평가하고, 요오드 

제한 정도에 따른 잔여갑상선 제거 효과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2013년 8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갑상선 

전절제수술 후 저용량(1.1 GBq)의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처음 받은 

132명의 환자를 모집하였으며, 1차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마친 환자 중 

평상시와 저요오드식 기간동안의 3일 식사기록지와 임상기록이 있으며, 

2차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통해 잔여갑상선 제거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102명(단순교육군 51명, 집중교육군 51명)을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1일 요오드 섭취량의 중앙값은 평상시 295.9 ㎍, 저요오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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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63.6 ㎍으로 평상시에 비해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 요오드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간단한 지침만 설명들은 단순교육군과 2.5시간의 

집중교육을 추가로 이수한 집중교육군으로 나누어 요오드 섭취량을 

분석하였을 때,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 집중교육군의 요오드 섭취량은 61.0 

㎍으로 단순교육군의 섭취량 65.6 ㎍에 비해 유의적으로 적었다. 

대한갑상선학회의 저요오드식 지침(< 100 ㎍/day)을 만족한 환자의 

비율도 단순교육군(38명, 74.5%)에 비해 집중교육군(48명, 94.1%)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저요오드식 지침에 따라 제한식품의 섭취 빈도 및 섭취량이 평상시에 

비해 저요오드식 기간동안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평상시 요오드 섭취에 

가장 크게 기여한 식품은 해조류였고, 그 다음이 김치 및 장아찌류, 

어패류, 우유 및 유제품 순이었다. 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 등의 

장류로부터 섭취한 요오드량은 평상시 1일 1.4 ㎍으로 요오드 섭취에 

기여하는 정도는 매우 적었다. 제한식품들로부터 섭취하는 요오드량은 

단순교육군이 1일 평균 25.9 ㎍인데 비해 집중교육군은 10.8 ㎍으로 

집중교육군이 유의적으로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섭취는 평상시 1,735 kcal에서 저요오드식 기간에는 1,346 

kcal로 평상시에 비해 389 kcal 적게 섭취하였으며 2주간의 저요오드식 

후 체중 및 체질량지수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 

영양교육방법에 따른 열량 및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섭취 비율의 

차이는 없었으며, 요오드와 포타슘을 제외한 다른 영양소의 영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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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의 차이는 없었다.  

1차 방사성요오드 치료 후 6-12개월 후 전신영상검사와 

갑상선자극호르몬(thyroid stimulating hormone, TSH) 자극상태에서의 

혈중 티로글로불린 농도로 잔여갑상선 제거 정도를 평가하였다. 102명의 

환자 중 잔여갑상선이 제거된 비율은 79명(77.5%)이었고, 요오드 섭취 

수준을 1일 50 미만, 50-100, 100 ㎍ 이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잔여갑상선 제거 성공률은 각각 82.1%, 79.3%, 62.5%였다. 성별, 나이, 

원발암 상태, 국소림프절 전이여부, TSH 증가 방법을 공변량으로 보정한 

후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한 결과 요오드 섭취가 1일 50 ㎍ 

미만으로 섭취한 환자의 잔여갑상선 제거성공율을 1.0으로할 때 50-

100, 100㎍ 이상을 섭취한 군의 잔여갑상선 제거성공률이 각각 

0.13(95% confidence interval, 0.02-0.91), 0.21(95% confidence 

interval, 0.05-0.93)로 유의적으로 낮아졌다. 

본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의 요오드 

섭취량을 평가한 최초의 연구이다. 요오드 제한에 대한 간단한 지침만 

전달하기 보다는 임상영양사의 교육을 통해 실제적인 식사계획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 저요오드식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요오드 제한 정도에 따른 잔여갑상선 제거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저오요드식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고, 요오드 

섭취량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도 엄격한 요오드 제한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한국인 갑상선암 환자들에게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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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요오드식 가이드라인과 효과적인 실천지침을 개발할 때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갑상선암, 방사성요오드 치료, 영양교육, 저요오드식, 잔여갑상선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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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갑상선암은 2012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며, 발생 

증가속도 또한 매우 빠르다(Jung et al. 2015). 우리나라 갑상선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갑상선분화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치료는 수술이며, 

수술 후 조직검사결과 및 위험인자에 따라 방사성요오드(131I) 치료 

(radioactive iodine therapy, RAI therapy)를 추가할 수 있다. 

방사성요오드 치료는 수술 후 남아 있을 수 있는 갑상선 조직 및 

갑상선분화암 조직을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어 암 재발의 위험을 

낮춘다. 방사성요오드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갑상선호르몬제를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재조합 인간 갑상선자극호르몬(recombinant 

human thyrotropin, rhTSH)을 주사하는 방법을 통해 혈액 내의 

갑상선자극호르몬(thyroid stimulating hormone, TSH)의 농도를 

높이고, 방사성요오드 치료 1-2주전부터는 요오드 섭취를 제한한다. 

저요오드식은 방사성요오드(131I)의 흡수율과 반감기를 효과적으로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체내에서의 방사선조사량을 증가시킴으로써 

갑상선암의 재발과 사망률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Yi 

et al. 2011). 

갑상선분화암 환자의 방사성요오드 치료 시 시행하는 저요오드식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요오드 섭취를 1일 



2 

50 ㎍ 미만으로 제한하였고 저요오드식 기간은 4일-4주까지 

다양하였다(Sawka et al. 2010). 요오드는 환경적 특성 및 토양 성분 

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식사를 통한 요오드 섭취량이 지역별 

국가별로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조류와 

어패류의 섭취가 많아 요오드의 섭취가 높다(Lee and Min 2011).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성인의 요오드 섭취량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1일 요오드 섭취량의 중앙값은 375.4 ㎍이며, 요오드 

총 섭취량에 대한 식품군별 기여도는 해조류 65.6%, 절임 채소류 

18.0%, 어패류 4.8% 순으로 보고되었다(Han et al. 2015). 쌀을 

주식으로 하면서 콩의 섭취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50 ㎍ 미만의 요오드를 

섭취하면서 균형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요오드식에 대한 순응도와 치료효과 등을 고려하여 대한갑상선학회 

에서는 갑상선분화암의 방사성요오드 치료 시 요오드를 1일 100 ㎍ 

미만으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였다(Kim et al. 2013). 

이 지침에 따르면 저요오드식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천일염으로 만든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밥과 함께 거의 

매일 먹는 김치와 기본 양념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저요오드식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식사량이 평소보다 줄어들거나, 음식 조리를 아예 

포기하고 특정 식품에 의존하는 등 영양 불균형의 문제가 우려되며, 

식품선택이 제한됨에 따라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 저요오드식에 대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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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거나 간단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Roh et al. 2006, Yoo et al. 

2012) 아직도 많은 환자들은 정제염으로 담근 김치는 먹어도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저요오드식’을 ‘저염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Moon et al. 2012). 저요오드식 교육의 순응도와 

효과적인 교육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저요오드식에 대한 순응도 평가는 대부분 소변내 요오드 배설량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 권고 기준에 맞추어 

실제 섭취하고 있는지, 식사 및 영양 섭취가 어떠한 지에 대한 식사 

조사를 기반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요오드 섭취 

수준이 잔여갑상선 제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동일한 지침이라 하더라도 교육방법에 따라 저요오드식의 순응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하여 저요오드식의 

순응도를 높이고, 이것이 잔여갑상선 제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적절한 기준을 정립하고 효과적인 실천지침을 

마련해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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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갑상선전절제수술 후 방사성요오드 치료(1.1 GBq)를 

처음 받는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교육방법에 따른 저요오드식의 

순응도를 비교하고 저요오드식 섭취가 방사성요오드 치료에 의한 

잔여갑상선 제거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세부목표 1. 단순교육군과 집중교육군의 저요오드식 순응도를 평가한다. 

세부목표 2. 요오드 섭취 제한 정도에 따른 잔여갑상선 제거 성공률을 

평가한다. 

세부목표 3. 교육방법에 따른 저요오드식의 식생활의 질을 비교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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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문헌고찰 

 

 1. 갑상선암 방사성요오드 치료 지침 

 1) 방사성요오드 치료와 저요오드식 

갑상선분화암은 갑상선자극호르몬의 자극에 반응하여 세포 성장이 

증가하기 때문에 갑상선암 수술 후 갑상선호르몬제를 복용하여 

갑상선자극호르몬의 농도를 낮게 억제함으로써 암의 재발률을 

감소시키는 치료를 한다. 갑상선전절제수술 후 재발의 위험에 따라 

방사성요오드 치료 여부와 추적검사의 강도를 결정한다.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시행하면 수술 시행 후 남아있을 수 있는 갑상선조직 및 

갑상선분화암 조직을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암 재발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수술 후에는 재발 확인을 위해 

티로글로불린을 측정하게 되는데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혈중 티로글로불린을 매우 민감한 지표로 사용할 수가 있다. 또한 수술 

전 발견되지 않았던 암의 전이 병소를 발견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Haugen et al. 2015; Yi et al. 2011). 

방사성요오드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혈액 내의 

갑상선자극호르몬을 높이고, 저요오드식을 통해 몸 속의 요오드를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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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혈액 내 갑상선자극호르몬의 

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갑상선호르몬제를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rhTSH를 주사하는 방법이 있다. 저요오드식은 혈중 요오드 농도를 

낮춤으로써 membrane-based sodium-iodide sympoter(NIS)의 

발현을 증가시켜 방사성요오드가 갑상선암 세포로 잘 흡수되게 하여 

잔여갑상선 제거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Li et al. 2015). 

 

 2) 저요오드식 지침 

방사성요오드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갑상선호르몬제를 

중단하거나 rhTSH 주사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방사성요오드 치료 전 

1-2주 동안의 저요오드식을 권장한다. 저요오드식의 제한 정도와 제한 

기간에 대한 지침은 나라마다 다르다(Table 1). 미국의 경우 

방사성요오드 치료 전 1-2주 동안 1일 50 ㎍ 미만의 요오드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대한갑상선학회에서는 갑상선암 방사성요오드 치료에 

관한 환자 안내서를 마련하여 저요오드식의 식사 원칙 및식품 선택 시 

주의사항, 제한식품과 허용식품을 소개하고, 요오드 섭취량이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섭취 수준을 고려하여 1일 100 ㎍ 미만의 식단의 

예를 제시하였다(Kim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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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etary guidelines for a low-iodine diet prior to radioactive iodine therapy 

 

 

 

 

 

 

 

 

 

Reference 

Dietary guidelines of low-iodine diet 

Iodine intake Duration 

American Thyroid Association 

(Haugen et al. 2015) 
< 50 ㎍/day  For 1-2 weeks 

British Thyroid Association  

(Perros et al. 2014) 
Not specified For 1-2 weeks 

European Thyroid Association & 

American Association of Clinical 

Endocrinologists  

(Gharib et al. 2010) 

Not specified For 3 weeks 

Korean Thyroid Association 

(Kim et al. 2013) 

Sample menu 

(1,800 kcal, iodine <100 ㎍/day) 
For 1-2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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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요오드식의 효과 

저요오드식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혈중 요오드 농도가 낮으면 

sodium-iodine symporter의 발현을 촉진하고 그 결과 잔여갑상선 

조직이나 암세포가 방사성요오드를 많이 흡수할 것이라는 것이다 

(Uyttersprot et al. 1997). 하지만 이러한 지침은 임상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갑상선분화암 환자의 방사성요오드 치료 시 

시행하는 저요오드식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Sawka et al. 2010)에 

따르면 저요오드식이 잔여갑상선 제거 성공률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연구는 2개에 불과하였고, 그 결과 또한 일관되지 않았으며, 장기적인 

재발률이나 사망률을 보고한 연구는 없었다.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은 

갑상선암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네덜란드에서 시행된 연구(Pluijmen 

et al. 2003)에서는 표준 식사에 비해 저요오드식을 섭취한 군의 24시간 

소변 요오드 배설량이 적었고(158.8 vs 26.6 ㎍/day) 잔여갑상선 제거 

성공률은 높았다(48% vs 63%). 반면 94명의 갑상선 암환자를 대상으로 

미국에서 시행된 연구(Morris et al. 2001)에서는 엄격한 저요오드식을 

시행한 군이 소금, 해산물, 요오드를 포함한 종합비타민만 제한하도록 

구두로 지시 받은 군보다 소변 내 요오드의 양은 감소되었으나 

잔여갑상선제거율에는 차이가 없었다. Sawka 등의 체계적 문헌 

고찰(2010)에 포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소변으로 배설되는 

요오드량을 측정하여 요오드 섭취 수준을 평가하고 있었으며, 요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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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가 많은 지역에서의 요오드 제한 정도와 기간에 대해 보고한 연구는 

1개에 불과하였다. 

최근 요오드 제한 정도(Yoo et al. 2012, Sohn et al. 2013)와 

저요오드식 기간(Lee et al. 2014)이 잔여갑상선 제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 연구들이 보고되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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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effect of low-iodine diet on the ablation success rate of radioactive iodine ablation therapy 
Country 

(Author and 
year) 

No. of subjects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thyroid cancer 
THW vs 
rhTSH 

LID length 
UIC/UICR 

measurements 
Definition of successful 

ablation 
Postablation 
follow up 

Difference in ablation rates 

United States 
(Morris et al. 

2001) 

94 (44 on LID, 
50 on RD) 

Undergoing initial I-131 ablation 
post-thyroidectomy, 30 with 

metastatic disease 
THW 10-14 days 

Spot UIC on last 
day of diet in 7 
LID and 7 RD 

Negative uptake scan in 
thyroid bed and neck region 

Mean of 11.8 
months 

No difference (68.2% for 
LID vs 62.0% for RD, 

p=0.53). No outcomes by 
UIC 

The 
Netherlands 

(Pluijmen et al. 
2003) 

120 (59 on LID, 
61 controls) 

84% papillary and 16% follicular, 
receiving ablation 4 weeks post-

thyroidectomy, distant metastases 
excluded 

THW 4 days 

24-h UIC on last 
day of diet in 59 

LID and 9 
controls 

Absent RAI neck activity and 
TSH-stimulated Tg<2 mcg/l 
after hormone withdrawal 

6 months 

Significant difference (65% 
for LID vs 48% for controls, 
p<0.001). No outcomes by 

UIC 

Italy 
(Tala Jury et al. 

2010) 

201 (81 have 
complete 

ablation data) 

90.5% papillary and 9.5% follicular, 
receiving I-131 for remnant 
ablation, distant metastases 

excluded 

125 THW, 
76 rhTSH 

No clear 
LID 

Spot UIC on 
morning of I-131 
administration 

No visible uptake in thyroid 
bed and undetectable 

stimulated Tg (1< mcg/l), 
n=81 (47 THW and 34 rhTSH) 

with ablation outcomes 

8-12 months 

No difference in UIC 
between ablated and non-
ablated patients(p=0.28), 
even when stratifying by 

THW and rhTSH 

Korea 
(Yoo et al. 

2012) 

161 (71 on less 
strict LID, 90 
on very strict 

LID) 

Differentiated thyroid cancer 
undergoing initial I-131 ablation 

post-thyroidectomy, distant 
metastases excluded 

THW 
At least 2 

weeks 
Not measured 

Negative uptake scan and 
negative TSH-stimulated Tg 

<2 mcg/l 
6-12 months 

No difference between very 
strict LID and less strict LID 
(75.6% vs 80.3%, p=0.48) 

Korea 
(Sohn et al. 

2013) 
295 on LID 

Papillary thyroid cancer status-
post total thyroidectomy, distant 

metastases excluded 
THW 2 weeks 

Spot UIC and 
creatinine to 

calculated UICR 

No visible or faint uptake on 
follow-up scan and stimulated 

Tg <2 mcg/l 
6-12 month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UICR <250 

mcg/gCr and UICR >250 
mcg/gCr (p=0.008) 

Korea 
(Lee et al. 

2014) 
195 on LID 

Papillary thyroid cancer, preparing 
for ablation after total 

thyroidectomy, 74.9% with lymph 
node metastases 

THW 2 weeks 

Morning spot 
UIC at 1 and 2 

weeks after 
starting LID 

No visible uptake on follow-
up scan and TSH-stimulated 

Tg <1 mcg/l 
9-10 months 

No difference between UIC 
<50 mcg/l and UIC 50-100 

mcg/l (78.7% vs 85.7%, 
p=0.54) 

THW, thyroid hormone withdrwal; rhTSH, recombinant human TSH; LID, low-iodine diet; UIC, urinary iodine concentration; UICR, urinary iodine to creatinine 

ratios; RD, regular diet; RAI, radioactive iodine. 

Source: Li, J. H., Z. H. He, V. Bansal & J. V. Hennessey (2015) Low Iodine Diet in Differentiated Thyroid Cancer: A Review. Clin Endocrinol (Ox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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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오드 섭취 제한 정도와 관련된 연구 

저용량(1.1 GBq)의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은 295명의 갑상선유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 소변 요오드 농도가 250 ㎍/gCr 

이상일 때 잔여갑상선 제거율이 유의적으로 낮았고, 요오드 섭취를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기보다는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들에 대해 주의하는 

정도의 간단한 지침이 적절하다고 제시되었다(Sohn et al. 2013). 

덜 엄격한 저요오드식(71명)과 매우 엄격한 저요오드식(90명) 후 

방사성요오드 치료(5.55 GBq)에 따른 잔여갑상선 제거성공률을 비교한 

연구(Yoo et al. 2012)에서 덜 엄격한 저요오드식은 천일염과 모든 

해산물, 우유 및 유제품, 가공육, 계란노른자, 인스턴트 식품, 요오드가 

함유된 종합비타민제의 섭취를 제한하였고, 매우 엄격한 저요오드식은 

앞의 제한식품에 쌀, 민물생선, 시금치, 콩제품(간장, 된장, 두부, 두유 

등)을 추가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결과 요오드 제한 정도에 따른 

잔여갑상선 제거 성공률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요오드 섭취에 대한 

평가나 체내 요오드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소변 배설량 등을 측정하지 

않아 지침에 대한 순응도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갑상선암 전절제수술 후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은 10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덜 엄격한 요오드제한식(Restricted iodine diet, RID)과 

엄격한 저요오드식(Low iodine diet, LID)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Lim et 

al. 2015)에서는 덜 엄격한 요오드제한식(RID)은 모든 종류의 해조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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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 생선, 어묵, 가공육, 요오드가 포함된 계란(요오드 계란, 해조류 

계란 등)을 제한하도록 하였고, 육류는 1일 200 g 미만, 우유는 1일 

200 mL 미만, 계란은 1일 1개 이하로 섭취할 경우 허용하였다. 엄격한 

저요오드식(LID)은 모든 종류의 해조류와 해산물, 생선, 햄, 소시지, 

어묵, 요오드 함유 계란(요오드 계란, 해조류 계란 등), 우유 및 유제품, 

두유, 적색 색소가 포함된 시리얼과 주스, 빵, 통조림 과일, 통조림 채소, 

멸치육수, 우동스프, 인스턴트면 국물 등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각 군은 

다시 요오드 제한 기간을 4주와 2주 2군으로 나누어서 기간과 엄격한 

정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다. 4주와 2주간, RID와 LID군 간의 

방사성요오드 치료 전 소변 내 요오드/크레아티닌 비율에 있어 각 군별 

유의적인 차이가 없어 2주간의 덜 엄격한 저요오드식(RID)이 

적절하다고 제시하였다.   

 2) 요오드 섭취 기간에 대한 연구 

rhTSH 주사를 맞고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은 58명의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Park and Hennessey 2004)에서 2주간 

저요오드식을 실시한 군이 1주간 실시한 군에 비해 소변 

요요드/크레아티닌비율이 유의적으로 낮았다(84.69 ± 44.04 vs 199.87 

± 169.53 ㎍/gCr). 

저요오드식 방법 차이에 따른 소변 중 요오드/크레아티닌 비율을  

비교한 국내 연구(Roh et al. 2006)에서 1주간 엄격한 저요오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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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군이 2주간 덜 엄격한 저요오드식을 시행한 군보다 

요오드/크레아티닌 비율이 낮았으나, 1주간 엄격한 저요오드식을 시행한 

군에서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위한 적절한 수준(100 ㎍/gCr 미만)을 

만족한 비율이 46.2%에 불과하여 엄격한 저요오드식이라도 1주간의 

기간은 부족함을 시사하였다.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후속 연구에서 

2주간의 엄격한 저요오드식을 시행하였을 때 24시간 소변 내 

요오드량이 평균 99 ㎍/day으로 감소함을 확인하고, 요오드 섭취량이 

많은 한국에서는 최소 2주 이상의 엄격한 저요오드식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Choi et al. 2008).  

최근 갑상선유두암으로 갑상선 전절제수술을 받고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준비하는 환자 195 명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Lee et al. 

2014)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요오드 섭취가 많은 지역의 환자에게 엄격한 

저요오드식을 1 주일만 지속해도 체내 요오드 양을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체내 요오드 양이 목표(소변 내 요오드 

배설량 <100 ㎍/L)에 도달한 경우라면 소변 내 요오드 배설량과 

방사성요오드 치료의 성공률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3) 저요오드식 교육 방법 

저요오드식 방법 차이에 따른 소변 중 요오드/크레아티닌 비율을  

비교한 국내 연구(Roh et al. 2006)에서 엄격한 저요오드식 

교육(영양사에 의한 교육, 요오드 함유 식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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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환자 교육 자료에 포함, 무요오드 소금 사용 명시, 육류 및 

과일의 제한 등의 엄격한 제한 식품 목록 제시, 바람직한 식단 예시) 후 

저요오드식을 1주간 시행하는 것이 덜 엄격한 교육(저요오드식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제시, 영양사 교육 없음, 바람직한 식단 예시 없음) 후 

저요오드식을 2주간 시행하는 것에 비해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낮은 소변내 요오드/크레아티닌 비율을 얻을 수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연구 대상자수가 총 27명으로 적었고, 요오드 제한 정도의 

지침도 달랐지만, 보다 정확한 자료 및 기준, 철저한 교육이 환자의 

이해도를 높여 요오드 섭취를 더 줄일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94명의 갑상선 암환자를 대상으로 미국에서 시행된 연구(Morris et 

al. 2001)에서는 전화로 소금, 해산물, 요오드를 포함한 종합비타민만을 

제한하도록 구두로 지시한 군과 엄격한 저요오드식을 시행한 군의 소변 

요오드 배설량과 잔여갑상선 제거율을 비교하였는데, 엄격한 

저요오드식에서 교육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정보 이외에는 교육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어 교육방법의 차이라기보다는 교육내용의 차이로 

보여진다. 최근 Lim 등이 시행한 RID(덜 엄격한 요오드제한식)와 

LID(엄격한 저요오드식)의 효과 차이에 대한 연구에서는 지침의 내용만 

다를 뿐 영양사가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행하였다(Lim et al. 2015). 

이와 같이 저요오드식 교육 내용의 차이에 따른 효과를 비교한 연구가 

몇 개 있긴 하지만, 동일한 지침을 교육방법을 달리하여 그 효과를 비교 

평가한 연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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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영양교육방법에 따른 교육 효과 

미국에서는 영양사가 수행하는 임상영양서비스에 대하여 이미 효과성 

및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어 2002년부터는 임상영양서비스에 대해 

메디케어(medicare) 수가가 책정되어 보험급여가 되고 있다(Park et al. 

2002). 2003년 1월까지 발행된 31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영양사가 

수행하는 임상영양서비스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메타 분석을 실시한 

연구(Lee et al. 2004)에서는 임상영양서비스가 질환의 치료에 유의적인 

효과가 있었고, 영양 중재의 효과성은 질병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는 없어 

모든 질병을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영양중재의 내용적 특성, 중재방법, 영양중재의 형식, 중재자의 특성, 

중재기간, 결과변수 측정시기에 따른 소집단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양중재 

직후 측정하는 경우의 효과 크기가 시간경과 후 측정하는 효과크기보다 

큰 것을 보고하였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영양 중재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그룹으로 이루어진 

경우보다 개인과 그룹 관리를 병행하여 이루어진 경우의 효과크기가 

다소 큰 경향을 보였고, 영양 상담과 교육만을 실시하는 경우보다는 

상담, 교육과 함께 식사 조정을 함께 하는 경우에 효과크기가 다소 큰 

경향을 보였다.  

맞춤식 영양교육(tailored nutrition education)의 장기간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Eyles and Mhurchu 2009)에 따르면 개인의 특성이나 



16 

기호를 고려한 맞춤식 영양 교육을 받은 그룹이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포괄적인 영양 교육을 받은 그룹에 비해 야채와 과일 섭취를 늘리고, 지

방 섭취를 줄이는 등 식사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제2형 당뇨병 환자 67명을 대상으로 기본영양교육과 심층영양교육의 

효과를 비교하기 무작위 대조임상연구를 시행한 국내 연구(Cho et al. 

2008)에서 심층영양교육군(기본교육 1회, 2주 간격 추구영양관리 2회)

이 기본영양교육군(1회 실시)에 비해 혈당, 혈압 및 체중 강하 효과면에

서 유의적인 개선효과가 있었으며, 장기간의 혈당변화 상태를 알 수 있는 

당화혈색소를 1% 낮추기 위하여 소용되는 비용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  

건강증진모델의 요인을 중심으로 노인영양교육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노인과 중도에서 불참한 노인의 특성을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

(Yim 1998)에서 노인의 영양교육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지, 지각

특성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일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정보를 제공하

고,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심리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서울, 6대 광역시 및 기타 지역의 42개 병원 입원 및 외래 환자 중 영

양상담을 받은 환자 841명을 대상으로 임상영양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인식 조사 연구(Choi, Lee and Lyu 2012)에서는 40대의 임상영양서비

스에 대한 인식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고, 학력이 높은 경우 임상영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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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상담 횟수가 

많을수록 영양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환자들은 식단 짜는 방법 설명, 구체적인 식단제시, 조리하는 방법 설명 

등의 개인 맞춤형 상담을 원하고 있으나 아직 잘 수행되지 않는 부분이

라고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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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내외 요오드 섭취 실태 

1) 국내 요오드 섭취 현황 

우리나라 건강한 성인 278명을 대상으로 소변의 요오드 배설량과 섭

취량을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요오드 섭취량 평균이 450.9 ㎍/day이었

으며 평균 소변 요오드/크레아티닌 비율은 674 ㎍/gCr이었다(Kim et al. 

1998). 184명의 갑상선 질환자와 대조군 20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는 갑상선 질환자의 평균 요오드 섭취량은 673.8 ㎍/day, 정상군의 경

우 468.9 ㎍/day으로 보고하였다(Kim and Kim 2000). 이러한 섭취 수

준은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요오드 권장섭취량인 150 ㎍에 비해서는 높

은 편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대상자의 수가 적을 뿐 만 아니라, 식품 

목록이 제한적인 식품섭취빈도조사법으로 식품 섭취량을 파악하였기 때

문에 요오드 섭취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 제한점이 있다. Han 등은 

최근 국내외 요오드 분석값 및 문헌값을 이용하여 총 667개의 요오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2007-2009년 국민건강영양

조사 자료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성인의 1일 섭취량을 평가하였다(Han 

et al. 2015). 1일 요오드 섭취의 중앙값은 375.4 ㎍ 였고, 남자가 

444.8 ㎍로 여자 338.1 ㎍ 보다 높았다. 요오드 총 섭취량에 대한 식품

군별 기여도는 해조류 65.6%, 절임 채소류 18.0%, 어패류 4.8% 순이었

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평상 시 요오드 섭취량에 대한 연구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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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Usual dietary iodine intake of patients with thyroid diseases and 

normal subjects in Korea 

Author and 

year 

Method of dietary 

assessment 
Subjects (n) 

Iodine intake (㎍/day) 

Mean ± SD (Median)  

(Chang, Cho 

and Kim 

1994) 

FFQ/24-hr dietary 

recall 

Thyroid patients (110) 

Normal subjects (67) 

411.5 (372.7) 

220.1 (207.6) 

(Kim et al. 

1998) 
FFQ Normal subjects (278) 450.9 

(Kim and Kim 

2000) 

Semi-quantitative 

FFQ 

Thyroid diseases (184) 673.8 ± 794.9 

Simple goiter (17) 443.5 ± 470.4 

Hyperthyroidism (42) 600.7 ± 623.2 

Hypothyroidism (15) 600.8 ± 697.5 

Subacute thyroiditis (15) 594.0 ± 982.0 

Painless thyroiditis (12) 633.3 ± 562.6 

Hashimoto’s thyroiditis (36) 623.5 ± 667.9 

Benign thyroid nodule (36) 622.0 ± 694.5 

Thyroid cancer (11) 1460.6 ± 1044.8 

Normal subjects (207) 468.9 ± 481.9 

(Kang et al. 

2012) 

2008-2010 KNHNES 

24-hr dietary recall 

Total (19192) 1,083.9 

Male (7869) 1264.7 

Female (11323) 907.5 

(Han et al. 

2015) 

2007-2009 KNHNES 

24-hr dietary recall 

Total (9998) 837.1 ± 1627.4 (375.4) 

Male (3902) 953.1 ± 1692.4 (444.8) 

Female (6096) 763.1 ± 1580.2 (338.1) 

FFQ,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KNH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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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요오드 섭취 현황 

요오드 섭취 수준은 지역마다 다양한데, 유럽 대부분의 나라와 미국, 

호주는 요오드 섭취가 아주 낮은 편이고,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요오드 

섭취량이 높게 보고되고 있다(Ristic-Medic et al. 2014). 영국 여성을 

대상으로 2일간의 24시간 식사기록법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에서 요오드 

섭취량의 중앙값은 l일 123 ㎍(25-75 percentile, 24-211)이었고 

(Bath et al. 2014),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평균 요오드 

섭취량이 138-353 ㎍이었다(Murray et al. 2008). 두 연구 모두 우유, 

계란, 유제품이 요오드 섭취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와 요오드 섭취수준이 가장 비슷할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에서 

최근 계절별 7일간 식사기록법에 의한 평상시 요오드 섭취량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1일 요오드 섭취량의 중앙값은 남자 312 ㎍, 여자 413 

㎍을 섭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Imaeda et al. 2013). 

 

3) 저요오드식 순응도 평가를 위한 소변 배설량 측정 

식사로 섭취한 요오드는 대사된 후 90%이상 소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소변 요오드 배설량은 최근의 섭취상태를 판정하는 좋은 

지표이다(Rohner et al. 2014). 유럽핵의학치료위원회(2008)는 소변 내 

요오드 농도가 150-200 ㎍/L 이상일 때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연기할 

것을 권장한다(Luster et al. 2008). 24시간 소변 내 요오드 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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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의 요오드/크레아니틴 비율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Kim et al. 2010) 실제 방사성요오드 치료 시 저요오드식에 대한 

수응도 평가는 소변의 요오드/크레아티닌 비율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Roh et al. 2006, Park II and Hennessey 2004). 방사성요오드 

치료 전 소변의요오드/크레아티닌 비율이 50 ㎍/gCr 미만일 때 

저요오드식이 엄격하게 잘 지켜졌다고 보고, 51-100 ㎍/gCr 이면 적절, 

101-200 ㎍/gCr 이면 부적절, 250 ㎍/gCr 이상이면 수응도가 매우 

나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Park and Hennessey 2004). Kim 등은 

소변의 요오드/크레아티닌 비율이 66.2 ㎍/gCr 이상이면 저요오드식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제시하였다(Kim et al. 2010). 

방사성요오드 치료 시 저요오드식 후 소변 내 요오드 배설량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는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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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Urinary iodine measurements for low-iodine diets prior to radioactive iodine therapy 

THW, thyroid hormone withdrwal; rhTSH, recombinant human TSH; LID, low-iodine diet; RID, restricted iodine diet; UIE, urinary iodine excretion; UIC, urinary iodine 

concentration; UICR, urinary iodine to creatinine ratios; RAI, radioactive iodine. 

Country 

(Author and year) 
UIC/UICR measurements No. of subjects LID length 

Mean ± SD 

(Median) 

The Netherlands 

(Pluijmen et al. 2003) 
24-h UIE (㎍/24h) 59 4 days 26.6 ± 11.6 

United States 

(Park and Hennessey 2004) 
Spot UICR (㎍/gCr) 

28 (THW) 
2 weeks 

59.6 ± 75.9 (26.2) 

24 (rhTSH) 84.7 ± 44.0 (76.9) 

Italy 

(Tala Jury et al. 2010) 
Morning spot UIC (㎍/L) 

125 (THW) 
No clear LID 

128 ± 187 (95) 

76 (rhTSH) 139 ± 99 (121) 

Korea 

(Lee et al. 2010) 
24-h UIC (㎍/dL) 

89 (THW) 

2 weeks 

12.3 ± 8.3 

133 (THW/T3) 17.6 ± 12.5 

69 (rhTSH) 13.8 ± 6.1 

Korea 

(Sohn et al. 2013) 
Spot UICR (㎍/gCr) 295 2 weeks 88.7 ± 192.3 (33.5) 

Korea 

(Lee et al. 2014) 
Morning spot UIC (㎍/L) 195 

1 week 28.2 ± 28.9 (12.8) 

2 weeks 22.6 ± 15.5 (13.4) 

Korea 

(Lim et al. 2015) 

24-h Urine 

UICR (㎍/gCr) 

47 (LID 
2 weeks 28.6 ± 23.6 

4 weeks 35.0 ± 33.0 

54 (RID) 
2 weeks 35.8 ± 35.2 

4 weeks 35.0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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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잔여갑상선 제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통한 잔여갑상선 제거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잔여갑상선의 양과 개별 갑상선의 요오드 섭취 능력의 차이, 

투여된 방사성요오드량, 체내 요오드량(rhTSH 사용 여부, 요오드 제한 

정도)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Lee 등의 연구에서는 방사성요오드 

치료의 성공에 영향을 끼치는 임상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치료 전 혈중 

티로글로불린 수치가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지표로 확인됐다(Lee et al. 2014). 저위험-중등도 위험의 갑상선암 

환자에게 저용량의 방사성요오드 치료 효과를 관찰한 Ha 등의 

연구에서도 치료 전 혈중 티로글로불린 수치가 나이와 함께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유의한 지표로 확인되었고, 티로글로불린 수치가 

10 ng/mL 이상일 때를 잔여갑상선 제거 실패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 제시하였다(Ha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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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연구 방법 

 1. 연구 디자인 

본 연구는 갑상선 전절제수술 후 저용량(1.1 GBq)의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처음 받는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저요오드식 영양교육방법에 

따른 교육의 효과 차이를 평가하는 임상연구로써 연구 진행과정은 

Figure 1과 같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모든 대상자들에게 방사성요오드 치료에 대한 

일정 안내와 저요오드식 지침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시행하였고, 

방사성요오드 치료에 대한 추가적인 집중 교육은 환자의 의사에 따라 

시행하였다. 간단한 지침만 교육받은 군을 단순교육군(simple guide 

group), 간단한 지침과 집중교육을 함께 받은 군을 집중교육군 

(intensive education group)으로 분류하여 두 군간의 저요오드식 

교육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모든 연구 대상자들은 방사성요오드치료 2 주 

전부터 치료 3 일 후 전신 영상 촬영이 끝날 때까지 저요오드식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평상시와 저요오드식 간의 식사의 요오드 섭취량과 

소변 요오드 배설량을 평가하여 영양교육방법별 저요오드식의 순응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1 차 방사성요오드 치료 후 6-12 개월이내에 2 차 

방사성요오드 치료가 이루어졌으며, 이 때의 전신영상검사 결과와 TSH 

자극상태에서의 혈중 티로글로불린 수치를 이용하여 요오드 섭취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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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1 차 방사성요오드 치료의 잔여갑상선 제거 효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평상시와 저요오드식 기간의 식사 섭취 분석을 통해 영양교육 

방법별 영양소 섭취 상태 및 식사의 다양성 등 식사의 질을 비교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토콜과 연구참여 동의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 받았으며(H-1308-066-513),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 

및 방법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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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 Study design and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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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 대상자 

 1) 대상자 모집 

 2013년 8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갑상선분화암으로 갑상선 전절제수술을 시행 받은 후 저용량(1.1 

GBq)의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처음 받는 환자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환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피험자 모집 시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선정기준 

 ①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의 갑상선암 환자에서 갑상선 전절제수술을 

시행하고 저용량(1.1 GBq)의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처음 시행할 환자  

 ② TSH 상승을 위해 갑상선호르몬 중단 또는 rhTSH 주사를 사용할 

환자 

③ 본 임상시험의 개요를 설명 받고 본 시험의 동의서에 서명한 자 

 (2) 제외 기준  

 ① 2개월이내 조영제 사용 경력이 있는 환자 

 ② 당뇨병약, 고혈압약, 갑상선호르몬과 수술 후 부갑상선기능저하에 

따른 칼슘 및 비타민 D를 제외한 다른 약물 및 건강식품을 복용하는 자  

 ③ 알코올 또는 약물 남용의 병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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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다음의 기저질환이 확인된 자: 정신병의 소견을 보이는 우울증, 

양극성 정서장애, 정신분열증, 지방간, 약물성/알코올성 간염, 간경화증,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2) 연구 대상자  

 2013 년 8월부터 2015 년 4월까지 본 연구를 위해 모집된 환자는 총 

132 명이었으며 이들 모두에게 저요오드식에 대한 간단한 지침을 

설명하였고,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집중교육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평상시와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의 3 일 식사기록지와 임상기록이 있으며, 

1 차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마친 후 6-12 개월이내에 2 차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통해 잔여갑상선 제거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102 명을 최종 

분석에 포함시켰고, 이 중 단순교육군과 집중교육군은 각각 51 명이었다 

(Figure 2).  

 최종 대상자 102 명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전체 연구대상자 중 여자가 78.4%로 남자보다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45 세였다. 대상자의 95.1%가 갑상선유두암(papillary cancer)환자였고, 

갑상선암의 병기는 원발종양 T3 단계의 환자가 76.5%로 가장 많았고, 

국소림프절 전이가 있는 환자가 47.1%였으며, 원격전이가 있는 환자는 

없었다. 방사성요오드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갑상선호르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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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한 경우가 79.4%로 rhTSH 를 주사한 경우보다 많았으며, 모든 

대상자는 저용량(1.1 GBq)의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시행하였다. 

 집중교육군이 단순교육군의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고, 갑상선암 진단 

시 나이도 유의적으로 많았지만, 체질량지수, 갑상선암의 병기 및 병리적 

특성, TSH 증가 방법에 있어서는 두 군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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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election of the study subjects 

  

최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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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education type 

 
Total 

(n=102) 

Education type for LID 

Simple 

guide 

(n=51) 

Intensive 

Education 

(n=51) 

P 

value* 

Sex, n (%)   Men 

Women 

22 (21.6) 

80 (78.4) 

15 (29.4) 

36 (70.6) 

7 (13.7) 

44 (86.3) 
0.054 

Age at diagnosis (yr) 1) 45.1 ±10.5 42.7± 10.9 47.5 ± 9.5 0.018 

BMI (kg/m2) 1) 23.9 ± 3.4 23.9 ±3.5 24.0 ± 3.4 0.839 

Histology, n (%)  Papillary 

Follicular  

97 (95.1) 

5 (4.9) 

50 (98.0) 

1 (2.0) 

47 (92.2) 

4 (7.8) 
0.169 

Maximal tumor size, (cm)1) 1.37 ±1.09 1.30 ± 1.1 1.44 ± 1.09 0.505 

Multiplicity, n (%) 47 (46.1) 24 (47.1) 23 (45.1) 0.447 

Bilateral, n (%) 12 (13.2) 7 (13.7) 5 (11.9) 0.738 

Extrathyroid 

extension,  

n (%) 

Negative 34 (33.3) 19 (37.3) 15 (29.4) 

0.145 Microscopic 55 (53.9) 23 (45.1) 32 (62.8) 

Gross 13 (12.8) 9 (17.7) 4 (7.8) 

T stage,2) 

n (%) 

T1 15 (14.7) 8 (15.7) 7 (13.7) 

0.915 T2 9 (8.8) 4 (7.8) 5 (9.8) 

T3 78 (76.5) 39 (76.5) 39 (76.5) 

Lymph node  

metastasis, 2) 

n (%) 

N0 44 (43.1) 19 (37.3) 25 (49.0) 

0.457 N1a (central) 48 (47.1) 27 (52.9) 21 (41.2) 

Unknown 10 (9.8) 5 (9.8) 5 (9.8) 

Method of TSH elevation, n (%) 

Thyroid hormone withdrawal 

Injection of rhTSH 

 

81 (79.4) 

21 (20.6) 

 

43 (84.3) 

8 (15.7) 

 

38 (74.5) 

13 (25.5) 

 

0.221 

 

1)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2)Classified according to the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AJCC) cancer staging 

manual (Edge et al. 2010) 
 

*P value was obtained by t-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χ2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BMI, body mass index; TSH, thyroid-stimulating hormone; rhTSH, recombinant human thyroid-

stimulating horm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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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저요오드식 교육 

 1) 저요오드식 지침 

모든 연구 대상자들은 방사성요오드치료 2주 전부터 치료 3일 후 전신 

영상 촬영이 끝날 때까지 서울대학교병원의 저요오드식 지침(Table 6)을 

따르도록 안내하였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저요오드식 지침은 대한갑상선학

회 지침(Kim et al. 2013)에 따라 1일 100 ㎍ 미만 섭취를 목표로 하였

으며 육류 섭취 제한 기준(서울대학교병원 1일 120 g 미만 vs. 대한갑

상선학회 150 g미만)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침 내용은 동일하다. 대상자

들이 저요오드식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2가지 방법으로 영

양교육을 시행하였다.  

 

 2) 교육방법 

모든 연구 대상자들에게 간호사가 방사성요오드 치료안내 및 저요오드

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다. 방사성요오드 치료 안내 리플렛을 제공하

였으며, 저요오드식에 관해서는 A4 용지 4쪽 분량의 자료를 이용해 허

용식품과 제한식품, 식품선택 시 주의사항, 샘플 식단, FAQ(자주 문의하

는 질문)의 내용을 안내하였다(Appendix 1).  

추가적인 집중 교육 프로그램은 2.5 시간의 그룹 교육으로 Table 7과 

같이 다학제간 통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요오드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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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영양사가 30분 동안 저요오드식의 식사계획 및 주의사항에 대해 실

제적인 내용을 교육하였다. 집중교육 시에는 소책자 형태의 방사성 요오

드 치료 안내서를 제공하였고(Appendix 2), 슬라이드 자료를 이용하여 

저요오드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한식품과 허용식품, 저요오드식의 식

사계획, 다양한 저요오드식 메뉴, 이용가능한 간식의 종류, 보충음료소개 

등의 내용을 교육하였다(Appendix 3). 

  



34 

Table 6. Dietary guidelines for a low-iodine die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종 류 허용 식품 제한 식품 

곡류 
쌀, 밀가루 

감자 및 고구마 

천일염을 포함하는 식품 

(멸치/다시마국물 국수, 우동, 라면, 스프) 

우유나 계란이 들어간 과자류/빵류 

어육류 

및 

두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육류 섭취는 1일 120 g 이내로 제한) 

계란흰자, 콩류, 두부 

(두부는  천연응고제 (간수 )가  아닌   

염화마그네슘과  같은  화학응고제를   

이용하여  만든  경우  이용가능 )  

대부분의 생선 

게, 새우, 굴, 조개 등 해산물 

적색식용색소가 사용된 가공식품 

(게맛살, 적색어묵, 소시지, 햄 등) 

젓갈류 

계란노른자  

천연응고제를 사용한 두부  

두유 

채소 

및 

과일류 

대부분의 채소와 과일, 생과일 주스 

(단, 통조림/병조림류의 가공식품 및  

채소즙/녹즙/엑기스처럼 농축된 형태로의 

섭취는 제한) 

김, 미역, 다시마, 파래, 한천 등 해조류 

통조림/병조림류의 가공식품 

각종 채소즙/녹즙/엑기스 

적색식용색소가 함유된 과일 주스 

유제품 
 

우유, 분유, 치즈, 요플레, 아이스크림,  

밀크쉐이크, 생크림 

유지류 
식물성기름 (참기름, 들기름, 식용유 등) 

소금을 첨가하지 않은 견과류 
마요네즈 

양념류 

정제염 (맛소금, 한주소금),  

무요오드소금 

설탕, 식초, 케첩, 파, 마늘, 생강, 통깨, 

고춧가루, 겨자가루, 후춧가루 

천일염 및 요오드소금 (꽃소금, 죽염 등 

포함) 

장류 (간장, 고추장, 된장) 

천일염으로 담근 김치, 젓갈, 장아찌 

다시다류 

기타 원두커피, 차종류 

초콜릿 

술, 적색식용색소가 함유된 음료 

요오드가 함유된 종합영양제 

Source: 서울대학교병원 저요오드식 지침 (2013 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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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 comparison of education method for low-iodine diet prior to the 

radioactive iodine therapy 

 단순교육군: Simple guide 

 집중교육군: Simple guide + Intensive education 

 단순교육(Simple guide) 
집중교육(Intensive education) 

추가 교육 내용 

교육방법 
개별교육 

(리플렛을 이용한 간단한 설명) 

단체교육 

 

교육시점 방사성요오드 치료 결정 시 방사성 요오드 치료 2-4주 전 

교육시간 10-15 분 2.5 시간 

교육자 간호사 각 분과 전문의, 영양사, 간호사 

교육내용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일정  

및 저요오드식 안내 

• 갑상선암의 치료와 관리  

(30분, 내분비내과의사) 

• 갑상선암 수술후 관리  

(30분, 외과의사) 

• 방사성요오드 치료의 실제  

(30분, 핵의학과 의사) 

• 저요오드식 식사계획 및 주의사항 

(30분, 임상영양사) 

• 방사성요오드치료일정  

(30분, 간호사) 

교육자료 

방사성요오드 치료 안내리플렛 

저요오드식 자료 (A4, 4쪽) 

(Appendix 1 참조) 

방사성요오드 치료안내서(소책자, 35 쪽) 

(Appendix 2 참조) 

비용 무료 비급여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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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료 수집 

 

1) 식이 섭취 조사 

평상시와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의 섭취량을 평가하기 위해 주중 2일, 

주말 1일을 포함한 3일 식사기록지를 기간별로 각각 작성해오도록 하였

다. 섭취한 모든 식품과 음료를 자세히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방법 및 기

록예시가 적혀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수집된 식이조사 자료는 서울대학

교 식품영양학과 인체영양연구실에서 개발한 식사조사 및 영양 평가 프

로그램인 DES[Diet Evaluation System(Jung et al. 2013)]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영양소 섭취 분석 

에너지와 요오드를 제외한 다른 영양소 섭취량은 DES 프로그램의 영

양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평상시와 저요오드식 기간의 1일 평균 

에너지와 영양소 섭취량을 산출하였다.  

(2) 요오드 섭취량 계산 

요오드 섭취량은 Han 등이 구축한 한국인 상용식품의 요오드 데이터

베이스(Han et al. 2015)를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한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02명의 환자의 6일간의 식사기록을 분

석한 결과 총 813개 식품항목이 출현하였다. 이 항목 중 282개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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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등의 요오드 데이터베이스의 기준값(분석값 또는 문헌값을 이용하

여 얻은 요오드 함량)을 이용하였고, 368개 식품에 대해서는 기준값을 

토대로 유사한 식품으로 대체하거나 수분함량 및 조리방법 등을 고려하

여 요오드 값을 계산하여 적용하였다. 그 외 163개 항목은 요오드 값을 

‘0’으로 할당했다(Table 8). 본 연구의 요오드 섭취 분석에 사용한 각 

식품별 요오드 함량은 Appendix 4에 제시하였다.  

(3) 제한 식품 및 허용 식품 섭취 분류 

제한식품 및 허용식품의 분류는 Table 6의 항목을 토대로 요오드 데이

터베이스의 식품항목들을 제한 식품 또는 허용 식품으로 분류하였다. 

 (4) 식품군 섭취 

각 식품의 주요 식품군의 함량은 Song 등이 구축한 식품군별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Song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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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osition of the database for iodine values 

Food group 

Number of food items 

Total Matched 

values1) 

Imputed 

values 

Assigned  

as zero 

Grain and its products 65 73  138 

Potatoes 4 7 3 14 

Sugar and sweets 7 4 12 23 

Legumes 8 16  24 

Nuts and seeds 9 8 17 34 

Vegetables 47 58 57 162 

Mushrooms 4 11  15 

Fruits 32 32 5 69 

Meat and its products 5 54 6 65 

Eggs 1 5  6 

Fishes 32 65 2 99 

Seaweeds 5 11  16 

Milk and dairy products 6 17  23 

Oils 12 0 1 13 

Beverages 21 4 17 42 

Seasonings 19 3 19 41 

Processed foods 3  12 15 

Others 2  12 14 

Total 

(%) 

282 

(34.7) 

368 

(45.3) 

163 

(20.0) 

813 

(100) 

1) Matched values from published data (Han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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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변 수집 및 분석 

소변내 요오드 배설량을 분석하기 위해 2번의 일회뇨(spot urine)를 

수집하였다. 평상시 소변은 수술 후 외래 진료를 위한 방문시에 

수집하였고, 저요오드식 기간의 소변은 2주간의 저요오드식 후 1차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수집하였다. 평상 시 

소변이 수집된 환자는 80명이고, 저요오드식 기간의 소변이 수집된 

환자는 71명 이었으며, 평상시와 저요오드식 기간 모두 수집된 환자는 

69명이었다. 소변의 요오드와 크레아니틴 농도는 서울의과학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하였으며, 소변의 요오드 검사는 ammonium persulfate 

digestion을 이용한 the Sandell Kolthoff method을 사용하였고, 

크레아티닌 분석은 the Jaffe method을 사용하였고, 두 가지 모두 a 

microplate reader (Beckman Coulter AU 5800)를 이용하였다.  

 

3) 임상 검사 

(1) 잔여 갑상선제거 여부 평가 

잔여갑상선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차 방사성요오드 치료 후 6-

12개월 내에 시행한 2차 방사성요오드 치료 시 전신영상검사(Whole 

Body Scan, WBS) 결과와 TSH 자극 상태에서의 혈중 티로글로불린 농

도를 조사하였다. 전신영상검사 결과 방사성요오드가 남아있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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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H 자극 상태에서의 혈중 티로글로불린이 1㎍/L 미만일 경우 잔여갑

상선이 제거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2) 기타 자료 수집 

평상시 키와 체중은 정기적인 외래 진료 시 측정하였으며, 저요오드식 

기간의 키와 체중은 2주간의 저요오드식 후 방사성요오드 치료일에 측정

하였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체중(kg)을 키의 제곱

(m2)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진단 시 나이, 성별, 진단명, 수술방법, 병

리검사결과, TSH 증가방법, 혈액검사결과는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수집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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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과 분석 

1) 저요오드식의 순응도 평가 

(1) 요오드 섭취량 

저요오드식 순응도 평가를 위해 평상시와 저요오드식 기간의 

단순교육군과 집중교육군의 1일 요오드 섭취량 분포를 비교하였다. 

단순교육군과 집중교육군에 있어서 평상시와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의 

1일 요오드 섭취량과 1,000 kcal 당 요오드 섭취량을 성별, 연령대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 대한갑상선학회의 지침(100㎍ 

미만 섭취)을 만족하는 비율을 분석하였다.  

(2) 제한식품 및 허용식품 섭취 분석 

저요오드식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평상시와 저요오드식 기간의 

제한식품별 섭취빈도, 섭취량, 제한식품으로 섭취하는 요오드 섭취량을 

영양교육 방법별로 비교하였으며,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의 제한식품 및 

허용식품의 섭취량과 이로부터 섭취하는 요오드 섭취량을 산출하여 

영양교육방법별 순응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3) 요오드 배설량 

소변의 요오드/크레아티닌 비율(iodine/creatinine ratio, ㎍/gCr)을 

이용해 저요오드식 순응도를 살펴보았으며, 단순교육군과 집중교육군에 



42 

있어서 평상시와 저요오드식 기간의 성별, 연령대별 배설량을 

비교하였다. 방사성요오드 치료 전처치로써 적절한 수준(< 100 

㎍/gCr)을 만족하는 비율을 제시하였다. 

 

2) 저요오드식이 잔여갑상선 제거에 미치는 영향 

단순교육군과 집중교육군에 있어 성별, 연령별 잔여갑상선 제거 

성공율을 비교하였고, 요오드 섭취량과 소변 요오드 배설량 수준에 따른 

잔여갑상선 제거 성공율을 비교하였다. 또한 잔여갑상선 제거 성공군과 

실패군에 있어서 임상적 특성 차이를 비교하였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잔여갑상선 제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3) 식생활의 질 평가 

평상시와 저요오드식 기간의 열량 및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에너지 

비율을 비교하였고, 영양소 섭취는 영양소 밀도(1,000 kcal 당 영양소 

함량)로 비교하였다. 식사의 질 평가를 위해 주요 식품군점수와 총 

식품점수를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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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식품점수 (Dietary Variety Score, DVS) 

식사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DVS는 1일 동안 섭취한 모든 다른 종류의 

식품 수를 계산하였으며(Drewnowski et al. 1997), 이 때 다른 

식품이란 조리법에서 차이가 나도 동일 식품인 경우 식품코드를 합쳐서 

계산하였다. 

(2) 주요 식품군점수 (Dietary Diversity Score, DDS) 

섭취한 식품들을 5가지 주요 식품군(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우유 

및 유제품군, 과일군)으로 분류한 후 1일에 각 식품군을 최소량 이상 

섭취한 경우 식품군 마다 1점씩 부여하였다(Kant 1996). 다섯 가지 

식품군을 최소량 이상 모두 섭취하면 5점이 부여되고, 한 군이 빠질 

때마다 1점씩 줄어드는 방식이다. 소량 섭취하고도 점수 계산에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량 미만으로 섭취한 식품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이 때 최소량의 기준은 육류군, 채소군, 과일군의 경우 

고형식품은 30 g, 액체류는 60 g으로 하였으며, 곡류군과 유제품군의 

경우 고형식품은 15 g, 액체류는 30 g으로 하였다(Bae 2012). 

 

4) 통계 분석 

일반적 특성 및 임상적 상태 등의 범주형 변수는 카이제곱 검정(χ2-

test)을 통해 분포의 차이를 검증하였고, 영양교육 방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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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요오드식 기간 동안의 영양소 섭취의 차이는 진단 시 나이, 성별, 

에너지 섭취량을 공변량으로 일반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 

GLM)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평상시와 저요오드식의 영양소 섭취량과 

요요드 섭취량 및 배설량, 제한식품 및 허용식품의 섭취량, 이로부터 

섭취하는 요오드량, 영양소 밀도, 총 식품점수, 주요식품군점수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요오드제한 정도 따른 잔여갑상선 제거 

성공률의 차이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AS program (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9.4, SAS Institute 

Inc., Cary, NC)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모든 분석에 대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α=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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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연구 결과 

 

 1. 저요오드식의 순응도 평가 

1) 요오드 섭취량 

평상시 1일 요오드 섭취량의 중앙값은 295.9 ㎍이었고, 저요오드식 

기간의 요오드 섭취량의 중앙값은 63.6 ㎍으로 두 기간 동안의 요오드 

섭취량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01). 평상시와 저요오드식 

기간의 1일 요오드 섭취량을 나타낸 결과(Figure 3)를 보면 

단순교육군의 경우 평상시와 저요오드식 기간의 1일 요오드 섭취량의 

중앙값은 각각 284.6, 65.6 ㎍, 집중교육군의 경우 303.4, 61.0 ㎍으로 

두 군 모두 평상시에 비해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 요오드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Figure 4는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의 

영양교육방법에 따른 요오드 섭취량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으로 1일 100 

㎍ 미만을 섭취한 대상자의 비율은 단순교육군 74.5%, 집중교육군 

94.1%로 집중교육군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7). 성별, 연령, 

에너지 섭취량을 보정한 후 두 군간의 요오드 섭취량의 평균값을 

비교해보았을 때는 집중교육을 받은 군의 1일 요오드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단순교육군과 집중교육군간의 요오드 섭취량의 차이를 성별과 



46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Table 9), 여성과 50세 이상의 환자군에서 

단순교육을 받은 군보다 집중교육을 받은 군의 요오드 섭취량이 

유의적으로더 적었다(p<0.01). 1,000 kcal 당 요오드 섭취량의 중앙값을 

비교하였을 때에도 집중교육군이 42.4 ㎍으로 단순교육군 49.2 ㎍에 

비해 유의적으로 적게 섭취하였고(p=0.001), 여성과 50세 이상 

환자군이 특히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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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iodine intake of simple guide and intensive education groups 

during the usual and low-iodine diet periods 

Q1: 25th percentile, Q3: 75th percentile  

☆: 1 extreme value is clipped on the boxplot,  ◇: mean 

P values(<0.001) were obtained using a paired t-test to compare the usual and low-iodine 

diet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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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Iodine intake of simple guide and intensive education groups during the low-iodine diet period 

Q1, 25th percentile; Q3, 75th percentile.  

The proportion of subjects of iodine intake < 100 ㎍/da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simple guide and intensive education 

groups (p=0.007). 

Iodine intake of intensive education group was significantly lower compared to simple guide group when mean values were tested 

using GLM after adjusting for age, sex, and energy intake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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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mparison of iodine intake between simple guide and intensive education groups during the usual and 

low-iodine diet (LID) periods 

(㎍/day) 

 Total Simple guide Intensive education 

Simple guide vs 

intensive 

education during 

LID 

Number of subjects Usual LID Usual LID Usual LID p value* 

Total (102/51/51)1) 
295.92) 

(207.7-527.9) 

63.6 

(49.1-83.5) 

284.6 

(182.8-445.8) 

65.6 

(53.8-100.7) 

303.4 

(215.2-591.1) 

61.0 

(46.2-82.3) 
0.001 

Sex 

Male 

(22/15/7)1) 

303.8 

(237.3-445.8) 

76.2 

(62.6-102.8) 

284.6 

(232.9-418.3) 

77.4 

(63.2-120.3) 

427.0 

(293.9-647.4) 

75.0 

(61.0-99.3) 
0.061 

Female 

(80/36/44)1) 

286.6 

(180.4-536.7) 

60.3 

(43.3-82.6) 

281.7 

(167.9-475.7) 

62.7 

(46.4-90.9) 

291.4 

(210.2-577.7) 

56.0 

(42.3-81.2) 
0.006 

Age 

<50 yrs 

(61/35/26)1) 

293.9 

(217.7-478.9) 

57.9 

(43.5-74.3) 

288.5 

(182.8-472.4) 

61.5 

(40.9-74.3) 

322.3 

(236.9-596.8) 

57.2 

(49.9-75.0) 
0.203 

≥ 50 yrs 

(41/16/25)1) 

297.9 

(207.7-533.5) 

78.0 

(56.2-99.9) 

273.0 

(186.7-441.5) 

101.4 

(65.7-148.2) 

303.4 

(207.7-564.2) 

64.8 

(42.6-82.9) 
0.005 

1) Number of subjects (total/simple guide/intensive education). 2) Data(㎍/day) are expressed as the Median(Q1-Q3). Q1,25th percentile; Q3, 75th 

percentile  
*P values were obtained using GLM after adjusting for age, sex, and energy intake between simple and intensive education groups during the low-

iodine diet period. 

Iodine intak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simple and intensive education groups during the usual diet period from GLM after adjusting 

for age, sex, and energy intake. 

Iodine intak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usual and low-iodine diets by sex, age groups, and the type of education from a paired t-test (p 

<0.05) 



50 

Table 10. Comparison of iodine density between simple guide and intensive education groups during the usual 

and low-iodine diet (LID) periods 

(㎍/1,000 kcal) 

 Total Simple guide Intensive education 

Simple guide vs 

intensive education 

during LID 

Number of subjects Usual LID Usual LID Usual LID p value * 

Total (102/51/51)1) 
175.72) 

(131.1-275.6) 

45.4 

(38.3-60.0) 

162.4 

(122.72-303.3) 

49.2 

(39.9-77.9) 

197.7 

(136.5-275.6) 

42.4 

(35.8-55.0) 
0.002 

Sex 

Male 

(22/15/7)1) 

140.7 

(102.7-250.9) 

47.5 

(40.2-81.2) 

122.7 

(101.7-217.9) 

60.2 

(40.2-88.8) 

250.9 

(138.0-300.7) 

43.6 

(35.1-52.1) 
0.114 

Female 

(80/36/44)1) 

182.1 

(135.3-300.5) 

44.8 

(37.8-57.5) 

173.4 

(135.3-311.1) 

48.4 

(39.5-70.9) 

185.1 

(134.8-260.0) 

42.1 

(36.2-55.6) 
0.009 

Age 

<50 yrs 

(61/35/26)1) 

181.1 

(132.7-300.7) 

43.4 

(35.8-56.9) 

181.1 

(122.7-316.7) 

43.7 

(35.4-61.8) 

183.9 

(133.1-297.6) 

41.8 

(35.8-55.0) 
0.194 

≥ 50 yrs 

(41/16/25)1) 

167.4 

(128.3-250.9) 

51.9 

(40.0-67.0) 

140.7 

(121.4-217.2) 

65.0 

(49.7-89.9) 

197.9 

(150.4-252.5) 

45.6 

(38.0-54.0) 
0.004 

1)Number of subjects (total/simple guide/intensive education) 

2)Data(㎍/1,000 kcal) are expressed as the Median(Q1-Q3). Q1,25th percentile; Q3, 75th percentile  
*P values were obtained using GLM after adjusting for age and sex between simple and intensive education groups during the low-iodine diet 

period. 

Iodine densiti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simple and intensive education groups during the usual diet period from GLM after 

adjusting for age and sex. 

Iodine densiti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usual and low-iodine diets by sex, age group and the type of education from a paired t-test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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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식품과 허용식품 섭취량 

연구대상자의 갑상선암 수술 후 평상시와 저요오드식을 섭취한 기간 

동안의 제한식품의 섭취 빈도 및 섭취량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Table 11은 평상시와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 제한식품을 섭취한 

사람의 수를 나타낸 결과로, 저요오드식 지침에 따라 해조류, 어패류, 

김치 및 장아찌, 계란(노른자포함), 우유 및 유제품, 두부(천연간수 

사용) 및 두유, 가공식품, 음료(주류포함), 통조림 과일, 계란 및 우유가 

포함된 빵과 과자류, 다시마 및 해물이 함유된 면류, 장류(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 등)의 섭취빈도가 평상시에 비해 섭취한 사람이 유의적으로 

적었다. Table 12를 보면 섭취량에 있어서도 통조림 과일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한식품들의 섭취량이 평상시에 비해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이는 단순교육군과 집중교육군 모두 비슷하였다. 

Table 13은 제한식품으로부터 섭취하는 요오드량을 제시한 것으로 

평상시 해조류로부터 섭취하는 요오드 섭취량의 전체 평균은 151.9 

㎍으로 평상시 요오드 섭취에 가장 큰 기여를 하였고, 김치 및 

장아찌류로부터 섭취하는 요오드량은 72.7 ㎍, 어패류 49.9 ㎍, 우유 및 

유제품 24.9 ㎍ 순으로 요오드를 섭취하고 있었고, 이러한 양상은 

단순교육군과 집중교육군 모두 동일하였다. 반면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에 

요오드 섭취가 가장 큰 기여를 한 제한식품은 김치 및 장아찌류로 

나타났다. 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 등의 장류 섭취량은 평상시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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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에서 저요오드식 기간에는 11.4 g으로 감소되었는데(Table 12), 

장류로부터 섭취되는 요오드 섭취량은 평상시 1.4 ㎍, 저요오드식 

기간에 0.7 ㎍ 미만으로 요오드 섭취에 기여하는 정도는 매우 적었다 

(Table 13).  

제한식품을 섭취한 사람들의 평균 섭취량과 이로부터 섭취되는 

요오드량을 살펴보았을 때(Table 14, 15) 어패류, 김치 및 장아찌류, 

계란노른자, 장류 등의 경우는 섭취하더라도 평상시보다 섭취량을 

유의적으로 줄여서 섭취하고 있어(Table 14) 이로부터 섭취되는 요오드 

섭취도 유의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5). 

Table 16을 보면 저요오드식 기간동안 단순교육군과 집중교육군간의 

제한식품 종류별 섭취빈도, 평균 섭취량, 제한식품으로부터 섭취하는 

요오드 섭취량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제한식품의 총 섭취량은 

단순교육군 90.6 g, 집중교육군 65.5 g, 제한식품들로부터 섭취하는 

요오드 총량은 단순교육군 25.9 ㎍, 집중교육군 10.8 ㎍으로 

집중교육군이 단순교육군보다 유의적으로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3). 제한식품을 섭취한 사람들만을 따로 분석하였을 때 

우유 및 유제품의 평균 섭취량과 우유 및 유제품으로부터 섭취하는 

요오드 섭취량, 제한식품들로부터 섭취한 총 요오드 섭취량에 있어 

집중교육군이 단순교육군에 비해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낮았다(Tabl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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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식품의 결과를 Table 18에서 살펴보면, 단순교육군과 집중교육군 

간의 섭취빈도의 차이는 없었으나 두류와 과일의 경우 집중교육군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적었고, 이로부터 섭취하는 요오드량도 유의적으로 

낮았다. 또한 허용식품의 총 섭취량도 단순교육군은 1413.9 g인데 비해, 

집중교육군은 1341.2 g으로 유의적으로 적었고(p=0.027), 허용식품 

으로부터 섭취하는 요오드량도 집중교육군에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09). 허용식품을 섭취한 사람들만의 평균섭취량을 Table 19에서 

살펴보면, 과일과 난백의 경우 집중교육군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적었다 

(p=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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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Number of subjects reporting consumption of the restricted foods 

between simple guide and intensive education groups during the usual and 

low-iodine diet (LID) periods 

Restricted foods 

Total 

(n=102) P 

value* 

Simple 

guide(n=51) P 

value* 

Intensive 

education(n=51) P 

value* 
Usual LID Usual LID Usual LID 

해조류 80 3 <0.001 37 2 <0.001 43 1 <0.001 

어패류 100 29 <0.001 50 15 <0.001 50 14 <0.001 

김치 및 장아찌 101 34 <0.001 51 18 <0.001 50 16 <0.001 

우유 및 유제품 65 9 <0.001 31 6 <0.001 34 3 <0.001 

난류(노른자 포함) 92 27 <0.001 46 13 <0.001 46 14 <0.001 

가공 어육류 38 1 <0.001 20 1 <0.001 18 0 <0.001 

두부 및 두유 76 21 <0.001 43 11 <0.001 33 10 <0.001 

술 35 4 <0.001 22 2 <0.001 13 2 <0.001 

통조림 야채 및 과일 32 12 <0.001 16 5 0.007 16 7 0.033 

계란, 우유 포함 빵류 

및 과자류 
58 13 <0.001 25 3 <0.001 33 10 <0.001 

우동,짬뽕,칼국수,라면등  42 11 <0.001 19 7 0.006 23 4 <0.001 

양념류(장류) 102 87 <0.001 51 46 0.022 51 41 <0.001 

기타 1) 83 48 <0.001 45 21 <0.001 38 27 0.024 

1)기타(초콜릿, 색소첨가 사탕/음료, 조미료, 마요네즈, 조미견과류 등) 

*P values were obtained from a χ2 test between usual and low-iodine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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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The amount of restricted food consumption between simple guide and intensive education groups during 

the usual and low-iodine diet (LID) periods (mean of total subjects) 

(g/day) 

Restricted foods 
Total (n=102) 

p value* 
Simple guide(n=51) 

p value* 
Intensive education(n=51) 

p value* 
Usual LID Usual LID Usual LID 

해조류 2.2 ± 3.51) 0 ± 0.3 <0.001 2.8 ± 4.4 0.1 ± 0.5 <0.001 1.5 ± 2.2 0.0±0.0 <0.001 

어패류 60.1 ± 54.9 1.3 ± 6.0 <0.001 60.8 ± 55.2 2.5 ± 8.4 <0.001 59.4 ± 55.1 0.2±0.5 <0.001 

김치 및 장아찌 65.3 ± 43.0 12.3 ± 32.3 <0.001 66.5 ± 44.4 12.5 ± 36.1 <0.001 64.0 ± 41.9 12.2±28.3 <0.001 

우유 및 유제품 70.9 ± 92.7 3.8 ± 23.9 <0.001 59.0 ± 86.4 7.3 ± 33.6 <0.001 82.7 ± 98.1 0.2±1.0 <0.001 

난류(노른자 포함) 30.1 ± 25.8 1.7 ± 3.9 <0.001 26.3 ± 23.7 1.6 ± 3.5 <0.001 33.8 ± 27.5 1.8±4.4 <0.001 

가공 어육류 4.2 ± 8.3 0.1 ± 1.0 <0.001 3.3 ± 6.5 0.0 ± 0.0 <0.001 5.2 ± 9.6 0.2±1.4 <0.001 

두부 및 두유 28.9 ± 51.1 9.3 ± 30.2 0.001 26.7 ± 40.8 10.9 ± 34.0 0.039 31.1 ± 59.9 7.7±26.1 0.008 

술 29.3 ± 123.4 0.6 ± 6.1 0.018 12.6 ± 68.7 0 ± 0.2 0.057 46.1 ± 159.6 1.2±8.6 0.044 

통조림 야채 및 과일 8.7 ± 28.6 4.1 ± 18.2 0.129 7.3 ± 18.7 4.3 ± 21.3 0.479 10.2 ± 36.1 3.9±14.7 0.162 

계란, 우유 포함 빵류 및 

과자류 
25.6 ± 38.3 3.3 ± 10.7 <0.001 30.6 ± 46.6 3.2 ± 12.1 <0.001 20.5 ± 27.1 3.5±9.1 <0.001 

우동,짬뽕,칼국수,라면등 29.4 ± 48.1 8.9 ± 27.2 <0.001 29.4 ± 51.0 9.2 ± 27.8 0.014 29.4 ± 45.4 8.5±26.7 0.007 

양념류(장류) 23.3 ± 13.5 11.4 ± 14.6 <0.001 23.0 ± 13.9 13.1 ± 17.7 <0.001 23.6 ± 13.3 9.7±10.5 <0.001 

기타 2) 28.2 ± 38.8 21.1 ± 45.4 0.218 26.6±34.8 22.2 ± 50.3 0.609 29.7±42.6 20.0 ±40.5 0.199 

1)Data(g/day)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2)기타(초콜릿, 색소첨가 사탕/음료, 조미료, 마요네즈, 조미견과류 등) 
*P values were obtained from a paired t-test between usual and low-iodine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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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Iodine intake from the restricted foods between simple guide and intensive education groups during the 

usual and low-iodine diet (LID) periods (mean of total subjects) 

(㎍/day) 

Restricted foods 
Total (n=102) 

p value* 
Simple guide (n=51) 

p value* 
Intensive education (n=51) 

p value* 
Usual LID Usual LID Usual LID 

해조류 151.9 ± 227.51) 1.1 ± 7.7 <0.001 178.4 ± 257.1 2.0 ± 10.7 <0.001 125.5 ± 192.3 0.3 ± 2.0 <0.001 

어패류 49.9 ± 52.5 1.2 ± 3.3 <0.001 48.8 ± 55.5 1.8 ± 4.3 <0.001 51.2 ± 49.9 0.6 ± 1.4 <0.001 

김치 및 장아찌 72.7 ± 57.8 9.6 ± 28.5 <0.001 72.7 ± 61.7 10.8 ± 34.7 <0.001 72.6 ± 54.2 8.4 ± 21.0 <0.001 

우유 및 유제품 24.9 ± 34.4 1.2 ± 7.6 <0.001 20.0 ± 30.8 2.3 ± 10.7 <0.001 29.9 ± 37.3 0.0 ± 0.0 <0.001 

난류(노른자 포함) 13.5 ± 11.6 0.8 ± 1.7 <0.001 11.8 ± 10.7 0.7 ± 1.6 <0.001 15.1 ± 12.4 0.8 ± 1.9 <0.001 

가공 어육류 0.9 ± 1.9 0.0 ± 0.2 <0.001 0.8 ± 1.7 0.0 ± 0.0 0.002 1.1 ± 2.1 0.0 ± 0.3 0.001 

두부 및 두유 4.1 ± 6.2 1.4 ± 4.8 <0.001 3.7 ± 4.9 1.6 ± 5.4 0.049 4.5 ± 7.3 1.2 ± 4.1 0.003 

술 0.4 ± 1.5 0.0 ± 0.1 0.017 0.1 ± 0.7 0.0 ± 0.0 0.176 0.6 ± 1.9 0.0 ± 0.1 0.043 

통조림 야채 및 과일 0.1 ± 0.4 0.1 ± 0.2 0.075 0.1 ± 0.3 0.1 ± 0.3 0.219 0.1 ± 0.5 0.1 ± 0.2 0.204 

계란, 우유 포함 빵류 및 

과자류 
7.3 ± 12.0 0.7 ± 2.5 <0.001 9.3 ± 15.2 0.7± 3.0 <0.001 5.2 ± 7.1 0.6 ± 1.9 <0.001 

우동,짬뽕,칼국수,라면등  6.9 ± 12.9 0.1 ± 0.4 <0.001 5.3 ± 10.2 0.1 ± 0.5 <0.001 8.4 ± 15.0 0.1 ± 0.2 <0.001 

양념류(장류) 1.4 ± 0.9 0.7 ± 1.1 <0.001 1.3 ± 0.9 0.7 ± 1.1 <0.001 1.4 ± 0.9 0.7 ± 1.0 <0.001 

기타 2) 1.8 ± 6.9 1.6 ± 10.9 0.838 1.3±3.0 3.1 ± 15.4 0.340 2.4±9.3 0.1 ± 0.3 0.082 

1)Data(㎍/day)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2)기타(초콜릿, 색소첨가 사탕/음료, 조미료, 마요네즈, 조미견과류 등) 
*P values were obtained from a paired t-test between usual and low-iodine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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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The amount of restricted food consumption between simple guide and intensive education groups during 

the usual and low-iodine diet (LID) periods (mean of ingested subjects) 

(g/day) 

Restricted foods 
Total 

p value* 
Simple guide 

p value* 
Intensive education 

p value* 
Usual LID Usual LID Usual LID 

해조류 2.8 ± 3.71) 1.4 ± 1.6 0.270 2.3 ± 2.7 2.0 ± 1.9 0.695 3.3 ± 4.4 0.3 0.381 

어패류 61.6 ± 54.6 4.7 ± 10.7 <0.001 51.6 ± 46.4 4.0 ± 12.3 <0.001 71.5 ± 60.5 5.6 ± 9.1 <0.001 

김치 및 장아찌 66.3 ± 42.3 37.0 ± 47.4 <0.001 68.5 ± 42.8 44.0 ± 57.1 0.030 64.1 ± 42.0 29.1 ± 33.4 0.003 

우유 및 유제품 113.0 ± 93.9 42.8 ± 73.0 0.049 117.7 ± 89.7 57.9 ± 87.6 0.112 108.6 ± 98.8 12.6 ± 9.1 0.327 

난류(노른자 포함) 33.5 ± 25.0 6.6 ± 5.2 <0.001 37.3 ± 25.9  6.4 ± 5.7 <0.001 29.7 ± 23.7 6.8 ± 4.9 <0.001 

가공 어육류 11.5 ± 10.0 10.0 0.963 13.5 ± 11.1 10 0.985 9.3 ± 8.3 - - 

두부 및 두유 39.1 ± 55.7 45.2 ± 54.0 0.640 41.1 ± 60.9 56.4 ± 70.2 0.582 36.5 ± 49.0 32.8 ± 25.8 0.951 

술 85.5 ± 200.7 16.1 ± 30.4 0.652 92.3 ± 212.9 0.6 ± 0.6 0.963 74.0 ± 186.0 31.7 ± 42.4 0.202 

통조림 야채 및 과일 27.8 ± 46.1 34.9 ± 43.4 0.672 38.6 ± 59.0 65.3 ± 49.5 0.469 17.0 ± 25.8 13.1 ± 22.2 0.669 

계란, 우유 포함 빵류 및 

과자류 
45.1 ± 41.2 26.2 ± 17.6 0.181 53.3 ± 50.7 19.3 ± 12.0 0.696 38.8 ± 31.7 28.2 ± 19.0 0.394 

우동,짬뽕,칼국수,라면등  71.4 ± 51.2 82.3 ± 28.4 0.847 67.6 ± 36.0 79.3 ± 31.6 0.717 74.6 ± 61.7 87.5 ± 25.0 0.992 

양념류(장류) 23.6 ± 13.3 13.4 ± 14.9 <0.001 25.0 ± 12.8 13.8 ± 17.5 <0.001 22.1 ± 13.8 12.9 ± 11.6 <0.001 

기타 2) 34.6 ± 40.3 44.8 ± 57.9 0.252 30.2 ± 35.6 53.8 ± 67.3 0.072 39.8 ± 45.2 37.9 ± 49.5 0.787 

1)Data(g/day)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2)기타(초콜릿, 색소첨가 사탕/음료, 조미료, 마요네즈, 조미견과류 등) 
*P values were obtained using GLM between usual and low-iodine diet periods after adjusted age at diagnosis, sex and energy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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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Iodine intake from the restricted foods between simple guide and intensive education groups during the 

usual and low-iodine diet (LID) periods (mean of ingested subjects) 

(㎍/day) 

Restricted foods 
Total 

p value* 
Simple guide 

p value* 
Intensive education 

p value* 
Usual LID Usual LID Usual LID 

해조류 195.8 ± 239.81) 38.1 ± 29.9 0.166 183.4 ± 202.3 50.0 ± 30.5 0.298 206.5 ± 269.8 14.2 0.398 

어패류 51.0 ± 52.5 4.2 ± 5.0 <0.001 41.0 ± 43.3 3.7 ± 6.2 <0.001 61.1 ± 59.1 4.7 ± 3.6 <0.001 

김치 및 장아찌 73.9 ± 57.2 28.8 ± 43.9 <0.001 77.3 ± 63.7 39.6 ± 55.5 0.015 70.4 ± 50.0 16.6 ± 21.1 <0.001 

우유 및 유제품 39.8 ± 35.8 13.3 ± 23.5 0.053 41.5 ± 34.2 17.8 ± 28.3 0.103 38.2 ± 37.6 4.4 ± 4.2 0.431 

난류(노른자 포함) 15.0 ± 11.2 2.9 ± 2.3 <0.001 16.7 ± 11.7 2.7 ± 2.4 <0.001 13.3 ± 10.6 3.0 ± 2.3 <0.001 

가공 어육류 2.5 ± 2.3 2.5 0.889 2.9 ± 2.6 2.5 0.752 2.1 ± 2.0 - - 

두부 및 두유 5.5 ± 6.6 6.8 ± 8.7 0.414 5.6 ± 6.7 8.6 ± 11.3 0.336 5.3 ± 6.5 4.7 ± 4.2 0.893 

술 1.0 ± 2.4 0.2 ± 0.3 0.679 1.2 ± 2.7 0.0 ± 0.0 0.946 0.8 ± 1.7 0.3 ± 0.4 0.163 

통조림 야채 및 과일 0.4 ± 0.6 0.5 ± 0.6 0.795 0.6 ± 0.8 0.9 ± 0.6 0.481 0.2 ± 0.3 0.2 ± 0.3 0.785 

계란, 우유 포함 빵류 및 

과자류 
12.8 ± 13.5 5.4 ± 4.9 0.088 16.6 ± 17.3 2.4 ± 0.7 0.393 9.9 ± 9.0 6.3 ± 5.3 0.271 

우동,짬뽕,칼국수,라면등  16.6 ± 15.5 1.0 ± 0.8 0.002 17.6 ± 15.5 0.9 ± 0.8 0.014 15.9 ± 15.8 1.2 ± 1.0 0.028 

양념류(장류) 1.4 ± 0.9 0.8 ± 1.1 0.001 1.4 ± 0.7 0.9 ± 1.4 0.019 1.4 ± 1.0 0.7 ± 0.7 <0.001 

기타 2) 2.3 ± 7.6 3.4 ± 15.8 0.584 1.4 ± 3.2 7.5 ± 23.6 0.102 3.2 ± 10.6 0.2 ± 0.3 0.125 

1)Data(㎍/day)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2)기타(초콜릿, 색소첨가 사탕/음료, 조미료, 마요네즈, 조미견과류 등) 

*P values were obtained using GLM between usual and low-iodine diet periods after adjusted age at diagnosis, sex and energy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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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The amount of restricted foodconsumption and iodine intake from the restricted foods between simple 

guide and intensive education groups during the low-iodine diet period (mean of total subjects) 

Restricted foods 

Number of ingested subjects  

p value* 

Amount of restricted food consumption 
(g/day) 

p value† 

Iodine intake from the restricted foods 
(㎍/day) 

p value† 

Simple guide 
Intensive 
education 

Simple guide(n=51) 
Intensive 

education(n=51) 
Simple guide(n=51) 

Intensive 
education(n=51) 

해조류 2 1 0.558 0.1 ± 0.51) 0.0 ± 0.0 0.177 2.0 ± 10.7 0.3 ± 2.0 0.201 

어패류 15 14 0.826 2.5 ± 8.4 0.2 ± 0.5 0.114 1.8 ± 4.3 0.6 ± 1.4 0.059 

김치 및 장아찌 18 16 0.674 12.5 ± 36.1 12.2 ± 28.3 0.507 10.8 ± 34.7 8.4 ± 21.0 0.432 

우유 및 유제품 6 3 0.295 7.3 ± 33.6 0.2 ± 1.0 0.286 2.3 ± 10.7 0.0 ± 0.0 0.267 

난류(노른자 포함) 13 14 0.822 1.6 ± 3.5 1.8 ± 4.4 0.727 0.7 ± 1.6 0.8 ± 1.9 0.777 

가공 어육류 1 0 0.315 0.0 ± 0.0 0.2 ± 1.4 0.460 0.0 ± 0.0 0.0 ± 0.3 0.460 

두부 및 두유 11 10 0.807 10.9 ± 34.0 7.7 ± 26.1 0.517 1.6 ± 5.4 1.2 ± 4.1 0.519 

술 2 2 1.000 0 ± 0.2 1.2 ± 8.6 0.313 0.0 ± 0.0 0.0 ± 0.1 0.325 

통조림 야채 및 과일 5 7 0.539 4.3 ± 21.3 3.9 ± 14.7 0.670 0.1 ± 0.3 0.1 ± 0.2 0.793 

계란,우유포함 빵류및과자류 3 10 0.065 3.2 ± 12.1 3.5 ± 9.1 0.815 0.7± 3.0 0.6 ± 1.9 0.937 

우동,짬뽕,칼국수,라면등  7 4 0.338 9.2 ± 27.8 8.5 ± 26.7 0.740 0.1 ± 0.5 0.1 ± 0.2 0.924 

양념류(장류) 46 41 0.162 13.1 ± 17.7 9.7 ± 10.5 0.073 0.7 ± 1.1 0.7 ± 1.0 0.441 

기타 2) 21 27 0.234 22.2 ± 50.3 20.0 ± 40.5 0.750 3.1 ± 15.4 0.1 ± 0.3 0.253 

Total intake 
47 45 0.505 

90.6 ± 113.8 65.5 ± 57.8 0.089 25.9 ± 52.2 10.8 ± 15.6 0.013 

(% of total intake) (5.7 ± 6.3) (4.8 ± 4.5) 0.385 (19.2 ± 22.7) (14.1 ± 16.0) 0.101 

1)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2)기타(초콜릿, 색소첨가 사탕/음료, 조미료, 마요네즈, 조미견과류 등) 
*P values were obtained from a χ2 test between simple guide and intensive education groups 
†P values were obtained using GLM between simple guide and intensive education groups after adjusted age at diagnosis, sex and energy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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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The amount of restricted food consumption and iodine intake from the restricted foods between simple 

guide and intensive education groups during the low-iodine diet period (mean of ingested subjects) 

Restricted foods 

Number of ingested subjects  

p value* 

Amount of restricted food consumption 
(g/day) 

p value† 

Iodine intake from the restricted foods 
(㎍/day) 

p value† 

Simple guide 
Intensive 
education 

Simple guide Intensive education Simple guide Intensive education 

해조류 2 1 0.558 2.0 ± 1.91) 0.3 - 50.0 ± 30.5 14.2 - 

어패류 15 14 0.826 4.0 ± 12.3 5.6 ± 9.1 0.215 3.7 ± 6.2 4.7 ± 3.6 0.186 

김치 및 장아찌 18 16 0.674 44.0 ± 57.1 29.1 ± 33.4 0.381 39.6 ± 55.5 16.6 ± 21.1 0.139 

우유 및 유제품 6 3 0.295 57.9 ± 87.6 12.6 ± 9.1 0.004 17.8 ± 28.3 4.4 ± 4.2 0.002 

난류(노른자 포함) 13 14 0.822 6.4 ± 5.7 6.8 ± 4.9 0.406 2.7 ± 2.4 3.0 ± 2.3 0.396 

가공 어육류 1 0 0.315 10 - - 2.5 - - 

두부 및 두유 11 10 0.807 56.4 ± 70.2 32.8 ± 25.8 0.823 8.6 ± 11.3 4.7 ± 4.2 0.759 

술 2 2 1.000 0.6 ± 0.6 31.7 ± 42.4 - 0.0 ± 0.0 0.3 ± 0.4 - 

통조림 야채 및 과일 5 7 0.539 65.3 ± 49.5 13.1 ± 22.2 0.591 0.9 ± 0.6 0.2 ± 0.3 0.299 

계란,우유포함 빵류및과자류 3 10 0.065 19.3 ± 12.0 28.2 ± 19.0 0.480 2.4 ± 0.7 6.3 ± 5.3 0.223 

우동,짬뽕,칼국수,라면등  7 4 0.338 79.3 ± 31.6 87.5 ± 25.0 0.469 0.9 ± 0.8 1.2 ± 1.0 0.647 

양념류(장류) 46 41 0.162 13.8 ± 17.5 12.9 ± 11.6 0.711 0.9 ± 1.4 0.7 ± 0.7 0.331 

기타 2) 21 27 0.234 53.8 ± 67.3 37.9 ± 49.5 0.681 7.5 ± 23.6 0.2 ± 0.3 0.167 

Total intake 
47 45 0.505 

98.3 ± 115.3 74.3 ± 56.0 0.098 28.2 ± 53.9 12.3 ± 16.1 0.016 

(% of total intake) (6.2 ± 6.3) (4.4 ± 4.9) 0.427 (20.8 ± 23.0) (16.0 ± 16.2) 0.117 

1)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2)기타(초콜릿, 색소첨가 사탕/음료, 조미료, 마요네즈, 조미견과류 등) 

*P values were obtained from a χ2 test between simple guide and intensive education groups 
†P values were obtained using GLM between simple guide and intensive education groups after adjusted age at diagnosis, sex and energy intake.   



61 

Table 18. The amount of allowed food consumption and iodine intake from the allowed foods between simple guide 

and intensive education groups during the low-iodine diet period (mean of total subjects) 

Allowed foods 

Number of ingested 
subjects  

p value* 

Amount of allowed food 
consumption (g/day) 

p value† 

Iodine intake from the allowed foods 
(㎍/day) 

p value
†
 

Simple 

guide 

Intensive 

education 

Simple 

guide(n=51) 

Intensive 

education(n=51) 

Simple 

guide(n=51) 

Intensive 

education(n=51) 

곡류/전분/당류 51 51 1.000 466.1 ± 167.11) 512.1 ± 219.2 0.706 7.9 ± 3.9 9.2 ± 4.9 0.725 

두류 22 14 0.097 9.5 ± 20.6 1.5 ± 3.7 0.003 0.7 ± 1.6 0.1 ± 0.2 0.002 

견과류 43 46 0.373 7.1 ± 8.8 18.2 ± 44.0 0.059 0.3 ± 0.6 0.5 ± 1.0 0.776 

채소 및 버섯류 51 51 1.000 342.3 ± 157.2 338.9 ± 202.7 0.344 9.1 ± 5.7 8.7 ± 5.4 0.409 

과일류 50 50 1.000 379.7 ± 315.1 277.6 ± 168.8 0.008 18.4 ± 15.3 13.5 ± 9.1 0.026 

육류 49 46 0.240 65.2 ± 44.5 60.7 ± 38.2 0.753 13.9 ± 11.5 12.3 ± 8.3 0.522 

난백 21 28 0.165 16.3 ± 26.7 13.9 ± 18.7 0.697 5.5 ± 8.9 4.6 ± 6.2 0.673 

음료 30 28 0.689 89.7 ± 120.7 55.2 ± 80.1 0.149 2.5 ± 3.6 1.5 ± 2.4 0.125 

기타 51 50 0.315 38.0 ± 70.3 63.0 ± 82.4 0.236 0.8 ± 0.4 0.8± 0.5 0.573 

Total intake 
51 51 1.000 

1413.9 ± 515.9 1341.2 ± 455.2 0.027 59.0 ± 26.5 51.0 ± 18.8 0.009 

(% of total intake) (94.3 ± 6.3) (95.2 ± 4.5) 0.385 (80.8 ± 22.7) (85.9 ± 16.1) 0.101 

1)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P values were obtained from a χ2 test between simple guide and intensive education groups 
†P values were obtained using GLM between simple guide and intensive education groups after adjusted age at diagnosis, sex and energy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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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The amount of allowed food consumption and iodine intake from the allowed foods between simple guide 

and intensive education groups during the low-iodine diet period (mean of ingested subjects) 

Allowed foods 

Number of ingested 
subjects  

p value* 

Amount of allowed food 
consumption (g/day) 

p value† 

Iodine intake from the allowed foods 
(㎍/day) 

p value
†
 

Simple 

guide 

Intensive 

education 

Simple 

guide(n=51) 

Intensive 

education(n=51) 

Simple 

guide(n=51) 

Intensive 

education(n=51) 

곡류/전분/당류 51 51 1.000 466.1 ± 167.11) 512.1 ± 219.2 0.706 7.9 ± 3.9 9.2 ± 4.9 0.725 

두류 22 14 0.097 22.0±26.8 5.6±5.4 0.805 1.7 ±2.2 0.4± 0.3 0.784 

견과류 43 46 0.373 8.4±8.9 20.2±45.9 0.164 0.4± 0.6 0.5 ± 1.1 0.514 

채소 및 버섯류 51 51 1.000 342.3 ± 157.2 338.9 ± 202.7 0.344 9.1 ± 5.7 8.7 ± 5.4 0.409 

과일류 50 50 1.000 387.3±313.5 283.1± 165.7 0.013 18.8± 15.2 13.8±9.0 0.035 

육류 49 46 0.240 67.8±43.4 67.3± 34.2 0.319 14.4±11.4 13.6±7.6 0.900 

난백 21 28 0.165 39.7±28.5 25.4± 18.6 0.049 13.2±9.5 8.4± 6.2 0.046 

음료 30 28 0.689 152.4±123.3 100.5±84.6 0.151 4.3±3.9 2.7±2.7 0.147 

기타 51 50 0.315 38.0±70.3 64.3±82.8 0.384 0.8± 0.4 0.8± 0.5 0.612 

Total intake 
51 51 1.000 

1413.9 ± 515.9 1341.2 ± 455.2 0.027 59.0 ± 26.5 51.0 ± 18.8 0.009 

(% of total intake) (94.3 ± 6.3) (95.2 ± 4.5) 0.385 (80.8 ± 22.7) (85.9 ± 16.1) 0.101 

1)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P values were obtained from a χ2 test between simple guide and intensive education groups 
†P values were obtained using GLM between simple guide and intensive education groups after adjusted age at diagnosis, sex and energy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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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변 요오드 배설량 

 

일회뇨에서의 요오드/크레아티닌 비율의 중앙값은 평상시 384.4 

㎍/gCr 였으나 저요오드식 기간에는 18.9 ㎍/gCr으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01). 평상시와 저요오드식 기간의 요오드 배설량을 

나타낸 결과(Figure 5)를 보면 단순교육군의 경우 평상시와 저요오드식 

기간의 요오드/크레아티닌 비율은 각각 346.6, 15.6 ㎍/gCr, 

집중교육군의 경우 484.9, 21.1 ㎍/gCr으로 두 군 모두 평상시에 비해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 요오드 배설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p<0.001). Figure 6은 저요오드식 기간동안의 영양교육방법에 따른 

요오드 배설량의 분포를 요오드/크레아티닌 비율로 나타낸 그림으로 

영양교육 방법에 따른 소변 요오드 배설량의 차이는 단순교육군이 15.6 

㎍/gCr, 집중교육군이 21.1 ㎍/gCr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방사성요오드 전처치로써 적절한 수준(< 100 ㎍/gCr)을 만족하는 

비율은 단순교육군 94.3%, 집중교육군 94.1%로 두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Table 20에서는 성별, 연령대별, 교육방법별 평상시와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의 소변 요오드/크레아티닌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 영양교육방법별 요오드/크레아티닌 비율은 성별, 연령대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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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urinary iodine/creatinine ratio during the usual and low-iodine 

diet periods 

Q1, 25th percentile; Q3, 75th percentile ◇: mean 

P values(<0.001) were obtained using a paired t-test to compare the usual and low-iodine 

diet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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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 urinary iodine/cretinine ratio of simple guide and intensive education groups during the low-iodine diet 

period 

 

Q1, 25th percentile; Q3, 75th percentile  

The proportion of subjects of iodine/creatinine ratio< 100 ㎍/gCr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simple guide and intensive education 

groups (p=0.976). 

Median values were tested using the Wilcoxon Rank Sums test between simple guide and intensive education groups(p=0.105). 

Mean values were tested using the GLM after adjusting for age, sex, and energy intake between simple and intensive education 

groups(p=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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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Comparison of urinary iodine/creatinine ratio between the simple guide and intensive education groups 

during the usual and low-iodine diet (LID) periods 

(㎍/gCr) 

1) Number of subjects (total/simple guide/intensive education) 2)Data(㎍/gCr) are expressed as the Median (Q1-Q3). Q1, 25th percentile; Q3, 75th percentile  
*
Median values were tested using the Wilcoxon Rank Sums test between simple guide and intensive education groups during the low-iodine diet period. 

Urinary iodine/creatinine ratio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usual and low-iodine diets by sex, age groups, and the type of education from a paired 

t-test (p <0.05) 

 Total Simple guide Intensive education 

Simple guide vs 

intensive education 

during LID 

Number of subjects Usual LID Usual LID Usual LID p value
*
 

Total (69/35/34)1) 
384.42) 

(237.7-952.4) 

18.9 

(11.8-33.3) 

346.6 

(238.2-713.6) 

15.6 

(9.9-28.9) 

484.9 

(210.0-977.0) 

21.1 

(12.3-51.6) 
0.105 

Sex 

Male 

(18/11/7)1) 

553.2 

(306.6-1016.2) 

17.6 

(12.6-30.4) 

556.1 

(324.1-1655.2) 

15.6 

(12.6-22.3) 

384.4 

(270.0-834.0) 

30.4 

(7.8-51.6) 
0.255 

Female 

(51/24/27)1) 

346.6 

(225.0-952.4) 

19.1 

(10.7-38.1) 

310.7 

(233.2-450.7) 

17.3 

(8.8-29.6) 

505.2 

(186.1-1149.6) 

20.5 

(12.3-52.4) 
0.212 

Age 

<50 yrs 

(45/24/21)1) 

311.8 

(225.0-630.5) 

14.5 

(9.9-25.2) 

297.8 

(231.4-512.8) 

14.8 

(7.1-23.5) 

384.4 

(186.1-828.9) 

14.5 

(7.1-23.5) 
0.417 

≥ 50 yrs 

(24/11/13)1) 

553.2 

(360.9-1696.4) 

29.1 

(18.4-59.3) 

550.2 

(379.5-1655.2) 

22.3 

(13.0-29.3) 

834.0 

(270.0-1737.6) 

51.6 

(21.7-73.5) 
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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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요오드 섭취 수준에 따른 잔여갑상선 제거 효과 

 

 1) 잔여갑상선 제거 성공율 

잔여갑상선 제거 성공율에 대한 결과는 Table 21에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 102명 중 잔여갑상선 제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대상자는 79명으로 77.5%였다. 남자의 경우 잔여갑상선 제거 성공률이 

77.3%, 여자의 경우 77.5% 였으며, 50세 미만의 경우 75.4%, 50세 

이상의 경우 80.5%로 성별, 연령대별 잔여갑상선 제거 성공률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단순교육군과 집중교육군의 잔여갑상선 제거 

성공률은 각각 72.6%, 82.4%로 영양교육방법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각 군에 있어서도 성별, 연령대별 잔여갑상선 제거 성공률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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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Ablation success rate by sex, age group, and the type of education 

 Total Simple guide 
Intensive 

education 

*p 

value 

Number of 

subjects 

(ablated/total) 

Ablation 

success rate 

(%) 

(79/102) 77.5 (37/51) 72.6 (42/51) 82.4 0.236 

Sex 

Male (17/22) 77.3 (10/15) 66.7 (7/7) 100.0 0.082 

Female (62/80) 77.5 (27/36) 75.0 (35/44) 79.6 0.628 

†
p value 0.982  0.543  0.187  

Age 

group 

<50 yrs (46/61) 75.4 (24/35) 68.6 (22/26) 84.6 0.150 

≥ 50 yrs (33/41) 80.5 (13/16) 81.3 (20/25) 80.0 0.922 

‡
p value 0.433  0.553  0.730  

*P values were obtained from a χ2 test between simple guide and intensive education 

groups. 
†
P values were obtained from a χ2 test between male and female. 
‡
P values were obtained from a χ2 test between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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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요오드 섭취량과 잔여갑상선 제거 성공율 

잔여갑상선 제거 여부에 따른 요오드 섭취량에 대한 결과는 Figure 

7에 제시하였다. 잔여갑상선 제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79명의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의 1일 평균 요오드 섭취는 68.8±39.6 ㎍/day 

이고, 요오드 섭취량의 중앙값은 62.9 ㎍/day였다. 잔여갑상선이 제거 

되지 못한 대상자 23명의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의 1일 평균 요오드 

섭취는 89.4±72.6 ㎍/day, 요오드 섭취량의 중앙값은 74.4 ㎍/day 

였다. 잔여갑상선 제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요오드 섭취량이 적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Figure 8에서는 

요오드 섭취량을 50 미만, 50-100, 100 ㎍/day 이상 군으로 나누어 

잔여갑상선 제거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다. 요오드 섭취량이 50 ㎍/day 

군의 잔여갑상선제거 성공률은 82.1%에 비해 100 ㎍/day 이상 섭취한 

군은 62.5%로 잔여갑상선제거 성공률이 낮았고, 요오드섭취량이 

많아질수록 성공률이 낮아지는 경향은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 

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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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Iodine intake according to ablation status 

*P value was obtained from a Wilcoxon Rank Sums test between the ablated and non-

ablated groups.  

 

 

 

  



71 

 

 

Figure 8. Ablation success rate and iodine intake during the low-iodine diet 

period 

*P value was obtained from a χ2 test among the iodine intake levels.  

† P for trend value was obtained from a Mantel-Haenszel χ2 test among the iodine intake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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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요오드 배설량과 잔여갑상선 제거 성공율 

잔여갑상선 제거 여부에 따른 요오드 배설량에 대한 결과는 Figure 9

에 제시하였다. 잔여갑상선 제거군과 그렇지 않은 군간의 소변 요오드 배

설량(요오드/크레아티닌 비율)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요오드/크레

아티닌 비율을 25미만, 25-50, 50-75, 75 ㎍/gCr 이상으로 구분하여 

잔여갑상선 제거 성공률을 살펴보았을 때(Figure 10) 75 ㎍/gCr 이상 

배설되는 군의 잔여갑상선 제거율이 28.6%로 다른 그룹에 비해 유의적

인 차이를 보였다(p=0.046, p for trend=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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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he urinary iodine/creatinine ratio according to ablation status 

*P value was obtained from a Wilcoxon Rank Sums test between the ablated and non-

ablated groups.  

  



74 

 

 

Figure 10. Ablation success rate and urinary iodine/creatinine ratio 

during the low-iodine diet period 

*P value was obtained from a χ2 test among the urinary iodine/creatinine ratio levels.  
†P for trend value was obtained from a Mantel-Haenszel χ2 test among the urinary 

iodine/creatinine ratio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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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잔여갑상선 제거 성공여부에 따른 임상적 특성 

잔여갑상선 제거가 이루어진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22와 같다. 잔여갑상선 제거에 성공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의 특성을 보면 진단 시 나이, 체질량지수, 종양의 크기, 

갑상선주위 침범여부, 국소림프절 전이여부, 영양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두 군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잔여갑상선 제거 성공군의 경우 방사

성요오드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갑상선호르몬제를 중단한 

군이 rhTSH 주사를 사용한 경우보다 잔여갑상선이 제거된 환자의 비율

이 높았다(p=0.013). 갑상선호르몬제를 중단한 군의 잔여갑상선 제거 

성공률이 82.7%인데 비해 rhTSH 주사군의 경우 잔여갑상선 제거 성공

률이 57.1%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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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ccording to ablation outcomes 

 Ablated 

(n=79, 77.5%) 

Non-ablated 

(n=23, 22.6%) 
p value* 

Sex 
Male 17 (77.3) 5 (22.7) 

0.982 
Female 62 (77.5) 18 (22.5) 

Age at diagnosis (yr) 1) 45.6± 10.3 43.4±11.2 0.409 

BMI (kg/m2) 1) 23.8 ± 3.5 23.5 ± 3.6 0.752 

Histology, n (%)  Papillary 

Follicular  

76 (78.4) 

3 (60.0) 

21 (21.7) 

2 (40.0) 
0.338 

Tumor size (cm) 1) 1.30±1.03 1.59± 1.28 0.191 

Extrathyroid  

extension,  

n (%) 

None 24 (70.6) 10 (29.4) 

0.468 Microscopic 45 (81.8) 10 (18.2) 

Gross 10 (76.9) 3 (23.1) 

T stage2) 

n (%) 

T1 11 (73.3) 4 (26.7)  

T2 5 (55.6) 4 (44.4) 0.211 

T3 63 (80.8) 15 (19.2)  

Metastasis  

of lymph node,  

n (%) 

N0 35 (79.6) 9 (20.4)  

N1a (central) 37 (77.1) 11 (22.9) 0.806 

Nx 7 (70.0) 3 (30.0)  

Method of TSH 

elevation, n (%) 

Thyroid hormone 

withdrawal 
67 (82.7) 14 (17.3) 

0.013 

Injection of rhTSH 12 (57.1) 9 (42.9) 

1)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2)Classified according to the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AJCC) cancer staging 

manual (Edge et al. 2010) 
*P values were obtained by Wilcoxon Rank Sums 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χ2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BMI, body mass index; TSH, thyroid-stimulating hormone; rhTSH, recombinant human 

thyroid-stimulating horm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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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잔여갑상선 제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단순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잔여갑상선제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Table 23). 성별, 나이, 원발암상태(T stage), 국소림프절 

전이여부, 요오드 섭취량은 잔여갑상선 제거에 영향을 미치는 않았으나, 

TSH 증가를 위한 방법에 있어 갑상선호르몬을 중단한 군에 비해 

rhTSH 주사를 사용한 군의 갑상선 제거 성공률이 유의적으로 낮았고 

(p<0.016), 소변 요오드 배설 정도가 잔여갑상선제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나이, 원발암상태, 국소림프절전이여부, TSH 증가 방법을 

공변량으로 보정한 후 요오드 섭취량이 잔여갑상선 제거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요오드 섭취량이 50 ㎍ 미만인 

사람의 잔여갑상선 제거 성공률을 1.0로 보았을 때 섭취량이 50-100, 

100 ㎍ 이상 섭취한 경우 잔여갑상선 제거 성공률은 각각 0.13(95% 

confidence interval, 0.02-0.91), 0.21(95% confidence interval, 

0.05-0.93)로 유의적으로 낮아졌다(Tabl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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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Independent factors associated with successful ablation by sim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Variables 

Sim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 value 

Sex 
Male 

Female 

1.0 

1.01 

 

0.33-3.13 

 

0.982 

Age (yrs) 
< 50 

≥ 50 

1.0 

1.35 

 

0.51-3.54 

 

0.548 

T stage1) 

T1 

T2 

T3 

1.0 

1.50 

3.31 

 

0.42-5.38 

0.79-13.8 

 

0.531 

0.101 

Metastasis of 

lymphnode1) 

N0 

N1a 

1.0 

0.81 

 

0.30-2.15 

 

0.670 

Method of TSH 

elevation 

THW 

rhTSH 

1.0 

0.28 

 

0.09-0.79 

 

0.016 

Type of 

nutrition 

education 

Simple guide 

Intensive education 

1.0 

1.77 

 

0.69-4.55 

 

0.239 

Iodine intake 

(㎍/day) 

< 50 

50-100 

≥ 100 

1.0 

0.89 

0.34 

 

0.26-2.77 

0.08-1.30 

 

0.844 

0.120 

Urinary 

iodine/creatinine 

ratio (㎍/gCr) 

< 25 

25-50 

50-75 

≥ 75 

1.0 

0.12 

0.09 

0.11 

 

0.02-0.70 

0.01-0.84 

0.01-1.11 

 

0.019 

0.035 

0.061 

1)Classified according to the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AJCC) cancer staging 

manual (Edge et al. 2010) 

TSH, thyroid-stimulating hormone; rhTSH, recombinant human thyroid-stimulating 

horm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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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Independent factors associated with successful ablation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Variables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 value 

Sex 
Male 

Female 

1.0 

0.75 

 

0.19-2.99 

 

0.685 

Age (yrs) 
< 50 

≥ 50 

1.0 

3.2 
0.75-13.6 0.115 

T stage1) 

T1 

T2 

T3 

1.0 

1.1 

6.4 

 

0.22-5.59 

0.98-41.9 

 

0.894 

0.053 

Metastasis of 

lymphnode1) 

N0 

N1a 

1.0 

1.3 

 

0.36-4.45 

 

0.707 

Method of TSH 

elevation 

THW 

rhTSH 

1.0 

0.26 

 

0.06-1.09 

 

0.065 

Iodine intake 

(㎍) 

< 50 

50-100 

≥ 100 

1.0 

0.13 

0.21 

 

0.02-0.91 

0.05-0.93 

 

0.040 

0.039 

1)Classified according to the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AJCC) cancer staging 

manual (Edge et al. 2010) 

TSH, thyroid-stimulating hormone; rhTSH, recombinant human thyroid-stimulating 

horm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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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평상시와 저요오드식 기간의 식생활 평가 

1) 평상시와 저요오드식 기간의 열량 및 영양 섭취량 비교 

본 연구대상자의 갑상선암 수술 후 평상시와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위해 저요오드식을 섭취한 기간 동안의 영양섭취에 대한 결과는 Table 

25와 같다. 에너지 섭취는 평상시 1,735 kcal에서 저요오드식 기간에는 

1,346 kcal로 평상시에 비해 389 kcal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탄수화물의 열량 섭취 비율은 평상시에 비해 저요오드식 기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단백질과 지방 열량 섭취 비율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01). 평상시와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의 열량 섭취의 

차이가 있어 영양소의 경우 1,000 kcal 당 영양소 밀도로 비교해보았다. 

평상시에 비해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의 칼슘, 인, 나트륨, 콜레스테롤, 

요오드의 경우 영양소 밀도가 유의적으로 낮았고(p<0.001), 포타슘, 

비타민C, 비타민E의 경우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의 영양소 밀도가 

유의적으로 더 높았다(p<0.001).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 영양교육방법에 따른 영양 섭취의 차이는 Table 

26에 제시하였다. 단순교육군과 집중교육군에 있어 열량 및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섭취 비율의 차이는 없었으며, 요오드와 포타슘을 제외한 

다른 영양소의 영양소 밀도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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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Nutrient intake based on three days of dietary records during the 

usual and low-iodine diet periods 

 

Usual diet 

(n=102) 

Low-iodine diet 

(n=102) 
p value* 

Energy (kcal) 1734.8 ± 539.11) 1345.6 ± 423.61) <0.001 

Energy 

(%) 

% from Carbohydrate 59.6 ± 7.9 69.9 ± 7.7 <0.001 

% from Protein 16.7 ± 2.8 12.9 ± 2.6 <0.001 

% from Fat 23.7 ± 6.5 17.1 ± 6.1 <0.001 

Nutrient density 
   

Carbohydrate (g/1,000kcal) 155.2 ± 23.3 187.4 ± 21.8 <0.001 

Protein (g/1,000kcal) 43.3 ± 6.9 34.7 ± 6.8 <0.001 

Fat (g/1,000kcal) 27.2 ± 7.0 20.4 ± 7.2 <0.001 

Calcium (mg/1,000kcal) 272.4 ± 95.6 211.6 ± 75.9 <0.001 

Phosphorus (mg/1,000kcal) 594.3 ± 100.6 484.2 ± 90.6 <0.001 

Iron (mg/1,000kcal) 8.6 ± 2.0 8.8 ± 2.4 0.309 

Sodium (mg/1,000kcal) 2307.0 ± 606.8 1938.9 ± 985.5 <0.001 

Potassium (mg/1,000kcal) 1567.1 ± 373.2 2139.6 ± 586.9 <0.001 

Vitamin A (μgRE/1,000kcal) 408.9 ± 195.1 568.5 ± 341.7 0.309 

Thiamin (mg/1,000kcal) 0.68 ± 0.17 0.69 ± 0.22 0.699 

Riboflavin (mg/1,000kcal) 0.69 ± 0.18 0.72 ± 0.27 0.229 

Niacin (mg/1,000kcal) 8.67 ± 2.07 8.84 ± 2.58 0.536 

Vitamin C (mg/1,000kcal) 74.8 ± 49.5 136.2 ± 57.1 <0.001 

Vitamin E (mg/1,000kcal) 6.9 ± 1.9 7.9 ± 2.0 0.001 

Cholesterol (mg/1,000kcal) 174.4 ± 84.6 44.6 ± 28.9 <0.001 

Iodine (㎍/1,000 kcal) 255.9  ± 146.5 54.0 ± 26.5 <0.001 

1)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P values were obtained from a paired t-test between usual and low-iodine di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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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 Comparison of nutrient intake during the low-iodine diet period 

between simple guide and intensive education groups 

 

Simple guide 

(n=51) 

Intensive 

education (n=51) 
p value* 

Energy (kcal) 1330.5 ± 410.81) 1360.7 ± 439.51) 0.794 

Energy 

(%) 

% from Carbohydrate 69.3 ± 7.3 70.6 ± 8.1 0.462 

% from Protein 13.3 ± 2.5 12.6 ± 2.7 0.379 

% from Fat 17.5 ± 5.8 16.8 ± 6.4 0.576 

Nutrient density    

Carbohydrate (g/1,000kcal) 186.3 ± 20.7 188.4 ± 23.0 0.511 

Protein (g/1,000kcal) 35.7 ± 6.6 33.6 ± 6.9 0.337 

Fat (g/1,000kcal) 20.8 ± 6.9 19.9 ± 7.5 0.503 

Calcium (mg/1,000kcal) 212.2 ± 85.7 211.1 ± 65.7 0.321 

Phosphorus (mg/1,000kcal) 504.6 ± 98.4 463.8 ± 77.7 0.156 

Iron (mg/1,000kcal) 9.3 ± 2.9 8.4 ± 1.7 0.087 

Sodium (mg/1,000kcal) 2049.5 ± 1148.9 1828.3 ± 785.4 0.445 

Potassium (mg/1,000kcal) 2248.7 ± 584.5 2030.5 ± 574.3 0.027 

Vitamin A (μgRE/1,000kcal) 586.9 ± 333.4 550.0 ± 352.1 0.449 

Thiamin (mg/1,000kcal) 0.72 ± 0.35 0.67 ± 0.18 0.115 

Riboflavin (mg/1,000kcal) 0.76 ± 0.32 0.68 ± 0.20 0.230 

Niacin (mg/1,000kcal) 9.0 ± 2.9 8.7 ± 2.2 0.948 

Vitamin C (mg/1,000kcal) 146.6 ± 59.2 125.8 ± 53.5 0.074 

Vitamin E (mg/1,000kcal) 7.8 ± 1.9 7.9 ± 2.1 0.953 

Cholesterol (mg/1,000kcal) 48.5 ± 30.4 40.7 ± 27.1 0.383 

Iodine (㎍/1,000 kcal) 61.7 ± 32.5 46.3 ± 15.6 0.002 

1)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 P values were obtained using GLM between types of nutrition education during the low-

iodine diet period after adjusted for age and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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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와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의 BMI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Figure 

11에 제시하였다. 평상시 BMI가 23.9 kg/m2 인데 비해 2주간의 

저요오드식 후 BMI는 23.7 kg/m2으로 유의적인 감소가 관찰되었고 

(p<0.001), 이러한 경향은 단순교육군과 집중교육군 모두에서 관찰 

되었다. 반면 나이, 성별, 열량 섭취를 보정한 후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의 BMI 평균값을 비교하였을 때 단순교육군과 집중교육군과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p=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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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he change of Body Mass Index (BMI) between the usual and low-

iodine diet (LID) periods 

*P values were obtained from a paired t-test between the usual and low-iodine diet 

periods. 

** P value was obtained using GLM between types of nutrition education during the low-

iodine diet period after adjusted for age, sex, and energy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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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상시와 저요오드식 기간의 식사의 질 평가 

갑상선암 수술 후 평상시와 저요오드식을 섭취한 기간 동안의 총 

식품점수(1일 평균 섭취하는 식품의 가짓수)와 주요 식품군점수에 대해 

분석하였다. Figure 12를 보면 식사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총 

식품점수(Dietary Variety Score)의 경우 평상시 1일 약 38가지의 

식품을 섭취하는데 비해 저요오드식 기간에는 28가지로 유의적으로 

적었고(p<0.001), 남녀, 연령대별, 영양교육방법별 모두에 있어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 1일 섭취한 식품섭취 가짓 수가 평상시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p<0.001). 하지만,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 성별, 

연령대별, 영양교육방법별 각 군간의 식품섭취 가짓 수는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갑상선암 수술 후 평상시와 저요오드식을 섭취한 

기간동안의 주요 식품군점수(Dietary Diversity Score, DDS)에 대한 

결과는 Table 27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갑상선암 수술 후 평상시의 

주요식품군 점수(DDS) 총점은 4.26점인데 저요오드식 기간에는 

3.89점으로 DDS 점수가 유의적으로 낮았다(p<0.001). 이는 육류와 

우유군 섭취 제한에 따른 차이에 의한 것이며, 과일군 섭취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요오드식 기간동안의 점수가 더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06). 반면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 영양교육방법에 따른 DDS의 

차이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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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Comparison of dietary variety score (DVS) between the usual and low-iodine diet (LID) periods by sex, age 

group, and the type of education 

* All p values were less than 0.05 using paired t-test between the usual and LID periods.  

DV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sex, age group, and the typ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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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 Dietary diversity score (DDS) between the usual and low-iodine diet periods 

DDS 
Usual Diet 

(n=102) 

Low-iodine diet 

Total (n=102) 
P value* 

Low-iodine diet 

Simple guide 

(n=51) 

Intensive education 

(n=51) 
P value† 

Grains 1.00 ± 0.001) 1.00 ± 0.00 - 1.00 ± 0.00 1.00 ± 0.00 - 

Meats 1.00 ± 0.00 0.92 ± 0.27 0.004 0.94 ± 0.24 0.90 ± 0.30 0.466 

Vegetables 1.00 ± 0.00 1.00 ± 0.00 -- 1.00 ± 0.00 1.00 ± 0.00 - 

Fruits 0.86 ± 0.35 0.95 ± 0.22 0.006 0.94 ± 0.24 0.96 ± 0.20 0.650 

Dairy 0.40 ± 0.49 0.02 ± 0.14 <0.001 0.04 ± 0.02 0.00 ± 0.00 0.159 

Mean DDS 4.26 ± 0.63 3.89 ± 0.40 <0.001 3.92 ± 0.39 3.86 ± 0.40 0.456 

1)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P values were obtained from a paired t-test between the usual and low-iodine diet periods. 
†
P values were obtained from a t-test between simple guide and intensive education groups during the low-iodine die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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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고찰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처음 받는 갑상선암환자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방법별 저요오드식의 순응도를 비교 평가하고, 요오드 

치료 시 요오드 제한 정도에 따른 잔여갑상선 제거 효과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소변 배설량을 토대로 저요오드식의 순응도를 

평가하였으나 본 연구는 식사 조사를 기반으로 식사에서 섭취하는 

요오드 섭취량을 최초로 평가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Han 등(2015)이 

국내외 요오드 분석값 및 문헌값을 이용하여 구축한 요오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출현한 식품들에 대해 요오드 

데이터베이스를 수정 보완하여 요오드 섭취량을 평가하였다. 갑상선암 

환자들의 1일 요오드 섭취량의 중앙값은 295.9 ㎍이었고, 저요오드식 

기간은 63.6 ㎍으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2007-2009년 

국민영양조사 대상자의 식사 자료를 이용하여 요오드 섭취를 분석한 

연구에서 요오드 섭취량의 중앙값은 375.4 ㎍ 이었고(Han et al. 2015), 

우리나라와 요오드 섭취 수준이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는 일본 남성의 

요오드 섭취의 중앙값이 312 ㎍, 일본 여성의 경우 413 ㎍인 것과 

비교할 때(Imaeda et al. 2013) 본 연구 결과의 요오드 섭취량은 다소 

낮은 편이었다. 국민영양조사자료에서는 해조류로부터 섭취하는 

요오드량이 65.6%를 차지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39.4%로 적게 

조사되었다. 갑상선암 수술 후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계획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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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군임을 고려할 때 저요오드식 기간은 아니었지만 해조류 섭취가 

평상시 보다 줄어든 것이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요오드식에 대한 순응도를 소변으로 배설되는 요오드량(요오드/크레아티닌 

비율)으로 평가하였을 때 평상시 요오드/크레아티닌 비율의 중앙값은 384.4 

㎍/gCr에서 저요오드식 기간에는 18.9 ㎍/gCr으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방사성요오드 치료 전 소변 요오드량이 100 ㎍/gCr일 경우 방사성 

요오드 치료 전처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 (Park II & Hennessey, 

2004; Tomoda et al. 2005), 본 연구 결과 소변 결과가 있는 69명 중 

65명(94.2%)의 소변 요오드 배설량이 100 ㎍/gCr 미만이었다. 앞의 두 

연구에서 2주간의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 100 ㎍/gCr 미만인 환자의 

비율이 71%와 70%인 것과 비교할 때 이번 연구에서 환자들이 요오드 

섭취를 성공적으로 잘 조절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저요오드식의 순응도를 증가시키는데 있어 

단순교육보다는 집중교육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결과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의 영양교육방법에 따른 요오드 섭취량을 성별, 

연령, 에너지 섭취량을 보정한 후 비교해 보았을 때 집중교육을 받은 

군의 1일 요오드 섭취량이 단순교육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1일 100 ㎍ 미만을 섭취한 대상자의 비율은 단순교육군 

74.5%, 집중교육군 94.1%로 집중교육군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특히 

여성과 50세 이상의 환자군에서 단순교육을 받은 군보다 집중교육을 

받은 군의 요오드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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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환자군에 있어서 집중교육의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한식품들로부터 섭취하는 요오드 섭취량뿐만 아니라 허용식품 중 과일 

및 두류의 섭취량이 단순교육군에 비해 적어 전체적인 요오드 섭취량이 

적게 나타났다. 이는 집중교육을 통해 허용식품이라 하더라도 섭취량이 

많아질 경우 요오드 섭취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배웠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Choi 등 (2008)은 영양사의 지도를 받고 2주간의 엄격한 

저요오드식을 시행하였을 때 소변 내 요오드 배설량이 권장기준 

미만으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고, Chung(2013)은 환자가 

교육을 잘 받고 정기적인 순응도 평가를 한다면 요오드 섭취가 많은 

지역에서도 1주간의 저요오드식으로 전처치가 충분할 수도 있음을 

제시하였다. 저요오드식의 제한 정도와 기간에 대한 연구들은 일부 

있지만 동일한 지침을 이용하여 교육방법을 달리하여 그 효과를 비교 

평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해 요오드 제한에 대한 간단한 

지침만 제공하는 것보다 영양사의 집중 교육이 추가가 되었을 때 

저요오드식의 순응도는 더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사성요오드 치료 시 요오드 제한이 중요하지만, 요오드 섭취가 많은 

한국인들이 요오드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Moon 

등의 연구에 따르면 갑상선암 환자들은 요오드 함량이 적은 식품을 

선택하고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을 제한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저요오드식을 준비하는 것은 어렵다고 호소한다(Moon et al. 2012). 

이는 한국인들이 요리 시 자주 사용하는 양념류인 간장, 된장,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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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천일염을 함유하고 있어 저요오드식 기간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천일염 대신 정제염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정제염을 

사용한 장류를 준비하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류 사용을 아예 사용 안하거나 정제염으로 만든 장류를 판매하는 

곳에서 비싼 가격의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거의 

매일 섭취하던 김치를 2주 동안 제한해야 하는 일도 환자들에게는 큰 

어려움일 수 있다.  

저요오드식 기간에 김치를 섭취한 사람은 34명으로 평상시에 비해 

유의적으로 줄었고, 김치를 섭취한 사람들의 1일 김치 섭취량도 

평상시에 비해 저요오드식 기간에 유의적으로 줄었다. 하지만 거의 먹지 

않은 해조류나 우유 및 유제품처럼 확실하게 제한하지는 못하였고, 

요오드 섭취량에 기여하는 정도도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밥과 함께 

거의 매일 먹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용식품인 김치를 제한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분석한 

김치의 요오드 함량을 살펴보면 열무김치, 깍두기, 배추김치, 물김치 100 

g당 요오드 함량이 각각 143.4, 198.4, 107.4, 85.8 ㎍으로 매우 

높다(Kang et al. 2012). 김치 1회 섭취분량이 40g 인 점을 감안하면 

배추김치를 1회 분량만 섭취하더라도 김치로부터 섭취하는 요오드 

함량이 43 ㎍이 된다. 김치 섭취를 엄격하게 잘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김치 섭취를 제한해야 함을 

교육받았지만 해조류나 우유처럼 확실하게 제한하지 못했음을 본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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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요오드 함량이 낮은 김치 레시피를 

개발하여 환자들의 순응도 향상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평상시 장류로부터 섭취하는 요오드량이 단지 1.4 ㎍에 

불과하였다. 이는 이러한 양념을 제한하는 것이 저요오드식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해조류, 김치 및 

장아찌, 생선류, 우유 및 유제품 등의 섭취를 잘 제한하는 것이 요오드 

섭취를 줄이는 데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분석한 식품 중 요오드 함량을 살펴보면 

천일염, 간장, 된장, 고추장 100 g당 요오드 함량이 1.83, 1.80, 14.4, 

8.03 ㎍이다(Kang et al. 2012).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의 양념의 

양을 줄이는 것보다 육수를 낼 때 사용하는 멸치나 다시마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영양 교육 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요오드 섭취 수준에 따른 잔여갑상선 제거 효과를 

분석하였다. 총 102명의 환자 중 잔여갑상선제거에 성공한 환자는 

79명으로 77.5%의 잔여갑상선 제거성공률을 보였다. 잔여갑상선 제거 

여부는 2차 방사성요오드 치료 후 전신영상검사(Whole Body Scan, 

WBS) 결과 방사성요오드가 남아있지 않거나 TSH 자극 상태에서의 

혈중 티로글로불린이 1~2㎍/L 미만일 경우로 정의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영상결과에서도 이상섭취 부위가 없고, 동시에 혈중 

티로글로불린이 1 ㎍/L 미만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저요오드식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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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한 다른 임상연구 결과(Table 2)와 비교해볼 때 잔여갑상선 제거에 

대한 정의가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의 잔여갑상선 제거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덜 엄격한 저요오드식(Restricted iodine diet, RID)과 엄격한 

저요오드식(Low iodine diet, LID)의 차이를 비교한 Lim 등의 

연구(2015)에서 시행한 LID는 모든 종류의 해조류와 해산물, 생선, 햄, 

소시지, 어묵, 요오드 함유 계란(요오드 계란, 해조류 계란 등), 우유 및 

유제품, 두유, 적색 색소가 포함된 시리얼과 주스, 빵, 통조림 과일과 

통조림 채소, 멸치육수, 우동스프, 인스턴트면 국물 등을 제한하고, 

육류는 1일 100 g, 계란은 1일 1/2개 이내로만 허용하는 지침이었다. 본 

연구의 저요오드식과 비교하여 육류(1일 120 g 미만), 계란(흰자만 

허용)에 대한 지침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한 정도의 요오드 제한 지침을 

사용하였다. Lim 등은 2주간의 RID와 LID 후 방사성요오드 치료직후 

2시간과 24시간에 스캔영상을 통해 방사성요오드 흡수량을 측정 

하였는데, 두 군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고, 두 군간의 소변 

요오드 배설이 전처치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RID와 LID의 효과에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까다로운 LID보다는 덜 

엄격한 RID 식사가 전처치로 적당하다고 제시하였다. 요오드 제한 

정도가 까다롭거나 요오드 제한 기간이 길어지면 전처치 기간 동안 

식품섭취의 제한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다. 

임상적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제한은 피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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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 1일 요오드 섭취 수준을 50 

미만, 50-100, 100 ㎍ 이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진 않지만 요오드 섭취가 낮을수록 잔여갑상선 제거 성공률이 

높았다. 또한, 요오드 섭취량이 잔여갑상선 제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요오드 섭취량이 1일 50 ㎍ 미만인 

환자의 잔여갑상선 제거 성공률을 1.0로 보았을 때 1일 50-100 ㎍을 

섭취한 군의 잔여갑상선 성공성공률은 0.13(95% confidence interval, 

0.02-0.91), 100 ㎍ 이상 섭취한 환자군의 경우 0.21(95% confidence 

interval, 0.05-0.93)로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덜 엄격한 식사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이며, 

요오드 섭취가 많은 한국에서도 외국의 경우처럼 현재의 지침보다 좀 더 

엄격한 요오드 섭취 기준 설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통한 잔여갑상선 제거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잔여갑상선의 양과 개별 갑상선의 요오드 섭취 능력의 차이, 

투여된 방사성요오드량, 체내 요오드량(rhTSH 주사 사용 여부, 요오드 

제한 정도)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Kim, Kim and Shong 2014). 본 

연구에서는 원격전이가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용량(1.1 GBq)의 

동일한 방사성요오드 량을 사용하여 방사성치료 용량에 따른 오차는 

배제하였고, 동일한 저요오드식 지침을 적용한 후 교육방법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였다. 하지만, TSH 증가 방법에 있어 갑상선호르몬 

중단군과 rhTSH 주사사용군이 섞여 있어 이에 대한 영향이 일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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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헌에 따르면 TSH 증가를 위해 

갑상선호르몬을 중단하는 것과 rhTSH 주사 방법 간의 잔여갑상선 제거에 

미치는 효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Schlumberger et al. 

2012, Mallick et al. 2012), rhTSH 사용여부에 따라 방사성 요오드 치료 

시 혈중 TSH 농도, 요오드 섭취량, 소변 내 요오드 배설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본 연구 결과에서 rhTSH 주사를 사용한 군의 경우 

잔여갑상선 제거가 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rhTSH 

주사 사용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요오드 섭취량이 잔여갑상선 

제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시 TSH 상승 

방법에 대한 영향을 보정하여 분석하였다. rhTSH 주사를 사용한 군의 

숫자가 21명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rhTSH 주사가 잔여갑상선 제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한 식품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요오드 섭취를 제한함에 따라 식사 

섭취량도 함께 줄어들 수 있는데, 본 연구결과 평상시에 비해 저요오드식 

기간에 열량 섭취가 유의적으로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2주간의 

저요오드식 후 체질량지수가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요오드 섭취를 제한하되 열량 및 다른 영양소 섭취는 

유지할 수 있는 보다 더 실제적인 식사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저요오드식은 방사성요오드 치료 전 단기간 시행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2주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영양 섭취가 감소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큰 문제가 안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갑상선호르몬을 중단하는 기간 동안 



96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의 영양 섭취 부족이 환자의 임상 

증상이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요오드 섭취는 제한하되 열량 및 영양소 섭취를 잘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저요오드식 지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양교육 방법이 무작위로 배정되지 않고 환자의 선택에 따라 결

정되었다는 점이다. 집중 교육 프로그램은 수가가 있는 교육이고 정해진 

교육시간에 참여 가능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상자 특성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영양교육방법별 요오드 섭취량의 차이를 비

교할 때 성별, 연령별, 열량섭취를 공변량으로 보정하였으나 무작위 배정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요오드 섭취가 자가기록에 의한 3일 식사기록법을 이용하여 조

사되었다는 점이다. 식사기록에 대한 부담으로 실제 섭취량보다 적게 추

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한국인 상용식품에 대한 요오드 데이터베이스가 여전히 불충분하

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한 요오드 데이터베이스는 식품의약품안전평

가원에서 직접 분석한 값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서는 국민영양건강조사결과에서 산출한 한국인 상용식품 중 총 129개 

품목 455개 시료에 대한 요오드 함량을 식품 내 요오드 함량 분석에 가

장 적합한 것으로 알려진 고주파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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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ICP-MS)으로 분석

하였다(Kang et al. 2012). 하지만, 김치류와 같이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의 요오드 함량을 살펴보면 배추김치의 경우 2가지 시판 제품의 시

료를 사용하였는데 한 가지는 100 g당 65.5 ㎍, 나머지 한 가지는 

149.2 ㎍으로 제품마다 함량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치 제조 

시 첨가되는 천일염, 젓갈 등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식품성분분석표를 이용한 섭취량 추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간장, 된장, 고추장의 경우도 평균 요오드 함량만 제시되어 있고, 

된장, 고추장과 같은 양념의 경우 제조 시 사용된 소금의 종류가 명시되

어 있지 않다. 요오드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분석 시 사용한 제품에 대한 

세부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저나트륨혈증과 같은 저요오드식의 부작용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

었다. 저요오드식을 저염식으로 잘못 이해하거나 장류 제한으로 인해 조

리법이 제한적인 점, 전반적인 섭취량 감소에 따른 나트륨 섭취량 감소 

등으로 나트륨 섭취가 줄어들고, 갑상선호르몬 중단군의 경우 갑상선기능

저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저나트륨혈증이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폐나 뇌전이가 동반된 환자, 나이가 많은 환자 등의 저나트륨혈증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다(Shakir et al. 2008, Al Nozha, Vautour and 

How 2011).  

다섯째, 요오드 섭취 수준에 따른 잔여 갑상선 제거 효과를 

확인하기에는 대상자수가 적다. 여러 가지 복합요인을 고려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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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요오드식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 대상자 수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의 요오드 섭취량을 평가한 최초의 연구이다. 요오드 섭취량과 

배설량, 제한 식품 분석을 통해 저요오드식의 순응도를 평가하였을 때 

대한갑상선학회 지침을 만족하는 비율이 84.3%로 저요오드식에 대한 

순응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요오드 제한에 대한 간단한 지침만 

전달하기 보다는 임상영양사의 교육을 통해 실제적인 식사계획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 저요오드식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요오드 제한 정도에 따른 잔여갑상선 제거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저오요드식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고, 요오드 

섭취량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도 엄격한 요오드 제한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한국인 갑상선암 환자들에게 적합한 

저요오드식 가이드라인과 효과적인 실천지침을 개발할 때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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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갑상선전절제수술 후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처음 받는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방사성요오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저요오드식 교육을 실시하고, 영양교육방법에 따른 저요오드식의 

순응도와 잔여갑상선 제거 효과를 평가하고자 수행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요약 

1) 저용량(1.1 GBq)의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처음 받는 102명 갑상선암 

환자의 평상시 식사와 2주간의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의 식사 섭취를 3일 

식사기록을 통해 조사한 결과 평상시 요오드 섭취량은 295.9 ㎍/day 

이었고, 저요오드식 기간의 요오드 섭취량은 63.6 ㎍/day 이었다.  

2)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의 영양교육방법에 따른 요오드 섭취량의 차이를 

성별, 연령, 에너지 섭취량을 보정한 후 비교하였을 때 단순교육군에 비해 

집중교육을 받은 군의 1일 요오드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과 50세 이상의 환자군에서 단순교육을 받은 군보다 

집중교육을 받은 군의 요오드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더 적었다. 1일 100 

㎍ 미만을 섭취한 대상자의 비율은 단순교육군 74.5%, 집중교육군 

94.1%로 집중교육군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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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요오드식 지침에 따라 해조류, 어패류, 김치 및 장아찌, 계란노른자, 

두부, 가공식품 등의 섭취 빈도 및 섭취량이 평상시에 비해 저요오드식 

기간동안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평상시 요오드 섭취에 가장 크게 

기여한 식품은 해조류였고, 그 다음이 김치 및 장아찌류, 어패류, 우유 

및 유제품 순이었다. 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 등의 장류로부터 섭취한 

요오드량은 평상 시 1.4 ㎍으로 요오드 섭취에 기여하는 정도는 매우 

적었다.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 요오드 섭취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식품은 

김치였다.  

4) 저요오드식 기간동안 영양교육 방법에 따른 제한식품 종류별 

섭취빈도, 평균 섭취량, 제한식품으로부터 섭취하는 요오드 섭취량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제한식품들로부터 섭취하는 총 요오드 섭취량은 

단순교육군이 25.9 ㎍인데 비해 집중교육군은 10.8 ㎍으로 집중교육 

군이 유의적으로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식품의 경우 

단순교육군과 집중교육군간의 섭취 빈도의 차이는 없었으나 허용식품의 

총 섭취량과 허용식품으로부터 섭취하는 요오드량도 집중교육군에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소변의 요오드/크레아티닌 비율의 중앙값은 평상시 384.4 ㎍/gCr 

였으나 저요오드식 기간에는 18.9 ㎍/gCr으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영양교육 방법에 따른 소변 요오드 배설량은 단순교육군이 15.6 ㎍/gCr, 

집중교육군이 21.1 ㎍/gCr로 두 군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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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차 방사성요오드 치료 후 6-12개월 후 전신영상검사결과와 TSH를 

자극한 상태에서 측정한 혈중 티로글로불린의 농도로 잔여갑상선 

제거여부를 평가하였다. 총 102명의 환자 중 잔여갑상선 제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대상자는 79명(77.5%)이었다. 잔여갑상선 제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군의 1일 요오드 섭취량의 중앙값은 62.9 

㎍/day로 잔여갑상선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군(74.4 ㎍/day)에 비해 

요오드 섭취량이 적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요오드 섭취량을 50 

미만, 50-100, 100 ㎍/day 이상 군으로 나누어 잔여갑상선 제거 

성공률을 비교해본 결과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성공률이 낮아지는 경향은 

보였으나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7) 잔여갑상선 제거군과 그렇지 않은 군간의 소변 요오드 배설량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요오드 배설량(요오드/크레아티닌 비율)을 25 

미만, 25-50, 50-75, 75 ㎍/gCr 이상으로 분류하였을 때 배설량이 

높을수록 잔여갑상선 제거 성공률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8) 성별, 나이, 성별, 원발암상태(T stage), 국소림프절 전이여부, TSH 

증가 방법의 영향을 보정하고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요오드 섭취량이 50 ㎍ 미만 섭취한 사람의 잔여갑상선 제거 

성공률을 1.0으로 할 때 요오드 섭취가 50-100, 100 ㎍ 이상인 경우 

잔여갑상선 제거 성공률은 각각 0.13(95% confidence interval, 0.02-

0.91), 0.21(95% confidence interval, 0.05-0.93)로 유의적으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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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저요오드식을 섭취한 기간 동안의 열량 섭취는 평균 1,346 kcal로 

평상시 섭취량(1,735 kcal)에 비해 평균 389 kcal를 적게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 영양교육 방법에 따른 영양 섭취를 

비교해본 결과 포타슘과 요오드를 제외한 모든 영양소의 영양소 밀도는 

두 군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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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의 요오드 

섭취량을 평가한 최초의 연구로써 요오드 제한에 대한 간단한 지침만 

전달하기 보다는 임상영양사의 교육을 통해 실제적인 식사계획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 저요오드식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요오드 제한 정도에 따른 잔여갑상선 제거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저오요드식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고, 요오드 

섭취량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도 엄격한 요오드 제한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한국인 갑상선암 환자들에게 적합한 

저요오드식 가이드라인과 효과적인 실천지침을 개발할 때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갑상선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방사성요오드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요오드식의 실천이 중요하며, 환자뿐만 

아니라 영양사와 의료기관, 정부 및 학계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갑상선암 환자들은 방사성요오드 치료 전 1-2주 동안 

저요오드식 지침에 따라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의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며, 특히, 해조류, 생선, 김치류, 우유 등은 요오드 섭취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식품들의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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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다시마의 경우 요오드 함량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다시마가 

소량이라도 함유된 육수 및 조미료 등의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에는 천일염 또는 젓갈이 함유된 김치의 섭취는 

피하고, 정제염을 이용하여 만든 김치를 이용하도록 한다.  

둘째, 의료기관에서는 간단한 지침만 제공하기보다는 임상영양사의 

교육을 반드시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저요오드식 기간 동안의 

식사계획 및 주의사항, 허용 가능한 식품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임상영양사들은 제한식품과 허용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식품 성분 표시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야 할 것이며, 전체적인 

열량이나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인한 영양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잡힌 식사를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침을 교육해야 한다. 

또한 요오드 음식 레시피 개발 및 보급과 저요오드식의 효과적인 교육 

방법 및 자료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방사성요오드 치료에 필수적인 저요오드식 실천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조미료를 비롯한 다양한 식품의 요오드 함량 분석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한국인들에게 

적합한 요오드 제한 정도와 기간에 대한 지침 설정을 위한 임상연구가 

추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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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ces 

Appendix 1. 저요오드식 교육자료 (simple guide) 

방사성 요오드 치료 안내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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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집중교육자료 (I) - 방사성 요오드 치료 안내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안내서 (소책자, 35 쪽) 

 

 



116 



117 

 

 

 

 

 

 

 

 



118 

Appendix 3. 집중교육자료 (II) - 저요오드식 교육 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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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4. Iodine database 

식품코드 식품명 
요오드 함량 

(㎍/100g) 
입력원칙 1) 기준식품 

1001 귀리,도정곡,겉귀리 4.2  1 
 

1002 귀리,도정곡,쌀귀리 4.2  1 
 

1003 귀리,오트밀 4.2  1 
 

1004 기장,도정곡 9.9  1 
 

1006 메밀,메밀가루 0.9  5 곡류 최소값(보리) 

1008 메밀국수,생면,삶은것 1.3  2 메밀국수,생면 

1011 메밀냉면,인스턴트 3.2  2 메밀국수,생면 

1013 밀,통밀(알곡) 0.9  5 곡류 최소값(보리) 

1014 밀,도정곡(밀쌀) 0.9  5 곡류 최소값(보리) 

1018 밀,밀배아 0.9  5 곡류 최소값(보리) 

1021 밀가루,수입산,강력밀가루 2.3  1 
 

1022 밀가루,수입산,중력밀가루 2.3  1 
 

1023 밀가루,수입산,박력밀가루 2.3  1 
 

1025 밀가루,부침가루 2.3  1 
 

1026 밀가루,빵가루 12.2  1 
 

1027 밀가루,튀김가루 2.3  3 밀가루 

1028 밀가루,팬케이크가루 2.3  3 밀가루 

1030 국수,건면,삶은것 0.8  2 면(국수),건면 

1031 라면,건면 79.4  1 
 

1036 소면,건면,삶은것 0.9  4 면(국수) 

1038 스파게티,건면,삶은것 0.8  4 면(국수) 

1040 우동,생면,삶은것 60.6  1 
 

1042 자장면,인스턴트 2.6  3 칼국수 

1)입력원칙 

1. 요오드 데이터베이스(Han et al. 2015)의 기준값(분석값 평균 또는 문헌값의 평균) 

2. 수분 함량의 차이가 있는 경우(건조, 삶은 것 등) 수분 비율 고려하여 계산 

3. 생물학적 분류에 따라 비슷한 식품의 대체값 사용 

4. 대체식품의 수분 비율 고려하여 계산 

5. 해당식품군(소분류)의 최소값  

6. 레시피 고려하여 요오드 함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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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식품코드 식품명 
요오드 함량 

(㎍/100g) 
입력원칙 1) 기준식품 

1044 중국국수,생면,삶은것 2.6  3 칼국수 

1046 중국국수,건면,삶은것 2.6  3 칼국수 

1049 쫄면,건면,생것 2.6  3 칼국수 

1050 칼국수,생면,생것 2.6  1 
 

1054 곰보빵(소보로) 26.3  1 
 

1056 도우넛,이스트 26.3  1 
 

1058 도우넛,팥 26.3  1 
 

1059 롤빵,소프트롤 48.8  1 
 

1061 마늘빵 26.3  3 빵,기타 

1063 머핀,우유로만든것 26.3  3 빵,기타 

1066 모닝빵 26.3  1 
 

1067 베이글,달걀 26.3  3 빵,기타 

1068 불란서빵 26.3  1 
 

1071 사과파이 26.3  3 빵,기타 

1072 샌드위치,달걀,치즈 26.3  3 빵,기타 

1073 샌두위치,닭고기 26.3  3 빵,기타 

1075 샌드위치,쇠고기 26.3  3 빵,기타 

1076 샌드위치,햄,치즈 26.3  3 빵,기타 

1079 스넥과자,감자 29.3  1 
 

1080 스넥과자,밀가루 29.3  1 
 

1081 스넥과자,새우 29.3  1 
 

1082 스넥과자,옥수수 29.3  1 
 

1083 슈크림 26.3  1 
 

1084 식빵 10.6  1 
 

1085 식빵,우유식빵 10.6  1 
 

1086 식빵,옥수수식빵 10.6  1 
 

1087 모카빵 26.3  1 
 

1088 식빵,토스트 10.6  1 
 

1089 약과,일반 29.3  3 과자,스넥 

1091 옥수수빵 26.3  1 
 

1092 와플,일반 26.3  3 빵,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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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식품코드 식품명 
요오드 함량 

(㎍/100g) 
입력원칙 1) 기준식품 

1093 와플,커스터드크림 26.3  3 빵,기타 

1098 초코볼 29.3  3 과자,스넥 

1099 초코파이 29.3  3 과자,스넥 

1100 카스텔라,카스텔라 26.3  1 
 

1104 케이크,롤 48.8  1 
 

1105 케이크,생크림,블루베리 46.6  1 
 

1110 케이크,초콜렛 29.3  1 
 

1111 케이크,치즈 61.8  1 
 

1113 케이크,파운드 46.6  1 
 

1114 케이크,후르츠 46.6  1 
 

1115 쿠키,땅콩버터 29.3  3 과자,스넥 

1116 쿠키,초코칩 29.3  3 과자,스넥 

1117 쿠키,버터 29.3  3 과자,스넥 

1118 크랙커,크랙커 29.3  3 과자,스넥 

1121 크로아상,크로아상 26.3  1 
 

1123 크로아상,버터 26.3  1 
 

1125 크림빵 26.3  1 
 

1126 팥빵 26.3  1 
 

1131 푸딩,커스터드 26.3  1 
 

1132 피자 26.3  3 빵,기타 

1133 피칸파이 26.3  3 빵,기타 

1135 햄버거,보통햄버거 10.6  3 식빵 

1138 호빵,팥소 26.3  3 빵,기타 

1143 보리,겉보리,보리쌀(도정곡) 0.9  5 곡류 최소값(보리) 

1144 보리,겉보리,납작보리(압맥) 0.9  5 곡류 최소값(보리) 

1146 보리,쌀보리 0.9  5 곡류 최소값(보리) 

1148 보리,찰보리,도정곡 0.9  5 곡류 최소값(보리) 

1151 보리,미숫가루 0.9  5 곡류 최소값(보리) 

1154 수수,도정곡 0.9  5 곡류 최소값(보리) 

1156 수수,수수경단 4.5  1 
 

1157 수수,찰수수 0.9  5 곡류 최소값(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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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식품코드 식품명 
요오드 함량 

(㎍/100g) 
입력원칙 1) 기준식품 

1158 씨리얼,일반 1.0  1 
 

1161 씨리얼,코코넛첨가 1.0  3 씨리얼 

1162 시리얼,꿀첨가 1.0  3 씨리얼 

1163 시리얼,현미첨가 1.0  3 씨리얼 

1165 쌀,현미,일반형 6.2  1 
 

1172 쌀,칠분도미 2.3  1 
 

1173 쌀,백미,국내산,일반형 2.3  1 
 

1182 쌀,백미,국내산,특수미,흑미 2.3  1 
 

1188 쌀,백미,외국산(태국) 2.3  1 
 

1191 쌀,멥쌀,밭벼,현미 6.2  1 
 

1194 쌀,찹쌀,현미 6.2  3 현미 

1195 쌀,찹쌀,백미 12.6  1 
 

1196 쌀,찹쌀,백미,화선찰벼 12.6  1 
 

1197 밥죽류,쌀밥,현미 2.7  6 현미 밥 환산 

1199 밥죽류,쌀밥,백미 1.0  6 쌀 밥 환산 

1201 밥죽류,쌀밥,백미,일품벼 1.0  6 쌀 밥 환산 

1204 밥죽류,누룽지 2.5  2 쌀 

1205 밥죽류,죽,현미 1.2  2 현미  

1207 밥죽류,죽,백미 0.5  2 쌀 

1211 떡류,가래떡(흰떡) 7.1  1 
 

1213 떡류,개피떡,쑥개피떡 4.5  1 
 

1214 떡류,꿀떡 4.5  1 
 

1215 떡류,백설기 4.5  1 
 

1216 떡류,쑥설기 4.5  1 
 

1218 떡류,송편,깨 4.5  1 
 

1220 떡류,시루떡 4.5  1 
 

1221 떡류,절편 4.5  1 
 

1228 발아현미 6.2  3 현미 

1230 쌀가루,백미가루 2.2  2 쌀 

1231 쌀엿강정 2.4  2 쌀 

1232 튀밥 2.4  2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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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식품코드 식품명 
요오드 함량 

(㎍/100g) 
입력원칙 1) 기준식품 

1233 쌀과자,쌀과자 2.5  2 쌀 

1235 쌀과자,튀김쌀과자 2.5  2 쌀 

1236 밭벼,쌀밥,현미 2.7  6 현미 밥 환산 

1238 밭벼,쌀밥,백미 1.0  6 쌀 밥 환산 

1239 찹쌀,떡류,경단,카스텔라고물 7.4  1 
 

1240 찹쌀,떡류,약식 7.4  3 찹쌀떡 

1241 찹쌀,떡류,인절미,콩고물 7.4  1 
 

1242 찹쌀,떡류,인절미,팥고물 7.4  1 
 

1243 찹쌀,떡류,찰시루떡 7.4  1 
 

1244 찹쌀,떡류,찹쌀떡(찹쌀모찌) 7.4  1 
 

1248 찹쌀,한과류,유과 7.4  3 찹쌀떡 

1249 찹쌀,찹쌀가루 13.3  2 찹쌀 

1250 찹쌀,찹쌀미숫가루 13.3  4 찹쌀  

1252 메옥수수,마른것 11.4  2 옥수수 

1254 단옥수수,찐것 4.2  2 옥수수 

1256 찰옥수수,마른것 11.4  2 옥수수 

1257 찰옥수수,찐것 4.2  2 옥수수 

1261 옥수수,통조림,가당 2.8  2 옥수수 

1266 옥수수,팝콘 4.5  3 옥수수 

1267 율무,도정곡 0.9  5 곡류 최소값(보리) 

1271 조,차조 0.9  5 곡류 최소값(보리) 

1276 호밀,호밀빵 8.5  1 
 

2001 감자,생것 2.8  1 
 

2006 감자,삶은것 2.8  2 감자 

2008 감자,찐것 2.8  2 감자 

2012 감자,후렌치후라이 
   

2016 고구마,생것 2.4  1 
 

2020 고구마,찐것 2.4  2 감자 

2025 돼지감자 2.8  3 감자 

2026 마,단마 
   

2027 마,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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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식품코드 식품명 
요오드 함량 

(㎍/100g) 
입력원칙 1) 기준식품 

2030 전분,감자 2.8  1 
 

2038 전분,감자부침가루 2.5  3 전분,감자 

2039 당면,마른것 7.3  1 
 

2040 당면,삶은것 7.3  2 당면 

2044 토란,삶은것 2.8  4 감자, 삶은것 

3002 껌,츄잉껌 
   

3004 꿀,꿀 
   

3008 꿀,아카시아꿀 
   

3010 꿀,토종꿀 
   

3014 물엿 7.9  1 
 

3016 사탕류,누가,살구 
   

3017 사탕류,드롭스 
   

3018 사탕류,마쉬멜로우 
   

3021 사탕류,알사탕 
   

3024 설탕,백설탕 0.8  1 
 

3025 설탕,황설탕 0.8  1 
 

3026 설탕,흑설탕 0.8  1 
 

3029 설탕,설탕가루 0.8  1 
 

3030 시럽,단풍나무 
   

3036 양갱,팥 
   

3037 엿,고구마 
   

3040 젤리 
   

3042 초콜렛,땅콩 5.5  3 밀크초콜렛 

3043 초콜렛,밀크 5.5  1 
 

3044 초콜렛,밀크,라이스시리얼 5.5  3 밀크초콜렛 

3045 초콜렛,밀크,아몬드 5.5  3 밀크초콜렛 

3050 초콜렛,초코바 5.5  1 
 

3051 카라멜 5.5  3 밀크초콜렛 

4002 강낭콩,마른것 10.0  2 강낭콩 

4003 강낭콩,삶은것 4.3  2 강낭콩  

4004 녹두,마른것 4.7  5 두류 최소값(강낭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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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식품코드 식품명 
요오드 함량 

(㎍/100g) 
입력원칙 1) 기준식품 

4005 녹두,삶은것 4.7  5 두류 최소값(강낭콩) 

4006 녹두,녹두빈대떡가루 4.7  5 두류 최소값(강낭콩) 

4006 녹두,녹두묵 6.2  1 
 

4010 검정콩,마른것,흑태 4.7  5 두류 최소값(강낭콩) 

4011 검정콩,마른것,서리태 4.7  5 두류 최소값(강낭콩) 

4012 노란콩,마른것(국내산) 13.1  1 
 

4014 노란콩,마른것(중국산) 13.1  1 
 

4015 노란콩,삶은것 5.5  2 대두 

4016 밤콩,마른것 4.7  5 두류 최소값(강낭콩) 

4017 두부,두부 15.9  1 
 

4019 두부,순두부 9.7  1 
 

4020 두부,연두부 8.3  2 두부 

4021 두부,튀긴두부(유부) 52.8  4 두부 

4022 두부,비지 15.9  2 두부 

4023 두유 9.1  1 
 

4024 콩가루,볶은것 4.7  5 두류 최소값(강낭콩) 

4033 완두콩,생것 7.3  1 
 

4035 완두콩,삶은것 5.9  2 완두콩 

4036 작두콩(도두) 4.7  5 두류 최소값(강낭콩) 

4044 팥,붉은팥,마른것(국내산) 30.9  1 
 

4046 팥,붉은팥,삶은것 17.1  2 팥 

5010 도토리,도토리묵 6.2  1 
 

5012 들깨,가루 3.7  1 
 

5013 들깨,엿강정 
   

5015 땅콩,마른것,중립종 12.4  2 땅콩 

5017 땅콩,볶은것 12.8  1 
 

5018 땅콩,삶은것 7.6  2 땅콩 

5019 땅콩,조미땅콩 12.8  3 땅콩 

5021 땅콩,커피땅콩 12.8  3 땅콩 

5022 땅콩,엿강정 
   

5026 마카다이아넛,조미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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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식품코드 식품명 
요오드 함량 

(㎍/100g) 
입력원칙 1) 기준식품 

5028 밤,생것 
   

5034 밤,구운것 
   

5035 밤,삶은것 
   

5048 아몬드,마른것 2.0  1 
 

5049 아몬드,조미한것 2.1  2 아몬드 

5052 은행,생것 
   

5053 은행,삶은것 
   

5054 잣,마른것 12.3  1 
 

5055 잣,볶은것 12.7  2 잣 

5057 잣,죽 0.9  6 
쌀 180g,잣 70g, 
소금 4g, 물 1.2L 

5058 검정깨(흑임자),마른것 0.0  1 
 

5059 검정깨(흑임자),볶은것 0.0  1 
 

5061 참깨,흰깨,볶은것 0.0  1 
 

5062 참깨,엿강정 
   

5063 참깨,죽 
   

5064 캐슈넛,조미한것 
   

5071 피스타치오넛,조미한것 
   

5074 해바라기씨,마른것 
   

5075 해바라기씨,볶은것 
   

5076 해바라기씨,조미한것 
   

5077 호두,마른것 10.4  1 
 

5078 호두,볶은것 10.5  2 호두 

5079 호박씨,마른것 
   

5080 호박씨,조미한것 
   

6001 가시오가피순 
   

6004 가지,생것 1.4  1 
 

6006 가지,삶은것 1.3  2 가지 

6016 고구마줄기,삶은것 
   

6027 고사리,삶은것 2.1  2 고사리 

6029 꽈리고추 0.7  3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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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식품코드 식품명 
요오드 함량 

(㎍/100g) 
입력원칙 1) 기준식품 

6030 붉은고추,생것 0.7  3 고추 

6032 붉은고추,마른것 
   

6034 풋고추,녹광,녹색 0.7  1 
 

6036 풋고추,시레나,녹색 0.7  3 고추 

6037 고추장아찌 0.7  3 고추 

6038 고춧잎,생것 
   

6039 고춧잎,삶은것 
   

6046 곰취(산채),삶은것 
   

6056 근대,삶은것 0.6  2 근대 

6057 김치,갓김치 143.4  3 열무김치 

6058 김치,고들빼기 143.4  3 열무김치 

6059 김치,깍두기 198.4  1 
 

6060 김치,나박김치 29.0  1 
 

6061 김치,동치미 3.8  1 
 

6063 김치,배추김치 107.4  1 
 

6064 김치,백김치 85.8  3 물김치 

6065 김치,열무김치 143.4  1 
 

6066 김치,열무물김치 85.8  3 물김치 

6068 김치,유채물김치 85.8  3 물김치 

6069 김치,총각김치 198.4  3 깍두기 

6070 김치,파김치 107.4  3 배추김치 

6071 들깻잎,생것 6.9  1 
 

6072 들깻잎,데친것 4.1  2 들깻잎 

6075 깨나물(깻잎나물) 
   

6080 냉이 
   

6085 녹색완두콩,미숙,통조림 7.3  3 녹색완두콩 

6092 달래 
   

6093 당귀,잎,노지재배 
   

6096 당근,생것 1.9  1 
 

6097 당근,삶은것 1.9  2 당근 

6098 더덕,생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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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식품코드 식품명 
요오드 함량 

(㎍/100g) 
입력원칙 1) 기준식품 

6100 도라지,생것 
   

6102 도라지,데친것 
   

6108 두릅,순,데친것 
   

6117 둥굴레(산채),마른것 
   

6121 마늘,생것(국내산) 1.7  1 
 

6126 풋마늘 
   

6127 마늘쫑 
   

6128 마늘장아찌 
   

6129 마늘쫑장아찌 
   

6137 머위,삶은것 
   

6142 무,알타리무,뿌리 2.2  3 조선무, 뿌리 

6144 무,왜무,뿌리 2.2  1 
 

6145 무,조선무,잎(무청) 
   

6146 무,조선무,뿌리 2.2  1 
 

6147 무,단무지 12.7  1 
 

6148 무,무말랭이 32.5  2 무 

6149 무,무시래기,삶은것 
   

6150 무,무장아찌 12.7  3 단무지 

6157 미나리,생것 7.1  1 
 

6158 미나리,데친것 8.6  2 미나리 

6169 민들레,데친것 
   

6186 배추,생것 1.5  1 
 

6187 배추,생것,봄동 1.5  3 배추 

6188 배추,생것,얼갈이 1.5  3 배추 

6189 배추,삶은것 1.9  2 배추 

6190 배추,소금절임 1.5  3 배추 

6196 부추,재래종,생것 2.8  1 
 

6197 부추,재래종,데친것 2.2  2 부추 

6198 부추,호부추,생것 2.8  1 
 

6200 브로콜리,생것 2.0  1 
 

6201 브로콜리,데친것 2.0  2 브로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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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식품코드 식품명 
요오드 함량 

(㎍/100g) 
입력원칙 1) 기준식품 

6202 브로콜리,삶은것 1.5  2 브로콜리 

6209 비트,뿌리,생것 
   

6211 피클,통조림 
   

6212 적색비트(홍무) 
   

6214 산마늘(산채) 
   

6219 상추,천상 2.7  1 
 

6220 상추,적하계 2.7  1 
 

6222 상추,풍성 2.7  1 
 

6223 상추,로메인 2.7  1 
 

6226 상추,적상추 4.8  1 
 

6227 생강,국내산 9.1  1 
 

6235 셀러리 1.5  1 
 

6241 숙주나물,생것 5.5  1 
 

6242 숙주나물,삶은것 5.2  2 숙주 

6246 순무,뿌리,생것 2.2  3 무 

6247 순무,뿌리,삶은것 2.2  3 무 

6249 시금치,생것,노지 2.9  2 시금치 

6250 시금치,생것,하우스 2.6  1 
 

6251 시금치,삶은것 2.2  2 시금치 

6153 신선초(명일엽) 
   

6256 싹기름채소,들깨 
   

6257 싹기름채소,무순 
   

6258 싹기름채소,메밀 
   

6259 싹기름채소,알파파 
   

6263 쑥,생것 
   

6264 쑥,삶은것 
   

6265 쑥갓,생것 2.6  1 
 

6266 쑥갓,삶은것 2.2  2 쑥갓 

6269 씀바귀,데친것 
   

6275 아욱,데친것 
   

6278 야콘,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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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식품코드 식품명 
요오드 함량 

(㎍/100g) 
입력원칙 1) 기준식품 

6279 양배추,생것 1.2  1 
 

6280 양배추,삶은것 1.3  2 양배추 

6282 양배추,적양배추 2.9  1 
 

6283 양상추 
   

6285 양파,생것,국내산 6.4  1 
 

6286 양파,생것,중국산 6.4  1 
 

6288 양파,삶은것 6.7  2 양파 

6299 연근,삶은것 2.4  1 
 

6300 열무,생것 0.8  1 
 

6303 염교(락교),염교장아찌 
   

6307 오이,생것,개량종 6.5  1 
 

6309 오이,생것,재래종 6.5  1 
 

6311 오이,오이지 6.5  3 오이 

6312 오이,오이피클 6.5  3 오이 

6313 오이,오이소박이 6.5  3 오이 

6320 우엉,생것 2.4  1 
 

6321 우엉,삶은것 2.4  2 우엉 

6326 유채,잎 
   

6333 적겨자 
   

6341 죽순,통조림 1.8  4 죽순 

6347 참나물(산채),생것,재배 
   

6354 취나물(산채),생것 
   

6356 취나물(산채),삶은것 
   

6357 청경채 
   

6358 치커리,잎,적색 
   

6359 치커리,잎,푸른색 
   

6362 케일 4.5  1 
 

6365 콜라비,생것 
   

6367 콩나물,생것 3.9  1 
 

6368 콩나물,삶은것 3.5  2 콩나물 

6372 콩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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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식품코드 식품명 
요오드 함량 

(㎍/100g) 
입력원칙 1) 기준식품 

6378 토란대,마른것,삶은것 
   

6379 토마토,생것 0.3  1 
 

6380 토마토,삶은것 0.4  2 토마토 

6381 토마토주스 1.3  1 
 

6382 토마토통조림 2.2  1 
 

6383 토마토페이스트,통조림 2.2  1 
 

6385 토마토,방울토마토 0.3  3 토마토 

6386 토마토,흑토마토 0.3  3 토마토 

6388 파,대파 0.2  1 
 

6389 파,쪽파 0.2  3 대파 

6390 파,실파 0.2  3 대파 

6392 파슬리 
   

6393 파프리카,국산,녹색과 1.8  3 피망 

6394 파프리카,국산,적색과 1.8  3 피망 

6395 파프리카,국산,주황색과 1.8  3 피망 

6396 파프리카,국산,황색과 1.8  3 피망 

6397 파프리카,외산,적색과 1.8  3 피망 

6398 파프리카,외산,주황색과 1.8  3 피망 

6399 파프리카,외산,황색과 1.8  3 피망 

6400 피망,녹색과 1.8  1 
 

6401 피망,적색과 1.8  3 피망 

6405 늙은호박고지(오가리) 
   

6406 호박,늙은호박,삶은것 
   

6407 호박,애호박,생것 1.2  1 
 

6408 호박,애호박,삶은것 1.1  2 호박,애호박 

6409 애호박고지 13.1  2 호박,애호박 

6412 호박,단호박,생것 1.4  1 
 

6413 호박,단호박,삶은것 0.6  2 단호박 

6414 호박,호박잎,생것 
   

6416 호박,호박잎,찐것 
   

6417 호박나물(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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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식품코드 식품명 
요오드 함량 

(㎍/100g) 
입력원칙 1) 기준식품 

6419 홍화잎 
   

7003 느타리버섯,생것 4.2  1 
 

7004 느타리버섯,삶은것 7.3  2 느타리버섯 

7018 송이버섯,생것 5.3  3 양송이버섯 

7020 새송이버섯 5.3  3 양송이버섯 

7025 양송이버섯,생것 5.3  1 
 

7033 참타리버섯,삶은것 7.3  4 느타리버섯 

7034 큰느타리버섯,생것 4.2  3 느타리버섯 

7035 큰느타리버섯,데친것 7.3  4 느타리버섯 

7038 팽이버섯,재배,생것 4.2  5 
버섯류 

최소값(느타리버섯) 

7039 팽이버섯,재배,데친것 4.2  5 
버섯류 

최소값(느타리버섯) 

7044 표고버섯,참나무,생것(생것) 8.3  1 
 

7045 표고버섯,참나무,생것(삶은것) 8.6  2 표고버섯 

7046 표고버섯,참나무,마른것(생것) 4.0  1 
 

7047 
표고버섯,참나무,마른것(삶은

것) 
0.8  2 표고버섯 

7048 표고버섯,가루 4.2  2 표고버섯 

8001 감,단감 1.6  1 
 

8003 감,연시,생것 0.9  2 단감 

8006 감,감말랭이 4.1  2 단감 

8007 감,곶감 3.8  1 
 

8009 감,감조청 
   

8011 귤,밀감,생것,조생 4.6  1 
 

8012 귤,밀감,생것,보통(임온주) 4.6  1 
 

8018 한라봉(부지화) 3.8  3 오렌지 

8023 자몽주스,천연과즙 1.0  1 
 

8032 대추,생것 0.5  5 과일 최소값(살구) 

8033 대추,마른것 1.6  4 대추 

8036 딸기,생것,개량종 5.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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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식품코드 식품명 
요오드 함량 

(㎍/100g) 
입력원칙 1) 기준식품 

8037 딸기,생것,재래종 5.9  1 
 

8038 딸기,잼 
   

8042 레몬,생것 1.5  1 
 

8043 레몬,과즙 5.2  1 
 

8048 망고 1.6  1 
 

8049 매실,생것 0.5  5 과일 최소값(살구) 

8050 매실,농축액 0.7  1 
 

8051 매실절임,염건 0.5  5 과일 최소값(살구) 

8053 머루,생것,개량종 0.5  5 과일 최소값(살구) 

8057 멜론,머스크 0.5  5 과일 최소값(살구) 

8063 바나나,생것 7.6  1 
 

8064 바나나,마른것 31.3  2 바나나 

8065 배,생것,국내산,신고 5.0  1 
 

8068 배,과즙 0.5  5 
과일주스최소값 

(오렌지주스) 

8069 배,넥타 0.5  5 
과일주스 최소값 

(오렌지주스) 

8073 버찌,생것,미국산 0.5  5 과일 최소값(살구) 

8077 복숭아,생것,백도 4.5  1 
 

8078 복숭아,생것,천도 4.5  1 
 

8083 복숭아,통조림,백도 4.5  3 복숭아 

8084 복숭아,통조림,황도 4.5  3 복숭아 

8085 블루베리,생것 0.5  5 과일 최소값(살구) 

8086 블루베리,잼 
   

8090 사과,생것,부사(후지) 7.8  1 
 

8091 사과,생것,아오리 7.8  1 
 

8092 사과,생것,홍옥 7.8  1 
 

8095 사과주스,천연과즙(무가당) 1.1  1 
 

8096 사과농축과즙 1.1  3 사과주스 

8097 사과,주스,캔주스 1.1  3 사과주스 

8098 사과,넥타 1.2  2 사과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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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식품코드 식품명 
요오드 함량 

(㎍/100g) 
입력원칙 1) 기준식품 

8100 사과,잼 
   

8101 산딸기 3.0  1 
 

8103 살구,생것 0.5  1 
 

8108 석류 0.5  5 과일 최소값(살구) 

8110 수박,생것,적육질 4.5  1 
 

8114 아보카도 1.0  1 
 

8118 오디,생것,흑과(재래종) 0.5  5 과일 최소값(살구) 

8121 오렌지,생것 3.8  1 
 

8122 오렌지주스,천연과즙 0.5  1 
 

8125 오렌지주스,캔주스 0.5  1 
 

8127 올리브,생것 0.5  5 과일 최소값(살구) 

8136 자두,생것 1.4  1 
 

8137 참외,생것 4.2  1 
 

8138 참외,생것,금싸라기 4.2  1 
 

8141 크랜베리,생것 0.5  5 과일 최소값(살구) 

8143 키위 0.5  5 과일 최소값(살구) 

8144 파인애플,생것 0.5  5 과일 최소값(살구) 

8148 파인애플주스,캔주스 0.5  5 
과일주스최소값 

(오렌지주스) 

8150 파인애플,통조림 0.5  5 과일 최소값(살구) 

8155 포도,생것,거봉 1.9  3 포도 

8158 포도,생것,캠벌얼리 1.9  1 
 

8159 포도,청포도 1.9  3 포도 

8160 포도,건포도 9.2  2 포도 

8161 포도주스,천연과즙 1.5  1 
 

8162 포도농축과즙 1.5  1 
 

8166 포도,넥타 1.5  3 포도주스 

8167 포도,잼 
   

8170 후르츠칵테일,통조림 0.5  5 과일 최소값(살구) 

9016 닭고기,살코기,생것 37.2  1 
 

9017 닭고기,살코기,구운것 39.6  2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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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식품코드 식품명 
요오드 함량 

(㎍/100g) 
입력원칙 1) 기준식품 

9018 닭고기,살코기,삶은것 38.7  2 닭고기 

9022 닭고기,가슴,구운것 45.7  2 닭고기 

9023 닭고기,가슴,삶은것 47.0  2 닭고기 

9026 닭고기,가슴살,생것 30.3  2 닭고기 

9027 닭고기,가슴살,구운것 46.8  2 닭고기 

9028 
닭고기,가슴살, 

튀김옷입혀튀긴것 
62.7  2 닭고기 

9032 닭고기,날개,밀가루입혀튀긴것 55.8  2 닭고기 

9037 
닭고기,넓적다리, 

튀김옷입혀튀긴것 
55.8  2 닭고기 

9039 닭고기,넓적다리살,구운것 29.4  2 닭고기 

9045 닭고기,다리,튀김옷입혀튀긴것 64.3  2 닭고기 

9047 닭고기,다리살,구운것 42.9  2 닭고기 

9055 닭고기,토종닭,생것,가슴 31.0  2 닭고기 

9070 돼지고기 8.9  1 
 

9072 돼지고기,갈비,구운것 13.8  2 돼지고기 

9073 돼지고기,갈비,삶은것 12.5  2 돼지고기 

9077 돼지고기,등심,생것 9.4  2 돼지고기 

9078 돼지고기,등심,구운것 11.8  2 돼지고기 

9080 돼지고기,등심,삶은것 10.7  2 돼지고기 

9081 돼지고기,목살 7.5  2 돼지고기 

9083 돼지고기,사태,생것 6.3  2 돼지고기 

9085 돼지고기,삼겹살 11.4  2 돼지고기 

9086 돼지고기,안심,생것 7.1  2 돼지고기 

9089 돼지고기,앞다리,생것 7.2  2 돼지고기 

9090 돼지고기,어깨등심,생것 9.4  2 돼지고기 

9096 돼지부산물,머리고기 10.4  2 돼지고기 

9097 돼지부산물,소장(곱창),삶은것 6.4  2 돼지고기 

9103 돼지부산물,족발,삶은것 9.7  2 돼지고기 

9104 돼지부산물,족발,조리한것 10.9  2 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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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식품코드 식품명 
요오드 함량 

(㎍/100g) 
입력원칙 1) 기준식품 

9109 베이컨,생것 26.7  2 햄 

9110 베이컨,구운것 50.3  2 햄 

9114 소시지,비엔나,위너 26.7  2 햄 

9116 소시지,프랑크프르트 24.7  2 햄 

9117 소시지,핫도그 24.9  2 햄 

9119 햄,등심 17.2  1 
 

9120 햄,로스 17.2  1 
 

9124 햄,슬라이스 17.2  1 
 

9126 햄,통조림,생것 24.5  2 햄 

9127 햄,통조림,구운것 22.4  2 햄 

9128 햄,런천미트 24.1  2 햄 

9135 쇠고기,한우 20.9  1 
 

9137 쇠고기,한우,등심 20.6  2 쇠고기 

9141 쇠고기,한우,안심 18.0  2 쇠고기 

9142 쇠고기,한우,양지 19.4  2 쇠고기 

9143 쇠고기,한우,우둔 17.0  2 쇠고기 

9145 쇠고기,한우,불고기,양념한것 16.0  2 쇠고기 

9146 쇠고기,수입산,갈비,생것 24.8  2 쇠고기 

9147 쇠고기,수입산,갈비,구운것 33.3  2 쇠고기 

9148 쇠고기,수입산,등심 21.9  2 쇠고기 

9152 쇠고기,수입산,사태,익힌것 29.7  2 쇠고기 

9155 쇠고기,수입산,안심,생것 21.0  2 쇠고기 

9156 쇠고기,수입산,안심,구운것 27.9  2 쇠고기 

9157 쇠고기,수입산,양지,생것 18.3  2 쇠고기 

9158 쇠고기,수입산,양지,삶은것 22.0  2 쇠고기 

9160 쇠고기,수입산,채끝,생것 21.0  2 쇠고기 

9161 쇠고기,수입산,채끝,구운것 25.4  2 쇠고기 

9163 소부산물,간,삶은것 241.9  2 소간 

9167 소부산물,양지국물 
   

9168 
소부산물,우족국물(우족 26g/

물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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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식품코드 식품명 
요오드 함량 

(㎍/100g) 
입력원칙 1) 기준식품 

9169 소부산물,잡뼈국물 
   

9171 소부산물,소장(곱창) 
   

9178 소부산물,피(선지) 
   

9183 쇠고기,육포 
   

9230 오리고기,집오리,고기,생것 7.3  1 
 

10005 달걀,전란,생것 43.0  1 
 

10006 달걀,전란,삶은것 44.4  2 전란 

10007 달걀,난백,생것 34.0  6 
 

10008 달걀,난백,삶은것 32.6  4 난백 

10014 달걀,후라이 48.8  4 전란 

10016 메추라기알,전란,삶은것 35.2  2 메추리알 

11004 가다랭이,반건품 198.0  1 
 

11014 가오리,생것,노랑가오리 24.2  3 오징어 

11018 가자미,생것,가자미 6.3  1 
 

11029 가자미,삶은것 7.3  2 가자미 

11032 갈치,생것 42.5  1 
 

11042 고등어,구운것 91.1  2 고등어 

11043 고등어,삶은것 83.2  2 고등어 

11057 꽁치,구운것 148.6  2 꽁치 

11062 날치,알 
   

11065 넙치(광어),생것 52.0  1 
 

11085 참다랑어,생것,성어,붉은살 35.2  1 
 

11092 참다랑어,유지통조림 21.2  1 
 

11095 황다랑어,유지통조림 21.2  1 
 

11099 대구,생것 247.8  1 
 

11112 도다리 6.3  3 가자미 

11113 도루묵,생것 6.3  3 가자미 

11141 돔,참돔,생것 6.3  3 가자미 

11162 메기 6.5  3 가물치 

11164 멸치,자건품,큰멸치 313.8  1 
 

11165 멸치,자건품,중멸치 313.8  1 
 



139 

(계속) 

식품코드 식품명 
요오드 함량 

(㎍/100g) 
입력원칙 1) 기준식품 

11166 멸치,자건품,잔멸치 313.8  1 
 

11168 멸치,액젓 149.7  5 젓갈 최소값(창란젓) 

11172 명태,마른것,성어(북어) 166.4  1 
 

11173 명태,마른것,어린것(노가리) 166.4  3 명태,마른것,북어 

11174 명태,냉동품(동태) 115.0  1 
 

11175 명태,코다리 145.4  2 명태 

11177 명태,포 166.4  2 명태 

11179 명태,황태 521.9  2 명태 

11181 명태,알(명란),젓 190.1  1 
 

11194 미꾸리,삶은것 4.0  3 장어 

11196 민어,생것 32.0  4 조기 

11198 민어,구운것 32.1  4 조기 

11218 뱅어,포 166.4  3 명태말린것 

11229 복어,생것,검복 84.0  3 청어 

11242 볼락,생것,조피볼락(우럭) 103.0  5 조개류 최소값(굴) 

11268 삼치,구운것 64.4  2 삼치 

11293 숭어,생것 330.0  1 
 

11303 아귀,생것 1.5  1 
 

11318 연어,생것 109.8  1 
 

11328 연어,훈제품 109.8  1 
 

11361 장어,칠성장어,생것 4.0  1 
 

11392 조기(참조기),생것 26.6  1 
 

11393 조기(참조기),염건품(굴비) 84.2  2 조기 

11394 조기(참조기),젓 149.7  5 젓갈 최소값(창란젓) 

11401 쥐치,포,마른것 84.0  3 청어 

11405 청새치 84.0  3 청어 

11424 홍어 24.2  3 오징어 

11439 어묵,게맛살 47.2  1 
 

11442 어묵,튀김 22.6  3 어묵 

11444 어육햄,생것 22.6  3 어묵 

11448 어육혼합핫도그소시지 22.6  3 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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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식품코드 식품명 
요오드 함량 

(㎍/100g) 
입력원칙 1) 기준식품 

11449 가리비,생것 103.0  5 조개류 최소값(굴) 

11466 굴,생것,석굴 103.0  1 
 

11468 굴,생것,참굴,양식산 103.0  1 
 

11474 굴,통조림 124.4  2 굴 

11477 꼬막 103.0  5 조개류 최소값(굴) 

11479 논우렁이(우렁이) 
   

11483 맛살,생것 103.0  5 조개류 최소값(굴) 

11491 바지락(모시조개),생것,자연산 246.6  1 
 

11492 바지락(모시조개),생것,양식산 246.6  1 
 

11497 바지락(모시조개),통조림 246.6  3 바지락 

11511 살조개 103.0  5 조개류 최소값(굴) 

11513 새조개,생것 103.0  5 조개류 최소값(굴) 

11516 소라,생것 103.0  5 조개류 최소값(굴) 

11522 우럭 103.0  5 조개류 최소값(굴) 

11524 재첩(재치조개,갱조개) 103.0  5 조개류 최소값(굴) 

11525 전복,생것,까막전복 103.0  5 조개류 최소값(굴) 

11527 전복,생것,참전복 103.0  5 조개류 최소값(굴) 

11548 피조개,생것,양식산 103.0  5 조개류 최소값(굴) 

11550 홍합,생것 346.0  1 
 

11556 바다가재,조리한것 18.2  3 새우 

11560 꽃게,생것 4.2  1 
 

11561 꽃게,삶은것 5.1  2 꽃게 

11566 대게(영덕게),삶은것 4.0  2 꽃게 

11577 꼴뚜기,자건품 90.0  3 오징어말린것 

11578 꼴뚜기,젓 24.2  3 오징어 

11581 낙지(세발낙지) 24.2  3 오징어 

11584 문어,삶은것 26.2  4 오징어 

11585 미더덕 103.0  5 조개류 최소값(굴) 

11597 꽃새우(독새우),생것 18.2  1 
 

11598 꽃새우(독새우),조리한것 18.2  2 새우 

11601 꽃새우(독새우),자건품 65.5  2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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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식품코드 식품명 
요오드 함량 

(㎍/100g) 
입력원칙 1) 기준식품 

11609 보리새우,생것(자연산) 18.2  1 
 

11610 보리새우,삶은것(양식산) 24.5  2 새우 

11612 시바새우(중하),생것 18.2  1 
 

11614 시바새우(중하),자건품 66.0  2 새우 

11616 시바새우(중하),통조림 20.8  2 새우 

11625 새우젓,육젓 259.9  1 
 

11636 오징어,생것 24.2  1 
 

11637 오징어,마른것 277.3  2 오징어 

11638 오징어,구운것 29.9  2 오징어 

11639 오징어,삶은것 26.2  2 오징어 

11643 오징어젓 149.7  5 젓갈최소값(창란젓) 

11644 오징어젓,양념 149.7  5 젓갈 최소값(창란젓) 

11647 오징어,조미포 90.0  2 오징어 

11651 우렁쉥이(멍게),양식산 103.0  5 조개류 최소값(굴) 

11652 주꾸미 24.2  3 오징어 

11658 한치 24.2  3 오징어 

11659 해삼,생것 24.2  3 오징어 

12004 김,생것 457.1  2 김,마른것 

12005 김,마른것 4263.2  1 
 

12009 김,구운것 4263.2  3 김,마른것 

12012 김,맛김 3770.9  3 조미김 

12015 김,조림 1477.2  2 김,마른것 

12016 꼬시래기 2147.2  5 해조류 최소값(파래) 

12017 다시마,생것 18945.0  2 다시마 

12018 다시마,마른것 184608.1  1 
 

12028 매생이 2147.2  3 파래 

12029 모자반,생것 2147.2  5 해조류 최소값(파래) 

12034 미역,생것,양식산 5253.5  1 
 

12035 미역,마른것 13958.6  1 
 

12038 미역,줄기,삶은것 2147.2  5 해조류 최소값(파래) 

12047 우뭇가사리,생것 2147.2  5 해조류 최소값(파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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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식품코드 식품명 
요오드 함량 

(㎍/100g) 
입력원칙 1) 기준식품 

12055 톳,생것 2147.2  5 해조류 최소값(파래) 

12058 파래,생것 2147.2  1 
 

13010 우유,보통우유 38.6  1 
 

13012 우유,가공우유,저지방 38.6  3 우유 

13017 우유,초코우유 38.6  3 우유 

13018 우유,커피우유 38.6  3 우유 

13020 샤베트 29.5  3 아이스크림 

13021 아이스밀크 29.5  3 아이스크림 

13023 아이스크림,8%유지방 29.5  3 아이스크림 

13025 아이스크림,바닐라 29.5  1 
 

13026 아이스크림,초콜렛 29.5  3 아이스크림 

13028 요구르트,액상 31.2  1 
 

13029 요구르트,호상,딸기 40.2  1 
 

13030 요구르트,호상,우유,무가당 40.2  3 호상요구르트 

13031 요구르트,호상,탈지우유,가당 40.2  3 호상요구르트 

13032 치즈,가공치즈 5.1  1 
 

13034 치즈,자연치즈,모짜렐라 5.1  3 치즈 

13035 치즈,자연치즈,체다 5.1  3 치즈 

13036 치즈,자연치즈,카테지 5.1  3 치즈 

13037 치즈,자연치즈,크림 5.1  3 치즈 

13038 치즈,자연치즈,파마산 5.1  3 치즈 

13039 크림,45%유지방 2.4  1 
 

13042 크림,경휘핑 2.4  3 크림 

13043 크림,중휘핑 2.4  3 크림 

13045 크림,휘핑크림 2.4  3 크림 

14003 들기름 2.1  1 
 

14005 땅콩버터 
   

14010 버터 15.7  1 
 

14018 올리브유 0.8  1 
 

14020 올리브유,외산 0.8  1 
 

14021 유채씨기름(채종유) 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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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식품코드 식품명 
요오드 함량 

(㎍/100g) 
입력원칙 1) 기준식품 

14022 잇꽃씨기름(홍화유) 0.8  1 
 

14023 참기름 1.5  1 
 

14024 커피크리머,가루 0.0  1 
 

14027 코코넛유 0.8  1 
 

14028 콩기름 0.8  1 
 

14029 팜종실유 0.8  1 
 

14030 해바라기유 0.8  1 
 

15001 당근쥬스,캔 4.7  3 야채주스 

15002 레모네이드쥬스 5.2  3 레몬과즙 

15004 마늘호박음료 
   

15005 매실음료 0.7  3 매실주스 

15006 산채발효음료 
   

15008 쉐이크,딸기 
   

15011 식혜,캔 0.7  1 
 

15012 이온음료 0.6  1 
 

15013 과일탄산음료,설탕 12.3g 1.1  1 
 

15015 과일탄산음료,오렌지소다 1.1  1 
 

15017 과일탄산음료,파인애플소다 1.1  1 
 

15019 사이다 1.1  1 
 

15020 소다(탄산수) 
   

15022 콜라 1.1  1 
 

15023 저칼로리콜라 1.1  1 
 

15029 막걸리,알콜 6% 1.4  1 
 

15031 맥주,알콜 4.5% 1.0  1 
 

15037 브랜디,특급,알코올 40% 
   

15039 소주,알콜 25% 1.1  1 
 

15046 청주,알콜 16% 3.9  1 
 

15059 백포도주,알콜 12% 
   

15060 적포도주,알콜 12% 
   

15061 감잎차,가루 
   

15063 계피차,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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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식품코드 식품명 
요오드 함량 

(㎍/100g) 
입력원칙 1) 기준식품 

15064 구기자차,종자 
   

15065 녹차,가루 
   

15066 녹차,침출액 0.5  1 
 

15067 도라지차 0.6  1 
 

15070 보리차,침출액 0.6  1 
 

15072 생강차,가루 
   

15074 오미자차,마른것 
   

15076 우롱차,침출액 0.6  1 
 

15078 유자차,가루 
   

15084 커피,가루,인스턴트 
   

15087 커피,여과액 3.3  1 
 

15088 커피,캔 4.5  1 
 

15089 코코아,우유코코아,가루 3.1  1 
 

15090 
코코아,코코아차,가루 

(코코아 20%) 
3.1  3 코코아가루 

15095 홍삼차,가루 
   

15097 홍차,침출액 0.6  1 
 

15099 홍차,냉홍차,레몬맛 0.6  1 
 

15100 비타 500 
   

16001 간장,왜간장 1.8  1 
 

16002 간장,재래간장 1.8  1 
 

16003 간장,양조간장 1.8  1 
 

16004 겨자,가루 
   

16005 겨자,페이스트 
   

16006 계피가루 
   

16007 고추냉이(와사비),가루 
   

16008 고추냉이(와사비),페이스트 
   

16009 고춧가루 21.8  1 
 

16010 고추장,개량식 8.0  1 
 

16011 고추장,전통 8.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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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식품코드 식품명 
요오드 함량 

(㎍/100g) 
입력원칙 1) 기준식품 

16012 고추장,초고추장 4.0  6 고추장,식초,설탕 고려 

16013 굴소스 
   

16014 깨소금 2.4  1 
 

16016 돈까스소스 
   

16018 된장,개량식(양조된장) 14.4  1 
 

16020 된장,일본된장 14.4  1 
 

16021 된장,전통된장 14.4  1 
 

16024 마늘,페이스트 
   

16025 마요네즈,전란 23.4  1 
 

16027 맛술(14%미림) 
   

16028 머스터드소스 
   

16029 가루조미료,멸치 73.1  3 조미료,분말 

16038 소금,식염 1.8  1 
 

16041 감식초 2.0  1 
 

16043 사과식초 2.0  1 
 

16044 포도식초 2.0  1 
 

16047 양조식초 2.0  1 
 

16049 쌈장(혼합장) 2.6  1 
 

16055 자장소스 
   

16057 조미가루 
   

16059 청국장 
   

16061 칠리가루 
   

16062 카레소스가루 
   

16063 타르타르소스 
   

16066 토마토소스 
   

16067 토마토케첩 2.2  1 
 

16068 파슬리,마른것 
   

16070 핫소스 
   

16071 후추가루,검은색 32.5  1 
 

16072 후추가루,흰색 32.5  3 후추 

17002 게맛살 47.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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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식품코드 식품명 
요오드 함량 

(㎍/100g) 
입력원칙 1) 기준식품 

17008 국,사골곡물,인스턴트 
   

17013 만두,냉동,고기만두 6.3  1 
 

17014 만두,냉동,김치만두 6.3  1 
 

17031 스프,양송이,조리한것 
   

17033 스프,양파,조리한것 
   

17036 스프,크림스프,가루 
   

17037 스프,크림스프,아스파라거스 
   

17038 스프,크림스프,조리한것 
   

17071 피자,냉동,치즈 
   

17072 피자,냉동,고기,채소 
   

17075 피자,치킨슈프림 
   

17076 필라프,냉동,새우 
   

17077 필라프,냉동,햄 
   

17078 핫도그,냉동 
   

18028 월계수잎,마른것 
   

18031 인삼,수삼 
   

18032 인삼,백삼,마른것 
   

18033 인삼,홍삼,뿌리,마른것 
   

18034 인삼,홍삼,추출액 
   

18037 팽창제,베이킹파우더 
   

18043 효모,마른것 4.0  1 
 

18044 허브,로즈마리,마른것 
   

30000 그린비아요오드제한식 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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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a low-iodine diet on remnant thyroid ablation  

with radioactive iodine in patients with thyroid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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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yroid cancer is the most common type of cancer in Korea. 

Radioactive iodine (RAI) therapy is performed to eliminate 

microscopic residual tissues after total thyroidectomy and to 

decrease the recurrence of thyroid cancer. To improve the efficacy 

of RAI therapy for patients with differentiated thyroid cancer, a 

low-iodine diet (LID) prior to the therapy is recommended. 

Regarding dietary iodine guidelines for LIDs, the American Thyroid 

Association recommends the restriction of dietary iodine intake to 

<50 ㎍ daily for 1-2 weeks prior to RAI therapy, whereas the 

Korean Thyroid Association recommends the restriction of intake to 

<100 ㎍ daily due to the iodine-rich diet commonly eate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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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the importance of an LID for patients with thyroid cancer 

preparing for RAI therapy,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evaluate dietary intake, particularly iodine intake, or to assess 

effective education methods to maintain an LI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the type of LID nutrition education 

affects iodine intake and remnant ablation. 

A total of 132 patients with differentiated thyroid cancer preparing 

for their first round of RAI therapy (low-dose RAI, 1.1 GBq) were 

enrolled prospectively between August 2013 and April 2015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ll patients maintained an LID 2 

weeks prior to 131I administration. The final sample size was 102 

patients (51 simple guide group and 51 intensive education group) 

who had dietary records, clinical data, and negative thyroglobulin 

antibodies, and for whom results of remnant ablation were identified 

after the first RAI therapy. 

The median iodine intake for patients with thyroid cancer on the 

LID was 63.6 ㎍/day, which was significantly less than the median 

iodine intake of 295.9 ㎍/day of those on the usual diet.The iodine 

intake of the intensive education group (61.0 ㎍/day)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simple guide group (65.6 ㎍/day).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patients who met the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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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ed by the Korean Thyroid Association (iodine intake < 100 

㎍/day during the LID period) was higher in the intensive education 

group than in the simple guide group.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fewer subjects consumed 

restricted foods with high iodine content during the LID compared 

with the usual diet. The amount of restricted food consumption and 

the iodine intake from the restricted foods in patients following the 

LID were de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with those following the 

usual diet. The major food groups and iodine sources of the usual 

diet were seaweed, salted vegetables, fish, milk, and dairy products. 

Iodine intake from seasonings, including soy sauce, soy paste, and 

red pepper paste, during the usual diet was only 1.4 ㎍/day, and 

theird egree of contribution to total iodine intake was very low. 

Iodine intake from restricted foods during the LID in the intensive 

education group (10.8 ㎍/day) was lower than that in the simple 

guide group (25.9 ㎍/day). 

The mean energy intake of patients on the LID was 1,346 kcal, 

which was 389 kcal lower than that of patients on the usual diet 

(1,735 kcal). Weight and body mass index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2 weeks of following the LID. After adjusting for age, sex, and 

energy intake, the intake of energy; energy distribution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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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hydrates, protein, and fat; and density of all nutrients except 

iodine and potassium did not differ between the simple guide and 

intensive education groups. 

Seventy-nine (77.5%) patients were ablated successfully 

according to ablation status, defined as a negative whole-body scan 

and stimulated thyroglobulin levels < 1 ng/mL. When the patients 

were stratifi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iodine intake,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iodine intakes 

of 50-100 ㎍/day and > 100 ㎍/day were associated significantly 

with a lower ablation success rate compared with an iodine intake < 

50 ㎍/day (p=0.040, odds ratio 0.13, 95% confidence interval 0.02-

0.91 for 50-100 ㎍/day; p=0.039, odds ratio 0.21, 95% confidence 

interval 0.05-0.93 for >100 ㎍/day). 

To our knowledge, this study is the first to examine iodine intake 

during an LID in a Korean population. It showed that intensive 

dietary education was more effective than simple guide–based 

education, and that a stringent LID was necessary for successful 

remnant ablation. These results may be useful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LID guidelines specific to Korean patients with thyroid 

cancer. Future studies are warranted to develop a practical protocol 

for LIDs to maintain the intake of other nutrients while redu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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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dine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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