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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비외과적 치주치료 적용방식에 따른

성인당뇨환자의 구강건강상태 및

전신건강상태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과학과 예방치과학전공

(지도교수 : 진 보 형)

당뇨병의 주요 합병증 중 6번째인 치주질환은 치아우식증과 함께 구강

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치은 출혈 및 치은퇴축, 치주낭 형성

및 치조골 파괴 등과 같은 치주조직의 파괴 및 치아상실을 야기하며 대부분

성인에게서 나타난다. 통상적으로 당뇨환자의 치주치료시 비관혈적 시술인

비외과적 치주치료를 시행하며, 이러한 비외과적 치주치료의 적용방식에 따른

당뇨환자의 구강건강상태 변화 및 혈당조절능력 개선효과, 체내 염증지수

변화를 파악하여, 당뇨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비외과적 치주치료 적용방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무작위 임상시험 연구(Randomized clinical trial)로써, 2013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S-D20130016)을 받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내소 당뇨환자 중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에 동의한 당뇨환자 75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검사와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다.

피험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당뇨환자들을 스케일링과 치근면활택술군,

전문가구강건강관리군, 대조군으로 무작위로 나누어 비외과적 치주치료를

시행하였고, 12주 후 구강건강검사 및 혈액검사를 재시행하여 분석하였다.

구강건강검사로 영구치우식경험도, 탐침 시 출혈율, 치주낭깊이, 치석지수를

측정하였고, 혈액 생화학 분석으로 당화혈색소 및 인터루킨-1β, 엔도톡신을

분석하였다. 중도탈락된 인원을 제외한 스케일링 치근면활택술군 19명,

전문가구강건강관리군 20명, 대조군 16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상태 및

전신건강상태 변화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비외과적 치주치료방식은 모두 구강건강상태 및 당화혈색소 개선효과를

보였다(p<0.05).

2. 비외과적 치주치료방식 중 전문가구강건강관리 과정이 스케일링과 치근면

활택술에 비해 탐침 시 출혈율 감소가 유의하게 높았다(p<0.05).

3. 비외과적 치주치료 적용 그룹에서 염증지수가 모두 증가하였으나, 적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p>0.05).

주요어 : 당뇨병, 비외과적 치주치료, 당화혈색소, 엔도톡신, 인터루킨-1β

학번 : 2013-2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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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사질환으로, 유병률 및 발병률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국내 당뇨병

유병률 역시 2001년 8.6%에서 2013년 11.0%로 급증하고 있으며 호발 연령대

는 남성 60대 여성 70대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다2).

당뇨병은 병인에 따라 인슐린 의존형(제1형당뇨병), 인슐린 비의존형(제2형 당

뇨병), 임신성 당뇨병, 기타 당뇨병으로 크게 분류될 수 있다. 이 중 한국인 당

뇨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과 상대적인 인슐린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포도당 대사장애를 초래하여 만성 고혈당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로 인해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의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질환이다3). 주로 40세

이후에 많이 발생하고 반 수 이상의 환자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증을 가지고 있

으며,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에 비해 임상적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가족력의

영향을 받는다.

당뇨병의 주요 합병증인 케톤산증과 같은 급성합병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

문 대신 안질환, 치주질환 등 만성합병증을 야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4).

2009년 발표된 3차 기관급 병원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당뇨병 합병증 유병률

을 조사한 결과 당뇨조절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당뇨병의 유병기간이 길수록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5). 따라서 주요 합병증 발생율 감소를 위해서 조기에

보다 적극적인 혈당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치주질환은 당뇨병의 주요 합병증 중 6번째이며6), 치아우식증과 함께 구강

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치은 출혈 및 치은 퇴축, 치주낭 형

성 및 치조골 파괴 등과 같은 치주조직의 파괴 및 치아 상실을 야기하며 대부

분 성인에게서 나타난다7-9). 치주질환과 관련된 국부적인 염증반응과 선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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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체계의 활성화는 박테리아에 기인한 요인들과 항원에 의해 발생되는데,

이 중 염증유발분자와 cytokine network가 이런 프로세스에 아주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있다10). 결과적으로 치주질환이 심장질환, 당뇨병 등 전

신질환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1-14).

이러한 치주질환 치료법은 비외과적 치주치료와 외과적 치주치료로 크게 구

분되는데, 비외과적치주치료에는 수기구 또는 초음파 기구를 이용한 치석제거

및 치근활택술과 구강위생교육이 포함된다15). 당뇨병을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게는 면역감수성이 높아 관혈적 시술은 감염위험이 있고16), 장기적인 관점에

서 비외과적 치주치료와 외과적치주치료의 예후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17),

치주질환의 심도가 크지 않은 경우 통상적으로 비외과적 치주치료법을 사용한

다. 이러한 비외과적 치주치료는 만성치주질환자에게 높은 항균효과를 보이고,

치주낭 깊이를 감소시키는데 적합하며, 환자가 높은 순응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전신질환과 치주질환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약 십여년 동안 여러 임

상시험 및 역학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당화혈색소 변

화와 국소적인 염증지표 변화연구에 한정적이며19-23), 당뇨병환자와 같은 전신

질환자에서의 특성에 따라 비외과적 치주치료 적용방식을 달리한 구강건강상

태 및 전신상태 변화를 시험한 임상시험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비외과적 치주치료방식을 달리하

여 적용한 후 구강건강상태의 변화, 혈당조절능력 개선효과, 체내 염증지수 변

화를 평가하여, 당뇨환자에게 최적의 비외과적 치주치료 적용방식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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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대상 및 방법

제 1 절 연구 설계 및 대상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보건소 기반 무작위 임상시험(Public health center based

randomized clinical trial)으로써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의 승인 후에 진행하였다(Institutional Review Board No. S-D20130016). 2013

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에 내소하는 성인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전체 연구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를 구한 희망자에 한

해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구강건강실태조사를 마친 당뇨환자 중 연

구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에 부합되며, 비외과적 치주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희

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구강건강상태 변화 및 전신건

강상태 변화를 분석하였다.

2. 표본 수 측정

표본 수는 효과크기 0.354524), 통계적 검정력 0.95, 탈락률 10% 미만으로

Power and Sample Size Effect Size Calculation program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연구에 적정 참여 환자 수는 각 군당 25명, 총 75명으로 추정되었다.



- 4 -

3. 연구 대상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에 동의한 보건소 내소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구강검사 및 혈액검사를 실시하였다. 표 2-1과 같은 연구선정 기준과 제외기

준25-26)에 부합하는 44-85세 당뇨환자 7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참여대

상자는 스케일링과 치근면활택술군, 전문가구강건강관리군 및 대조군에 각각

1:1:1 비율로 무작위 배정되었다. 중도 탈락자를 제외한 최종 연구 참여자는

55명으로 각 군간 성별과 나이는 Table 2-2와 같았다.

Inclusion criteria

1. Pocket depth ≧ 4mm

2. Non-smoker

3. 2 or more sites with attachment loss

4. No change in courses of treatment

※Maintain oral anti-diabetic drug 3 months before and during the study

Exclusion criteria

1. ≦20 teeth

2. Systemic disease (ex. SLE, HIV, AIDS etc.)

3. No periodontal treatment received 3 months before the study

4. Chronic liver disease including Hepatitis

5. BMI (Body Mass Index) ≧ 40

6. Pregnancy

7. Current abuse of alcohol or drugs

8. HbA1C < 6.5%
39)

Table 2-1. Inclusion/exclusion criteria for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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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Scaling &

root planing

(n=19)

Professional

maintenace

(n=20)

Control

(n=16)

p-value

Sex*

Male

Female

28 (50.9)

27 (49.1)

9 (47.4)

10 (52.6)

10 (50.0)

10 (50.0)

9 (56.3)

7 (43.7)

0.867

Age

(range)†
69.58 ± 8.01

(44 to 85)

71.56 ± 6.92

(50 to 85)

67.90 ± 8.79

(44 to 82)

69.60 ± 8.08

(58 to 84)
0.410

BMI† 24.89 ± 3.73 24.66 ± 2.30 25.47 ± 5.29 24.45 ± 2.76 0.689

Table 2-2. Comparison among the SRP group and PMC group and CT

group for distribution of sex, age and BMI (n=55)

SRP,Scaling & rootplanning; PMC, Professional maintenance; CT, Control;

BMI, Body mass index.

*Number (%) was presented.

†Mean and standard deviation.

p-value was determined by chi-square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and

independent samples t-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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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방법

1. 구강건강검사

구강건강상태검사는 교육훈련을 받은 검사자 2인이 헤드라이트와 간이구강

검진기구 및 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1) 치아건강상태검사

치아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영구치우식경험도는 제 3대구치를 제외한

모든 치아를 대상으로 하며 치면단위로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치경(dental

mirror)과 탐침(explorer)을 이용하여 Table 2-3의 세계보건기구 영구치 우식

경험도 검사기준27)에 따라 판정하였다.

Status Permanent teeth score

Sound 0

Decayed 1

Filled and decayed 2

filled no decay 3

Missing due to caries 4

Missing any other reason 5

Sealant, varnish 6

Bridge abutment or special crown 7

Un-erupted tooth 8

Excluded tooth 9

Table 2-3. Diagnostic criteria for dental c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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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주조직검사

치주조직검사는 상악우측 제1대구치, 상악우칙 중절치, 상악좌측 제1대구치,

하악좌측 중절치, 하악좌측 제1대구치, 하악우측 제1대구치 6개 각 치아에서

협설면의 근원심 및 중앙부를 포함한 여섯 부위를 측정하였고, 15 mm까지

측정이 가능한 치주탐침(University of North Carolina No.15 probe,

Hu-Friedy, Chicago, IL)을 이용하여 유리치은 변연에서 치주낭 기저부까지

1 mm 단위로 측정하였고, 동일한 기구로 백악법랑경계부에서 유리치은변연

까지 임상부착소실을 측정하였다. 탐침시 출혈율은 개개의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은연을 근심, 원심, 협측, 설측 치은연으로 구분하고, 이 중 출혈이 일

어나는 곳에 표기한 다음 치아별 탐침시 출혈지수의 산술평균으로 개인 탐침

시 출혈지수를 산출하였다. 치석지수는 Green과 Vermillion28)이 제안한 간이

구강위생환경지수에서 치석지수를 사용하였으며, 측정기준은 Fig 3-1과 같으

며, 치석 불부착을 0, 치경부측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위에 치석부착을 1, 치

경부측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위까지 부착하고, 치은연하에 부착된 환상이

아닌 치석을 2, 3등분된 모든 부위에 부착되어있는 치석, 치은연하에 부착된

환상의 치석을 3으로 측정하였다.

Fig. 2-1 Inspected teeth and diagnostic criteria for calculus index



- 8 -

2. 혈액성분분석

1) 당화혈색소 분석

당뇨환자의 혈액성분분석을 위한 혈액은 초기와 치료 후 12주차에 보건소

상주 임상병리사에 의해 환자의 상완정맥에서 채혈되어 각각 Serum

speparation tube (SST tube)와 EDTA tube에 분주되어 처리되었다. 당화혈

색소(HbA1c) 분석은 채혈 즉시 전혈을 EDTA tube에 처리하여 처리되어 면

역탁도측정계(COBAS INTEORA 400 plus, Roche Diagnostics GmbH,

Mannheim, Germany)를 이용한 면역비탁법(immunoturbidimetric assay)으로

정량분석하였다.

2) 염증지수 분석

혈청 내 염증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당일 SST tube에 분주된 혈액을 3500

RPM, 22℃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후 2ml tube에 넣어 정량분석 실험 전까지

–80℃에서 보관하였다. 염증지수 정량분석을 시행할 혈청은 IL-1β와

Endotoxin 분석을 위하여, 얼음 위에서 녹인 후 ELISA method (human

IL-1β high sensitivity ELISA kit, eBioscience, Sandiego, USA)와

Pyrotell®-T Turbidimetric Method (Pyros kinetix®, Associates of Cape

Cod, Massachusetts, USA)를 사용하여 정량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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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외과적 치주치료 시행

1) 스케일링과 치근면활택술과정

스케일링과 치근면 활택술 연구 참여대상자로 선정되면 1주차에 초기 구강

검진 자료를 바탕으로 전악을 대상으로 치은연상에 한해 스케일링을 시행하

였다. 치은연상 치석제거를 시행한 경우 2주일 뒤 3주차에 다시 내소하게 하

여, 치은 연하치석제거에 해당하는 치근면활택술을 시행하였다. 12주차에 다

시 내소하게 하여, 치아건강상태에 대한 구강검진을 다시 시행하고, 추가적으

로 잇몸관리가 필요한 경우 12주차에 재치료하였다.

2) 전문가구강건강관리과정

전문가구강건강관리과정 연구 프로그램 참여대상자로 선정되면 1주차에 초

기 구강검진 자료를 바탕으로 전악을 대상으로 전문가잇솔질(와타나베법)을

시행하였다. 2주차에 다시 내소하여 치은연상치석에 초음파기구나 수기구를

통해 제거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은연하치석에 대한 제거를 시행하였다.

1주차에서 5주차까지 매주 1회 내소하게 하여 전문가잇솔질(와타나베법)을

시행하고, 환자의 잇몸상태를 고려하여 추가로 6-8주까지 다시 내소하게 하

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이후 12주차에 다시 내소하게 하여 치아건강상태

에 대한 구강검진을 다시 시행하고 추가적으로 잇몸관리가 필요한 경우 12주

차에 재치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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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분석

모든 자료는 전산으로 입력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정하여,

PASW통계패키지 Version 21.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임상시험참여자의 비외과적치주치료종류를 설명변수로 하고 초

기 각 군간 구강건강상태, 전신적 염증지수, 당화혈색소 비교를 위해 정규분

포인 연속형자료는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비정규분포인 연속

형자료는 Kruskal-Wallis test로 검정하였다. 초기와 3개월 후 변화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위해 정규분포인 연속형자료는 paired t-test, 비정규분포인 연

속형자료는 Wilcoxon signed rank test, 각 군간의 변화량 비교를 위해 정규

분포인 연속형자료는 Tukey post-hoc test, 비정규분포인 연속형자료는

Mann -Whitney test로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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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결과

제 1 절 비외과적 치주치료 참여자의 구강건강상태

초기 스케일링과 치근면 활택술군과 전문가구강건강관리군 및 대조군 사이

의 구강건강상태 비교 결과 Table 3-1과 같이, 현존치아수, 우식경험영구치지

수, 치주낭깊이 4 mm이상 부위수, 탐침시 출혈율, 치석지수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p>0.05).

Total
Scaling &

root planing

Professional

maintenace
Control p-value

Number

of teeth
24.73 ± 3.20 25.26 ± 2.90 24.25 ± 3.57 24.69 ± 3.16 0.621

DMFT 6.25 ± 5.56 4.89 ± 4.61 8.25 ± 6.71 5.38 ± 4.50 0.128

PD 4.42 ± 2.96 4.42 ± 2.73 4.85 ± 3.30 3.88 ± 2.87 0.626

BOP 20.05 ± 15.23 17.05 ± 13.23 22.25 ± 15.96 20.84 ± 16.85 0.558

CI 2.18 ± 2.46 2.89 ± 3.28 1.70 ± 1.78 1.94 ± 1.95 0.288

Table 3-1. Overall oral health status for participants at baseline

DMFT, Decayed, Missing, Filled Teeth; PD, Pocket depth≥4mm sites ;
BOP, Bleeding on probing rate; CI, Calculus index.

The data was presented by mean and standard deviation.

p-value was determined by one-way ANOVA 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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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비외과적 치주치료 적용 방식에 따른 구강건강 상태

변화

1) 치주낭깊이 4 mm 이상 부위 수 변화

비외과적 치주치료를 받은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검사를 시행한 결과, 시간

에 따른 구강건강상태 변화는 Table 3-2와 같이, 스케일링과 치근면활택술군

의 치주낭 깊이 4 mm 이상 부위 수는 4.42부위에서 4.32부위로 변화하였고

(p>0.05), 전문가구강건강관리군에서 4.85부위에서 4.45부위로 변화하였으며

(p>0.05), 대조군에서는 3.88부위에서 6.75부위로 변화하였고(p<0.05), 세 군간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변화량에서 스케일링과 치근

면활택술군과 대조군, 전문가구강건강관리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05)

2) 탐침시 출혈율 변화

비외과적 치주치료를 받은 연구참여자의 구강건강검사를 시행한 결과, 시간

에 따른 구강건강상태 변화는 Table 3-2와 같이, 스케일링과 치근면활택술군

의 탐침시출혈율은 17.05%에서 10.96%로 변화하였고(p<0.05), 전문가구강건강

관리군에서 22.25%에서 20.84%로 변화하였으며(p<0.05), 대조군에서는 20.84%

에서 21.24%로 변화하였고(p>0.05), 세 군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5), 변화량에서 스케일링과 치근면활택술군 및 대조군, 전문가

구강건강관리군과 대조군, 스케일링과 치근면 활택술군 및 전문가구강건강관

리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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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석지수 변화

비외과적 치주치료를 받은 연구참여자의 구강건강검사를 시행한 결과 시간

에 따른 구강건강상태 변화는 Table 3-2와 같이, 스케일링과 치근면활택술군

의 치석지수는 2.89에서 1.05로 변화하였고(p<0.05), 전문가구강건강관리군에서

1.70에서 0.60으로 변화하였으며(p<0.05), 대조군에서는 1.94에서 2.25로 변화하

였고(p>0.05), 세 군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5), 사후

분석에서 스케일링과 치근면활택술군 및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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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ing &

root planing

Professional

maintenace
Control p-value*

PD

baseline 4.42 ± 2.73 4.85 ± 3.30 3.88 ± 2.87

0.02012 wks 4.32 ± 2.95‡ 4.45 ± 4.14‡ 6.75 ± 4.57

p-value† 0.849 0.687 0.009

BOP

baseline 17.05 ± 13.23 22.25 ± 15.96 20.84 ± 16.85

0.00012 wks 10.96 ± 8.51‡ 5.73 ± 5.70‡§ 21.24 ± 14.86

p-value† 0.006 0.000 0.876

CI

baseline 2.89 ± 3.28 1.70 ± 1.78 1.94 ± 1.95
0.039

12 wks 1.05 ± 1.81‡ 0.60 ± 0.88 2.25 ± 2.15

p-value† 0.016 0.010 0.612

Table 3-2. Oral health status change for participants

PD, Pocket depth≥4mm sites ; BOP, Bleeding on probing rate; CI,
Calculus index.

The data was presented by mean and standard deviation.

*p-value was determined by one-way ANOVA 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p-value was determined by paired t-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0.05<p-value was determined by post hoc Tukey test with control group.

§0.05<p-value was determined by post hoc Tukey test with scaling & root
plan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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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비외과적 치주치료 적용 방식에 따른 전신건강상태

변화

1) 혈당조절능력 변화

비외과적 치주치료를 받은 연구참여자의 구강건강검사를 시행한 결과 시간

에 따른 당화혈색소 변화는 Table 3-3과 같이, 스케일링과 치근면활택술군은

6.59%에서 6.47%로 변화하였고(p>0.05), 전문가구강건강관리군에서 6.83%에서

6.71%로 변화하였으며(p>0.05), 대조군에서는 6.47%에서 6.67%로 변화하였고

(p>0.05), 세 군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Scaling &

root planing

Professional

maintenace
Control p-value*

HbA1C

baseline 6.59 ± 0.67 6.83 ± 1.12 6.47 ± 0.18
0.034

12 wks 6.47 ± 0.57‡ 6.71 ± 0.83‡ 6.67 ± 0.21

p-value† 0.127 0.227 0.314

Table 3-3. HbA1C change for participants

The data was presented by mean and standard deviation.

*p-value was determined by Mann-Whitney 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p-value was determined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p-value was determined by Mann-Whitney test with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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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신적 염증지수 변화

(1) 인터루킨 1β

비외과적 치주치료를 받은 연구참여자의 구강건강검사를 시행한 결과, 시간

에 따른 인터루킨 변화는 Table 3-4와 같이, 스케일링과 치근면활택술군은

0.71 pg/ml에서 1.13 pg/ml로 변화하였고(p>0.05), 전문가구강건강관리군에서

0.68 pg/ml에서 1.50 pg/ml로 변화하였으며(p>0.05), 대조군에서는 0.62 pg/ml

에서 0.45 pg/ml로 변화하였고(p>0.05), 세 군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p>0.05).

(2) 엔도톡신

비외과적 치주치료를 받은 연구참여자의 구강건강검사를 시행한 결과 시간

에 따른 엔도톡신 변화는 Table 3-4와 같이, 스케일링과 치근면활택술군은

1.09 EU/ml에서 2.46 EU/ml로 변화하였고(p>0.05), 전문가구강건강관리군에서

1.38 EU/ml에서 1.65 EU/ml로 변화하였으며(p>0.05), 대조군에서는 2.07

EU/ml에서 1.38 EU/ml로 변화하였고(p>0.05), 세 군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p>0.05).



- 17 -

Scaling &

root planing

Professional

maintenace
Control p-value*

Interlukin-1β

baseline 0.71 ± 0.85 0.68 ± 1.29 0.62 ± 0.72
0.547

12 wks 1.13 ± 2.63 1.50 ± 2.89 0.45 ± 0.66

p-value† 0.447 0.516 0.874

Endotoxin

baseline 1.09 ± 1.38 1.38 ± 1.25 2.07 ± 2.04
0.370

12 wks 2.46 ± 6.28 1.65 ± 2.28 1.38 ± 1.33

p-value† 0.639 0.142 0.952

Table 3-4. Inflammatory marker change for participants

The data was presented by mean and standard deviation.

*p-value was determined by one-way ANOVA 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p-value was determined by paired t-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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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 안

성인당뇨환자의 구강 내 증상으로 치은염, 치주염, 구강건조증, 작열감 등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대사질환 환자의 구강질환과 전식적인 건강에 관한 연

구는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한 적합한 비외과적 치주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인당뇨환자에게 서로 다른 비

외과적 치주치료 방법을 통해 구강위생 및 전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

여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당화혈색소는 당뇨환자들의 혈당조절능력을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로서, 과거 Christgau 등30)의 연구에서 비외과적 치주치료를 적용

한 그룹에서 오히려 당화혈색소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구강건강상태 개선효과

에서도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Lei chen 등31)의 연구

에서도 비외과적 치주치료 결과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hsCRP)

의 감소만 관찰되었고, 당화혈색소, fasting plasma glucose (FPG), TNF-α,

lipid profile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Iwamoto 등29)이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비외과적 치주치료 임상시험을 수행한 결과, 8주 후 당화혈색소가

약 0.84 정도 유의하게 감소하다고 보고하였고, Gaikwad 등24)의 연구에서는

스케일링과 치근면활택술 시행군과 스케일링과 치근면활택술을 시행하는 동시

에 doxycyline을 처방한 군에서 평균치주낭깊이, 치면세균막지수, 치은지수, 임

상적부착소실 등 구강건강상태 및 당화혈색소 개선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리뷰32)에 따르면 비외과적 치주치

료에 따른 당화혈색소 개선효과가 약 0.4%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비외과적 치주치료 후 당화혈색소가 감소하는

경향(Table 3-3)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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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은 세포 증식과 돌연변이를 유도하고, 산화성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

을 감소시키고, apoptosis를 억제하며, 염증성 매개체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역

할을 한다33). 만성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는 염증성 매개물을 분비

하여 조직 파괴 독소를 분비하는 염증 반응을 촉발시킨다34). 이러한 독소의

증가로 인한 염증성매개물의 이차적인 촉진으로 췌장의 β 세포에 손상을 일

으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혈당조절능력을 악화시킨다고

보고되었다35, 36). Soorya 등37)의 연구에서 비외과적 치주치료 3개월 이후 치은

열구액에서 채취된 염증성 사이토카인 TNF-α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Iwamoto 등29), Promsudthi 등25)의 연구에서도 염증성 매개물들이 비외과적

치주치료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Talbert 등38)의 연구에서 본

연구와 같이 TNF-α와 IL-6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스케일링과 치근면

활택술 적용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스케일링과 치근면활택술이 박테리아가 전식적 혈액순환에 퍼지게 되는 효과

를 발생시켜 전신적 스트레스를 유발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

지만 이들 대부분 연구들이 치은열구액에서 국소적 염증성매개물의 증감추이

를 살펴본 연구이므로 전신적 염증지수 변화를 단정짓기 어렵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상완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전신적 염증지수를 비교한 결과, 진행된

비외과적 치주치료 방법 모두 성인당뇨환자에게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염증성

물질의 증가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기에 적합한 치료법이라

사료된다.

당뇨환자에게 적합한 치주치료 적용방식에 대한 제언을 위해 본 연구를 시

행하였으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비외과적 치주치료인 스케일링과 치근

면활택술 및 전문가구강건강관리과정이 구강건강상태와 전신적건강상태에 미

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두 비외과적 치주치료법 모두 구강건강상태 개선

과 당화혈색소 개선 양상을 보이며, 전신적 염증성 물질의 증가를 야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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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당뇨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법이라 사료되며, 이 중 특히 전문가구강건강

관리 과정은 탐침시출혈에서 스케일링과 치근면활택술에 비해 더 많은 감소량

을 보였으므로, 질병감수성이 높아 감염의 위험이나 출혈과 같은 문제를 가지

고 있는 당뇨환자16)에게 보다 이득이 되는 치료법이라 사료되었다.

본 연구 참여자의 특성상 환자의 연령대가 높고, 이러한 고연령대의 대상자

들의 특성상 복합적인 만성질환을 갖는 경우가 많아 관측된 구강건강지표들과

전신건강지표들의 변화에 미치는 편의(bias)의 존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참여기간이 다소 길어, 연구참여자가 자발적인 의지로 연구 참여가 중단

되는 사례가 높은 편이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대사질환을 관측할

수 있는 임상연구의 표준화된 모델 제시가 필요하며, 대상자들에게 기대이득

에 대해 동기부여를 하고 보다 장기적인 추적관찰과 많은 참여자들을 통해 적

절한 치료법의 기간과 세부내용에 보완을 위한 예후 관찰이 필요하리라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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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성인당뇨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비외과적 치주치료 적용방식을 제시하고자,

비외과적 치주치료 적용방식이 구강건강상태 및 전신건강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스케일링과 치근면활택술군 19명, 전문가구강건강관

리군 20명, 대조군 16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비외과적 치주치료에 따른 당뇨환자의 구강건강상태 및 전신건강상태 변화

를 평가된 비외과적 치주치료방식은 모두 구강건강상태 증가 및 당화혈색소

개선 효과를 보였다(p<0.05).

2. 평가된 비외과적 치주치료방식 중 전문가 치면세균막관리 과정에서 스케일

링과 치근면활택술에 비해 탐침 시 출혈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켰

다(p<0.05).

3. 비외과적 치주치료 적용 그룹에서 염증지수가 모두 증가하였으나, 적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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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증례기록지 (Case Report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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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ral health status and systematic

health change of diabetic patients

according to the method of

non-surgical peridontal treatment

application

Lee Jae-Young, BSDH, RDH

(Directed by Prof. Jin Bo-Hyoung, DDS, MSD, PhD)

Department of Preventive and Social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mong the major complicatios of diabetes, periodontal disease is a sixth.

Periodontal disease and dental caries are major chrnoic diseases causing

tooth loss and periodontal tissue destruction such as gingival bleeding and

gingival recession, periodontal pockets, alveolar bone destruction.

Non-surgical periodontal therapy was usually used for periodontal

treatment to diabetics. The study was carried out to present the better

diabetes treatment protocol through the change of the method of treatment

application.

After receiving approval from institutional review board in Seoul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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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75 participants were recruited and the oral health exmaination

and blood tests were performed. Finally a randomized, investigator-blind,

clinical study was performed. 55 diabetic patient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from June 2013 to June 2014. Participants were divided 3 groups,

scaling and root planing (SRP), professional maintenance care (PMC),

control (CT). Oral health status assessed by bleeding on probing rate

(BOP rate), site number over probing depth 4mm (PD≥4mm), calculus

index. Also, glycemic control ability was assessed by HbA1C. And

Inflammatory cytokine IL-1β, Endotoxin were measured. All indicators

were measured pre-treatment and after 3months of treatment. Data were

analyzed using one-way ANOVA, paired t-tests, Wilcoxon signed rank

test, Kruskal-Wallis analysis.

1. Assesed non-srugical periodontal treatment showed improvement in oral

health status and glycated hemoglobing health(p<0.05).

2. Between non-srugical periodontal treatent, professional maintenance care

was significantly reduced bleeding on probing compared to the scaling

and root planing(p<0.05).

3. Inflammation indices were increased in all non-surgical periodontal

treatment application group, however did not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p>0.05).

Keywords : diabetes mellitus, endotoxin, IL-1β, non-surgic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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