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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진 보 형) 

 

안 아 영 

 

치주질환은 구강 내 세균과 인체의 면역과정에 의한 결과물이다. 

그래서 다양한 전신질환과도 밀접한 영향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 

전신질환과의 관련성은 혈행의 문제로 추측해 볼 수 있으므로, 혈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맥경화증과 치주질환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치주질환이 동맥경화 및 관련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있었지만, 동맥경화증이 원인이 되어 치주질환을 발생시킬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동맥경화와 치주질환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동맥경화의 

위험요인과 치주질환의 연관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동맥경화와 치주질환의 연관관계 뿐 만 아니라, 어떠한 요인이 

치주질환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치주질환 

치료계획 수립에 활용 가능한 의사결정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동맥경화와 치주질환의 연관성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의 원시자료 

이용승인을 얻은 후, 2010년과 2012년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 86세 이하의 성인 2,171명을 대상자로 하였다.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설명변수는 건강설문조사와 생화학 검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치주질환의 유병여부는 WHO 지역사회 치주관리지수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동맥경화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으로는 공복혈당, 수축기 최대혈압, 

이완기 최소혈압, 폐경기간, 여성 호르몬제 복용기간, 콜레스테롤수치, 

LDL/HDL 콜레스테롤수치, 체질량 지수(BMI), 흡연여부, 흡연기간, 

여성호르몬 E2 (estradiol), E3 (estriol), 적혈구 침강속도(ESR), c-

reactive protein (CRP), Waist hip ratio (WHR) 등이 있다.  

동맥경화 위험요인과 치주질환의 연관성 분석은 유의확률 0.05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후 변수간의 우선순위를 두어 

나무가 가지를 치듯이 순차적으로 치주질환 위험도를 가늠해보기 위하여 

결정계도분석을 통해 치주질환 유병율을 추정하였다. 통계분석 

프로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최종 모형에 적용할 수 있는 변수는 수축기 

최대혈압, 공복혈당, HDL 콜레스테롤, 폐경기간, 

흡연기간이었다(p<0.05). 수축기 최대혈압, 공복혈당, 폐경기간, 

흡연기간은 치주질환 유병율 Odds ratio를 증가시키지만 HDL 

콜레스테롤은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 호르몬제 복용기간, 총 

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현재 흡연여부, 이완기 최소혈압, BMI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결정계도 분석결과, 치주질환 유병율과 가장 관계가 깊은 변수는 

흡연기간이었다(p<0.001). 흡연무경험자들은 치주질환 위험도가 낮은 

편이었으나, 정상수치인 공복혈당범위(84mg/dL 이상)에서도 치주질환 

위험도의 증가추세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p=0.020). 23년 

이상의 장기 흡연자들은 공복혈당 123mg/dL 이상이 되자 치주질환 

유병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흡연과 당뇨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치주에 심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이 중 

공복혈당이 123mg/dL 이하인 피험자들은 흡연기간이 31년을 초과할 

경우에 치주질환 위험도가 커졌다(p=0.028). 

 동맥경화증의 위험요인들로 치주질환의 유병율을 설명하는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결정계도분석은 동맥경화의 공통 

위험요인으로부터 치주질환의 위험도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데에 유용한 

의사결정과정을 제공하므로 향후 연구결과가 축적된다면 임상적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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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치주질환은 구강 내 세균과 인체의 면역과정에 의한 결과물로, 

치주염은 미생물 또는 미생물 집단에 의해 발생되는 치아주위조직의 

염증성 병변이다. 이의 특징적인 소견으로는 치주낭 형성, 치은 퇴축과 

함께 치주인대와 치조골의 파괴가 일어난다. 따라서, 치주염의 숙주 

감수성을 변화시키는 전신요인인 면역저하의 경우는 치은연하세균에 

대항할 수 있는 숙주반응을 준비하지 못하여, 급하고 심한 

치주조직파괴를 야기할 수 있다. 한편, 치주감염이 전신질환 위험도를 

증가시키거나 전신질환 경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1). Jung과 Kim2)은 치주염과 같은 만성감염이 

혈압상승기전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을 염증반응, 국소적 세균혈증, 

숙주세포반응과 산화적 스트레스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Deo 등3)에 의하면, 치주질환은 중증 만성 폐쇄성폐질환을 가진 

대상자의 공통요인이며, 불량한 치주상태를 가질 때 만성폐쇄성폐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치주질환이 발생하여 전신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혈관을 따라 

매개물질이 확산되기 때문이다. Han 등4)은 치주염에 의한 cytokine의 

증가는 동맥경화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치주염에 의해 생성된 

cytokine은 혈행을 타고 전신으로 확산된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언급된 동맥경화와의 양의 상관관계로부터 치주조직의 염증성 병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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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의 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치주질환이 치면세균막과 치석, 구강세균에 대한 인체의 

방어기전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면역매개물질들의 

이동통로가 되는 혈관의 상태에 따른 치주질환의 발병양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혈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환인 동맥경화증과 치주질환의 

연관성을 검토한 결과, Han 등4)의 연구와 같은 치주질환이 동맥경화 및 

관련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여러 편 찾을 수 있었다. 

Maurizio와 Filippo5)가 유럽/미국 치주학회(EFP/AAP, European 

Federation of Periodontology/American Academy of 

Periodontology)의 연구를 이용하여 내린 결론에 따르면, 치주질환이 

죽상경화성 심장혈관질환(ACVD, ather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일관적이고 강한 유행병학적 증거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구강 미생물이 혈관을 따라 순환함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동맥혈전증의 병인이 되는 전신 염증반응을 

유도함으로써, 치주질환이 죽상경화성 심장혈관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동맥경화증이 원인이 되어 치주질환을 발생시키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었다.  

동맥경화는 다양한 성인병의 원인이자 결과로써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허혈성 심장질환, 뇌경색과 뇌출혈 등의 뇌졸중, 신장의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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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되는 신부전 및 허혈성 사지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동맥경화를 확진할 수 있는 수치가 없어서 연관된 질병들의 발병과 

동맥경화를 함께 의심해볼 수 있을 뿐, 동맥경화를 개별적인 질병으로 

진단하기는 어렵다6). 그래서 동맥경화와 치주질환의 연관성을 찾기 

위한 기준이 되는 수치를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동맥경화와 치주질환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선별하여 그 요인들과 

치주질환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요인들과 치주질환 

유병율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치료계획 수립에 활용 가능한 의사결정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배경 

 

 동맥경화와 치주질환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하여 동맥경화의 

위험요인을 가능한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연관성이 높은 변수들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국제적인 기준이 되는 지표와 함께 

연관성을 언급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변수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현재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ject Adult Treatment Panel 

Ⅲ (ATP Ⅲ)에서 인정하고 있는 위험인자는 다음과 같다7).  



4 

 

동맥경화에 관한 연구들은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위험인자와 더불어 

고려해야 할 위험인자들을 몇 가지 찾을 수 있었다. Kasper 등5)에 

따르면, 폐경 후에는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심혈관 

사고의 위험은 증가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에스트로겐 치료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심혈관 위험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폐경 후의 기간과 여성호르몬 

복용에 관한 변수들도 동맥경화의 위험요인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Lee 등8)은 최근 들어 심혈관계 질환의 병리기전으로 염증반응이 

강조되고 있으며, 염증반응의 표지자인 C 반응성 단백(CRP, C-

Reactive Protein)은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인자 및 예후인자로서 관련이 

- 흡연 

- 고혈압 (140/90mmHg 이상 또는 혈압약 복용) 

- 낮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1.0mmol/L(<40mg/dL)] 

- 당뇨 

-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 

직계 가족 중 심혈관 질환 남자 < 55세 

직계 가족 중 심혈관 질환 여자 < 65세 

- 나이 (남자45세 이상, 여자>55세 이상) 

- 생활 위험 인자 

비만 (BMI 30kg/m2 이상) 

적은 활동량 

고지질 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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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하였다. 심혈관계질환은 동맥경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CRP와 동맥경화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모든 조사결과를 통합하여 변수를 나열하고, 그 중 몇 

가지 위험요인은 분석가능한 수치의 형태로 변환하였다. 그 결과 

동맥경화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으로 공복혈당, 수축기 최대혈압, 

이완기 최소혈압, 폐경기간, 여성 호르몬제 복용기간, 콜레스테롤수치, 

LDL/HDL 콜레스테롤수치,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엉덩이-허리둘레 비율(WHR, Waist-Hip Ratio), 흡연여부, 흡연기간, 

여성호르몬 E2(estradiol), E3(estriol), C 반응성 단백(CRP, C-

Reactive Protein)을 들 수 있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및 표본 선정 

본 연구는 대한민국 성인의 대표 표본을 이용하여 동맥경화와 

치주질환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의 학술연구 

원시자료 이용승인을 얻은 후 치주조직검사 원시자료 중 모든 

검사결과가 공개된 2010년과 2012년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하는 자세한 표본 선정 방법을 기술하였다9). 

표본 추출시 순환표본조사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매년 1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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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조사구를 추출하여 3,800가구의 만 1세 이상 가구원 전체를 

표본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시도별(서울, 6대 광역시, 경기, 경상·강원, 

충청, 전라·제주)로 1차 층화하고, 일반지역은 성별, 연령대별 인구비율 

기준 26개 층, 아파트 지역은 단지별 평당 가격, 평균 평수 등 기준 

24개 층으로 2차 층화한 후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였다. 표본조사구 

내에서는 계통추출방법으로 조사구 당 20개의 조사대상가구를 

추출하였다. 

변수는 설문자료와 검진자료에서 추출되었는데, 무응답 또는 미측정 

자료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여 자료의 분석에 앞서 데이터 

정화과정(Data Cleansing)을 거쳤다. 먼저, 무응답이나 모순적인 

응답들을 전체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 검사 자료 

중 미측정치 7,414건을 포함하여, 각 검진조사에 대하여 미측정치를 

가진 데이터를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19세 이상 86세 이하의 성인 

2,171명을 최종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임상 변수 

2.1 치주질환 유병여부 

WHO 기준의 지역사회 치주관리지수(CPI, community periodontal 

index)를 치주질환의 척도로 사용하였고, CPI 지수 ‘코드 3’ 이상일 

때, 치주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CPI는 WHO의 표준검사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10). ‘코드 3’은 구강 내 6분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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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표준치아 상하악 좌우측의 제1, 2대구치, 상악 우측 중절치, 하악 

좌측 중절치를 점수로 판정하여 치주낭 깊이가 3.5mm 이상 되는 곳이 

최소 한 군데 이상 확인될 때를 의미한다. 치주 탐침 시에는 20g 의 

힘을 대상치아에 적용하여, walking probing metho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2 동맥경화 위험요인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설명변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설문조사와 생화학 검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는데, 여성호르몬과 C 

반응성 단백, 엉덩이-허리둘레 비율은 자료에 조사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 연구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다만 여성호르몬은 폐경기간과 여성 

호르몬제 복용기간과 연관성이 있고, 엉덩이-허리둘레 비율은 

체질량지수와 맥락을 같이하므로 C 반응성 단백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수들을 모형에 넣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통계분석 

동맥경화 위험요인과 치주질환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는데, 치주질환의 유병여부는 이항변수(binary 

variable)이므로 유의수준 0.05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점은 회귀모형에서 설명변수가 

증가할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증가하므로, 다소 설명력이 적은 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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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석과정에서 Hosmer 

and Lemeshow goodness of fit Test를 확인해가며 Chi-square값이 

작은 모형, 즉 모형적합도가 높은 모형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이후 

주요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변수 간의 우선순위를 두어 나무가 가지를 

치듯이 순차적으로 치주질환 위험도를 가늠해보기 위하여 결정계도 

분석(Decision tree analysis)을 통해 그룹별로 치주질환 유병율을 

추정하였다. 통계분석 프로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Ⅳ. 연구 성적 

 

1. 동맥경화 위험요인에 의한 치주질환 유병율 분석 

동맥경화 위험요인과 치주질환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았다. 11개의 설명변수 중에서 이완기 최소혈압,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여성 호르몬제 복용기간, 현재 흡연여부, 체질량 지수는 

치주질환과의 연관성을 통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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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bout the prevalence of 

periodontal disease according to all risk factors (N=2,171) 

 
B S.E. p-value Exp(B)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011 .004 .010

* 
1.011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010 .006 .116 .990 

FBS
§
 (mg/dL) .008 .002 .000

* 
1.008 

Total cholesterol 

(mg/dL) 
.000 .002 .885 1.000 

HDL cholesterol 

(mg/dL) 
-.010 .004 .026

* 
.990 

LDL cholesterol 

(mg/dL) 
.002 .003 .377 1.002 

Menopausal period 

(years) 
.037 .008 .000

*
 1.038 

Female hormone 

agent taking period 

(years) 

-.033 .058 .567 .967 

Current smoking .063 .118 .594 1.065 

Duration of 

smoking (years) 
.025 .003 .000

*
 1.026 

BMI
§
 (kg/𝑚2) -.001 .016 .931 .999 

Constant -2.328 .592 .000 .097 

*: p<0.05. 

+ Hosmer and Lemeshow goodness of fit Test: p=0.137 (Chi-

square=12.344, df=8). 

‡ B, regression coefficient; S.E., standard error of the estimate; 

Exp(B), exponential value of B. 

§ FBS, fasting blood sugar;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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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확률이 높은 변수부터 모형에서 제외하면서 유의확률의 변화를 

확인해본 결과, 최종적으로 모형에 적용할 수 있는 변수는 수축기 

최대혈압, 공복혈당, HDL 콜레스테롤, 폐경기간, 

흡연기간이었다(p<0.05). 여성 호르몬제 복용기간, 총 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현재 흡연여부, 이완기 최소혈압, 체질량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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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bout the prevalence of 

periodontal disease according to major risk factors (N=2,171) 

* Hosmer and Lemeshow goodness of fit Test: p=0.095 (Chi-

square=13.522, df=8). 

‡ B, regression coefficient; S.E., standard error of the estimate; 

Exp(B), exponential value of B. 

§ FBS: fasting blood sugar. 

  

 
B S.E. p-value Exp(B)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006 .003 .043 1.006 

FBS
§
 (mg/dL) .008 .002 .000 1.008 

HDL cholesterol 

(mg/dL) 
-.010 .004 .016 .990 

Menopausal period 

(yrs) 
.040 .008 .000 1.041 

Duration of smoking 

(yrs) 
.026 .003 .000 1.026 

Constant -2.392 .448 .000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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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축기 최대혈압, 공복혈당, 폐경기간, 흡연기간은 

치주질환 유병율 Odds ratio를 증가시키지만 HDL 콜레스테롤은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최종모형은 Hosmer and Lemeshow goodness of fit Test에서 

유의확률이 0.095로 모형이 잘 적합되었으므로 모형의 설명변수들로 

치주질환 유병율을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2. 동맥경화 위험요인을 단계별로 적용한 치주질환 

예측모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에서 채택된 동맥경화의 위험요인 5가지를 

이용하여 결정계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ln (
𝑝

1 − 𝑝
) =  −2.392 + 0.006x1 + 0.008x2 − 0.010x3 + 0.040x4 + 0.026x5 

p: 치주질환 유병율  

x1: 수축기 최대혈압  

x2: 공복혈당  

x3: HDL 콜레스테롤  

x4: 폐경기간 (min:0, max:45, mean:3.0) 

x5: 흡연기간 (min:0, max:61, mean: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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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각각의 변수에 대한 의사결정나무 모형은 다음과 같았다. 모두 

-test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ure 1. Decision Tree of the prevalence of periodontal 

disease according to fasting blood glucos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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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ecision Tree of the prevalence of periodontal 

disease according to systolic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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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ecision Tree of the prevalence of periodontal disease 

according to HDL 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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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기간 변수는 성별에 종속적이므로 성별로 분류하여 유의성을 

확인한 후, 폐경기간에 따른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로써 폐경기간이 

‘0’인 여성과 남성이 혼재되지 않도록 하여 분석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었다.   

Figure 4. Decision Tree of the prevalence of periodontal 

disease according to menopaus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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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ecision Tree of the prevalence of periodontal disease 

according to duration of sm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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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 유병율에 영향을 미치는 수축기혈압, 공복혈당, 폐경기간, 

HDL 콜레스테롤, 흡연기간, 현재흡연여부를 각각 결정계도 분석한 결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와 같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HDL 

콜레스테롤을 제외한 변수들에서는 치주질환 유병여부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제 전체 변수를 이용하여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시행하고, 3단계에 걸친 의사결정단계를 통하여 변수의 우선순위를 

메겨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흡연기간, 공복혈당, 최종 수축기 혈압이 

주요 결정변수들로 선택되었다. 가장 연관성이 높은 변수는 

흡연기간으로, 흡연기간에 따른 치주질환 유병율의 증가가 눈에 띄었다. 

하위 결정변수로써 공복혈당이 치주질환 유병율과의 비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흡연 무경험자에서는 최종 수축기 혈압이 공복혈당의 하위 

결정변수로, 장기 흡연경험자에서는 흡연기간이 다시 한 번 하위 

결정변수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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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안 

 

혈관계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행이 원활하지 못하면 치주질환의 발생과 

진행의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전신질환도 심화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치주질환과 동맥경화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두 

질병의 공통 위험요소를 선별하는 것으로 시작하였고,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가장 연관성 높은 공통위험요인으로 다섯 가지를 

추출하였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실제 임상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의사결정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결정계도 

분석을 적용하여 조금 더 직관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1. 동맥경화 위험요인에 의한 치주질환 유병율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선택된 변수들로부터 치주질환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여성호르몬 수치, 흡연기간과의 연관성을 알 수 

있었다. 치주질환 위험도는 고혈압, 당뇨병, 흡연기간, 폐경기간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고지혈증의 지표 중 하나인 HDL 콜레스테롤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분석결과는 고혈압, 당뇨병이 치주질환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는 

관련 연구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보여주었다. Glickman과 

Carranza11)에 따르면 당뇨병은 치주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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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적인 대사장애가 국소적인 요인인 치은염이나 치주염을 

유발시키는데 적절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Fabio 등12)에 

의하면, 고혈압과 치주염과의 관계는 고혈압이 치주조직에서의 혈관 

변화를 유발하여 염증과 치조골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흡연기간도 기존의 연구에서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는데, Lee13)에 

따르면, 치주질환과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의 공통위험인자 중에서 

흡연이 두 질병의 진행에 임상적으로 가장 큰 기여를 한다고 하였다. 

이는 leukocyte의 balance를 교란시켜 치주조직을 파괴하는 효과가 

많이 나타나며, T cell과 B cell을 통한 antibody level을 억제하고, 

gingival crevicular fluid (GCF)의 감소가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고농도의 nicotine은 cytotoxicity와 collagenase의 활동을 증가시켜 

정상적 회복기능 중의 periodontal fibroblast의 분화와 부착을 방해한다. 

따라서 금연은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고 하였다.  

폐경기간과 치주질환의 양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여성호르몬 수치의 

감소가 치주질환 유병율을 높이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는데, 이는 

여성호르몬의 감소가 전신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결과적으로 치주질환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HDL 콜레스테롤은 수치가 증가할수록 치주질환 유병율이 감소하였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HDL 콜레스테롤의 효과는 콜레스테롤의 역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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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동맥내막의 세포로부터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며, foam cell의 형성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HDL 콜레스테롤이 치주조직의 혈행을 

유지시켜서 치주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고지혈증의 지표로 예상했던 총 콜레스테롤 수치나, LDL-콜레스테롤 

수치보다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면서 치주질환의 유병율을 

감소시키는 역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인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는 실제 임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령과 

성별변수가 제외되어 있다. 아래의 -test 결과에서 성별과 연령은 

각각 치주질환의 유병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성별은 명목변수이므로 -test를 그대로 적용하였고(Table 3), 연령은 

연속변수이므로 -test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이후에 

설명할 결정계도 분석을 이용하여 구간별 치주질환 유병율에 대한 -

test를 적용하였다(Figure 7). 이 두 변수가 정보수집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모형에 적용하면 다중공선성에 의해 임상적으로 

치주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변수들의 설명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제외하였다. 즉, 치주질환은 연령에 따라 비가역적인 변화를 

보이므로 연령에 따른 치주질환 유병율은 비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므로 연령을 변수에 넣으면 ‘흡연기간’이나 ‘폐경기간’과 같은 

시간성을 가지는 변수들이 모형에서 제외되거나 상관관계가 약화되었다. 

그리고 성별은 명목변수이므로 회귀분석의 설명변수로써 적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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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distribution of gender by periodontal disease  

         (N=2,171) 

Gender 
Periodontal disease 

p-value 
No Yes 

Male 722(64.1) 405(35.9) 

<0.001 
Female 781(74.8) 263(25.2) 

Values expressed number (%). 

 

  

Figure 7. Decision Tree of the prevalence of periodontal disease 

according to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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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맥경화 위험요인을 단계별로 적용한 치주질환 

예측모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을 결정계도 

분석한 결과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였다. 

먼저, 설명변수 중 수축기 최대혈압과 공복혈당의 개별 분석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였다. 수축기 혈압의 분석결과를 보면, 고혈압의 

기준이 되는 140mmHg 이하에서 혈압변화에 따른 치주질환 유병율의 

증가추세가 이미 두드러진다. 또한, 공복혈당에서는 당뇨병의 기준치인 

126mg/dL의 훨씬 이전에 치주질환 유병율의 차이가 명확하다. 기존의 

연구11),12)에서는 당뇨병과 고혈압이 치주질환에 영향을 미치지만, 

분석결과는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생하지 않는 수치에서도 치주질환의 

증가추세를 찾을 수 있었다.  

결정계도 분석결과 치주질환 유병율과 가장 관계가 깊은 변수는 

흡연기간이었다. 흡연기간 변수는 흡연경험여부로 먼저 나누고 난 후 

흡연경험이 있는 피험자에 한하여 기간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이유는 

흡연무경험자가 흡연이라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위험요인으로 인해 치주질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흡연경험자들 중 흡연기간이 짧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적어서 

다른 위험요인들도 가지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먼저 

흡연경험여부로 분류하지 않으면 흡연 무경험자들이 흡연경험자들 중 

흡연기간이 짧은 사람들보다 치주질환의 위험성이 많다는 해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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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흡연무경험자들은 전반적으로 치주질환 위험도가 낮은 편이었고, 

정상수치인 공복혈당범위(84mg/dL 이상)에서도 공복혈당의 증가에 

따른 치주질환 위험도의 증가추세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위분류기준으로는 수축기 혈압이 증가할수록 치주질환의 유병율이 

증가하였다. 23년 이상의 장기흡연자의 경우에는 치주질환 유병율이 

앞의 기간보다 확연히 증가하였다. 하위 분류기준은 공복혈당인데, 

123ml/dL 이상인 경우 치주질환 유병율이 약 60%에 육박하였다. 

이로써 장기흡연을 한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치주질환의 유병율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3년 이상 장기 흡연자 중에서 

공복혈당이 123mg/dL 이하인 경우에는 흡연기간이 31년이 넘는 

흡연자의 경우 치주질환의 유병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성인들의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한국 

사람들의 치주질환과 동맥경화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동맥경화증의 위험요인들로 치주질환의 유병율을 설명하는 

회귀분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결정계도 분석은 

동맥경화증과의 공통 위험요인으로부터 치주질환의 위험도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데에 유용한 의사결정지도를 제공하므로 향후 연구결과가 

축적된다면 임상적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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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한계점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동맥경화증의 여러 변수 중에서 치주질환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을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한계로 원하는 변수를 모두 

적용하지 못하였다. 그 중 몇 가지 변수에서는 유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변수를 찾을 수 있었지만, C 반응성 단백을 대신할 변수는 찾지 

못하였다. Jung과 Kim2)은 C 반응성 단백이 치주질환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매개물질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 이 변수를 

분석하였다면 더욱 풍부한 해석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이 아쉽다. 

전신건강과 구강건강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한 관심은 이미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가진다. 그 동안 이를 규명하는 연구들은 

많았지만, 의료분야 실험연구에서 표본 확보의 한계 때문에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증거는 여전히 취약하다. 이 논문도 동맥경화가 치주질환에 

영향을 준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지만 정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인과관계를 찾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귀모형을 사용하기보다는 

코호트 분석을 이용하여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전국민데이터에서 코호트 분석에 알맞은 장기 

데이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인과관계보다는 연관관계에 대한 

분석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점차 축적되는 

전국민 추출 의료데이터를 바탕으로 코호트 분석을 통하여 인과관계는 

물론이고 전신건강의 특정 지표가 치주질환의 발병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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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또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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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는 치주질환과 동맥경화의 연관성을 평가하고, 동맥경화의 주요 

위험인자를 확인함으로써 동맥경화가 치주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0, 2012년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참가자 2,171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한민국 성인 대표표본에서 

동맥경화의 위험요인과 치주질환 유병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치주질환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동맥경화 위험요인의 영향을 

파악하고, 환자를 진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인을 위험도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모형을 제시하였다.  

 ATP Ⅲ 및 여러 연구에서 제안한 동맥경화의 위험요인을 토대로, 

동맥경화와 치주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수축기 최대혈압, 공복혈당, 폐경기간, 

흡연기간은 치주질환 유병율 Odds ratio를 증가시키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HDL 콜레스테롤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2. 이완기 최소혈압,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여성 호르몬제 

복용기간, 현재 흡연여부, 체질량 지수는 치주질환과의 연관성을 

통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다(p>0.05). 

3. 결정계도 분석결과, 치주질환 유병율과 가장 관계가 깊은 변수는 

흡연기간이었다. 흡연 무경험자들은 전반적으로 치주질환 위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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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편이었고, 정상수치인 공복혈당범위(84mg/dL 이상)에서도 

공복혈당의 증가에 따른 치주질환 위험도의 증가추세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23년 이상의 장기흡연자는 치주질환 

위험도가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당뇨병에 이환된 경우에는 

위험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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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ontal disease is a result of the body's immune process 

against the bacteria in the oral cavity. Therefore, it is known to 

have a close effect with various systemic diseases. Association of 

these systemic diseases and periodontal disease can be seen as the 

circulation problems. So, we examined the association of 

atherosclerosis and periodontal disease have a direct effect on the 

blood circulation. Although there are many studies about the effects 

of periodontal disease on atherosclerosis and related diseas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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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ility that arteriosclerosis cause the periodontal disease was 

not able to find almost. 

Therefor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of 

atherosclerosis and periodontal disease, I tri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of risk factors of atherosclerosis and periodontal 

disease. Through the result of the study, not only the relevance of 

arteriosclerosis and periodontal disease, but also the factors give a 

significant effect on periodontal disease. In addition, it was 

attempted to present a decision model available for periodontal 

disease treatment plan. 

After I have an approval from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about using raw data, the study of the 

relevance of atherosclerosis and periodontal disease targeted 2,171 

adults who are 19 years to 86 years of age participated in the 2010 

and 2012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Explanatory variables that are reasons of arteriosclerosis were 

collected via a health research and biochemistry. The prevalence of 

periodontal disease was assessed using the Community Periodontal 

Index (CPI) of WHO. 

The risk factors that affect atherosclerosis are fasting blood sugar, 

systolic blood pressure, diastolic blood pressure, menopaus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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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le hormone agent taking period, total cholesterol, LDL/HDL 

cholesterol, current smoking, duration of smoking, the female 

hormone E2 (estradiol), E3 (estriol),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ESR), c-reactive protein (CRP), body mass index (BMI), 

Waist hip ratio (WHR), etc. 

Analysis of the relevance of risk factors of atherosclerosis and 

periodontal disease was carried out logistic regression in the 

significance level 0.05. Then, decision tree analysis placed the 

priorities of the variables in the order as the tree hits the branches 

and estimated the prevalence of periodontal disease. IBM SPSS 

Statistics 20 (SPSS Inc., Chicago, IL, USA) was used. 

In the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variables that can 

be applied to the final model were systolic blood pressure, fasting 

blood sugar, HDL cholesterol, menopausal period, duration of 

smoking (p<0.05). 

While the prevalence Odds ratio of periodontal disease was 

increased by systolic blood pressure, fasting blood sugar, 

menopausal period, duration of smoking, it had decreasing tendency 

by HDL cholesterol. 

Female hormone agent taking periods, diastolic blood pressure, 

total cholesterol, LDL cholesterol, current smoking, BMI were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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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In the results of decision tree analysis, the most closely related 

variable with the prevalence of periodontal disease was duration of 

smoking (p<0.001). Who had never smoked had lower risk of 

periodontal disease, but their risk of periodontal disease increased 

in a normal range of fasting blood sugar (84mg/dL or more, 

p=0.020). 

The prevalence of periodontal diseas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23 years or more of long-term smokers after fasting blood sugar 

was equal to or greater than 123mg/dL. The combination of 

smoking and diabetes can be inferre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severe deterioration of periodontal tissue. In case subjects who was 

equal to or greater than 123mg/dL in fasting blood sugar levels 

exceed 31 years of duration of smoking, they had high risk of 

periodontal disease (p=0.028). 

The model to explain the prevalence of periodontal disease By 

utilizing the risk factors of atherosclerosi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lso, Decision tree analysis provides a useful decision-making 

process to predict and prevent the risk of periodontal disease using 

common risk factors for atherosclerosis. Therefore, i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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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s were accumulated in the future, we could take 

advantage of decision tree analysis clin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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