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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재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이에 따라 구강내

과를 방문하는 고령 환자 역시 많아지고 있다.고령 환자들은 신질환

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표 인 특징이다.따라서 구강내

과에 내원하는 고령 환자들의 구강 질환과 신질환에 한 분석이 필요

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에 주목하여 구강내

과에 내원하는 고령 환자들의 구강질환 신질환에 한 후향 연구

를 통해서 통계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구강내과에 내원하는 고령 환자

들에 한 이해와 진료에 도움이 되고자 하 다.

연구 상은 2010년 1년 동안 서울 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에 처음 내

원한 55세 이상의 환자 에서 측두하악장애와 타과 진료를 하여 의뢰

된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구강내과 질환(재발성 아 타성 구내염,타

액분비 하,기타 구내염 등)으로 진단 리된 환자를 상으로 하 다.

조군으로 45-54세의 환자군을 설정하 다.연구 상의 의무기록을 검

토하여 나이,성별,주소,진단명,기왕력,복용 인 약물을 기록하고,얻

어진 자료를 MicrosoftExcel2013과 IBM SPSSStatisticsVersion21.0

을 이용하여 각 조사항목을 통계 분석하 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실험군은 873명, 조군은 179명이었다.실험군에서 성별분포는 남성

과 여성이 각각 27.5%와 72.5%로 나타났으며, 조군에서 성별분포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25.1%와 74.9%인 것으로 나타났다.

2)실험군에서 진단명 분포는 구강작열감증후군 29.1%,구강건조증

15.1%,구강캔디다증 14.8% 순으로 나타났고, 조군에서 진단명분포

는 구강작열감증후군 27.9%,구강편평태선 16.2%,기타 구내염 11.7%

순으로 나타났다.

3)실험군에서 신질환의 분포는 순환계통의 질환 51.2%,내분비, 양

사 질환 27.7%,근골격계통 결합조직의 질환 22.7% 순으로

나타났고, 신질환이 없는 경우는 1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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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신질환의 분포는 순환계통의 질환 21.2%,내분비, 양

사 질환 12.8%,특정 감염성 기생충성 질환 9.5% 순으로 나타났

고, 신질환이 없는 경우는 37.4%인 것으로 나타났다.

4)실험군에서 복용 약물의 분포는 고 압 45.7%,기타 43.5%,당뇨병

14.8% 순으로 나타났고,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21.4%인 것

으로 나타났다. 조군에서 복용 약물의 분포는 기타 27.9%,고 압

17.9%,갑상선질환 8.9% 순으로 나타났고,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49.7%인 것으로 나타났다.

5)실험군에서 주소의 분포는 입 안 통증 56.4%,기타 28.4%,입 마름

25.8% 순으로 나타났고, 조군에서는 입 안 통증 53.1%,기타 32.4%,

입 마름 15.1% 순으로 나타났다.

6)진단명의 분포는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카이제곱 검정 결과 나타

났다(유의확률=0.000).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재발성 아 타성 구내

염은 남자가 더 많이 진단되었고(OR=2.578,95% CI=1.433-4.637),구

강작열감 후군은 여자가 더 많이 진단되었다(OR=0.406, 95%

CI=0.279-0.591).

7)진단명의 분포는 실험군과 조군에서 다른 것으로 카이제곱 검정

결과 나타났다(유의확률=0.028).구강건조증은 55세 이상의 실험군에

서 더 많이 진단되었고(OR=1.948,95% CI=1.112-3.410),구강편평태선

은 45세에서 54세의 조군에서 더 많이 진단되었다(OR=0.609,95%

CI=0.388-0.958).

8)55세 이상에서 고 압 약을 먹고 있는 경우 구강건조증으로 진단받

는 경우가 어떤 약도 먹고 있지 않는 경우에 비해 많은 것으로 로지

스틱 회귀분석 결과 나타났다(OR=1.995,95% CI=1.068-3.729).

주요어 :고령환자,구강 막질환, 신질환,후향 연구

학 번 :2010-22451



-iii-

목 차

Ⅰ.서론 ·········································································1

Ⅱ.연구 상 연구방법 ·······································2

Ⅲ.연구 결과 ·······························································3

1.빈도분석 ············································································3

1.1.성별,연령별 빈도수와 구성비 ···················································3

1.2.진단명, 신질환,복용약물,주소의 빈도수와 구성비 ·······3

1.3. 신질환,주소의 수 분포 ···························································5

2.요인들 간 계 분석·························································5

2.1.성별에 따른 진단명의 차이 ························································5

2.2.실험군과 조군에 따른 진단명의 차이···································6

2.3. 신질환,복용약물,주소,진단명 간의 교차분석 ···············7

2.4.고 압 약 복용 여부와 진단명과의 계 ·······························9

Ⅳ.고찰 ·········································································10

Ⅴ.결론 ·········································································13

참고문헌 ········································································16

Abstract········································································32



-iv-

표 목 차

[표 1]···························································································17

[표 2]···························································································18

[표 3]···························································································19

[표 4]···························································································20

[표 5]···························································································21

[표 6]···························································································21

[표 7]···························································································22

[표 8]···························································································22

[표 9]···························································································23

[표 10]·························································································23

[표 11]·························································································24

[표 12]·························································································24

[표 13]·························································································25

[표 14]·························································································26

[표 15]·························································································27

[표 16]·························································································28

[표 17]·························································································29

[표 18]·························································································30

[표 19]·························································································30

그 림 목 차

[그림 1]·······················································································31



-1-

Ⅰ.서론

재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체 인구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14% 이상이

면 고령사회,20%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지칭하게 되는데,2011년 12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3년 재 12.22%로 이미 고령화사

회에 진입하 으며 2018년에 14.46%로 고령사회,2026년에 20.83%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상된다.1)이처럼 우리나라는 고령인구가 크

게 증가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구강내과를 방문하는 고령 환자 역시 많

아지고 있다.

고령 환자들은 은 환자들과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으나,특

히 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그 표 인 특징이다.

표 인 만성질환이라 할 수 있는 고 압,당뇨병,고콜 스테롤 증의

2011년 30-39세의 유병률은 각각 9.1%,2.5%,7.7%인데 반해서,65세 이

상의 유병률은 각각 64.6%,21.2%,19.7%로 나타나고 있는데,2)이를 통

해 고령환자에서 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은 환자에 비해 많다

는 것을 간 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와 같은 이유로 신질환을

가진 구강질환 환자가 늘고 치과의사도 신질환이 있는 환자를 진료해

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3) 재 치과의사들은 신질환이 있는 구

강질환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제반 문제 을

사 에 악하고 문제 발생 시 처할 수 있기 해서 신질환에 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4) 한 실제 구강내과에 내원하는 고령

환자들의 구강 질환,그리고 그들이 가진 신질환에 한 분석 역시 필

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구강내과에 내원하는 환자들에 한 연구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있어 왔

다.구강진료를 하여 내원하는 신환에 한 연구로 서울 학교 치과

학 부속병원에 내원한 환자에 한 분석보고,5)서울지역 치과외래 신환

자의 내원실태조사연구,6)국립의료원 외래환자의 치과질환 분석에 한

연구7)그리고 연세 학교 치과 학 부속병원에 내원한 신환에 한 분석

연구8)가 있다.그러나 이 연구들은 내원한 환자를 신환을 심으로 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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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분석한 것으로 구강내과 환자에 국한시키지 않고 체 환자를

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질환에 한 분포에 한 분석은 없었다.2009

년 홍 등의 연구9)에서 구강내과에 내원한 만 65세 이상의 환자들을

상으로 환자의 성별,연령,주소, 신질환,진단명,치료,타 과에서의 의

뢰여부 의뢰한 과의 종류를 조사하여 이에 한 통계 수치를 제시

하 으나 이 연구에서는 측두하악장애,타과의뢰 등을 모두 포함하여 조

사 상으로 삼았다.2009년 오 등의 연구10)에서 신질환으로 입원한 환

자의 구강내과질환 발 실태에 한 통계 수치를 제시하 으나 나이

를 제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강내과에 내원하는 고령 환자들의 주소,구강

질환, 신질환에 한 후향 연구를 통해서 고령 환자들의 구강질환

신질환에 한 통계 자료를 제시함으로써,구강내과에 내원하는

고령 환자들에 한 이해와 진료에 도움이 되고자 하 다.

Ⅱ.연구 상 연구 방법

연구 상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서울

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에 처음으로 내원한 55세 이상의 환자 에서

측두하악장애와 타과 진료를 하여 의뢰된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구강

내과 질환(재발성 아 타성 구내염,구강편평태선,헤르페스 구내염,

타액분비 하,기타 구내염 등)으로 진단 리된 환자를 상으로 하

다. 조군으로 45-54세의 환자군을 설정하 다.연구 상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나이,성별,주소(chiefcomplaint),진단명,기왕력,복용 인

약물을 기록하고,얻어진 자료를 MicrosoftExcel2013과 IBM SPSS

StatisticsVersion21.0을 이용하여 각 조사항목을 통계 분석하 다.연

구는 서울 학교 치과병원 연구윤리심의 원회의 승인을 받고(IRB번호:

CRI12034)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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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결과

1.빈도분석

1.1.성별,연령별 빈도수와 구성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서울 학교 치과

학병원 구강내과에 처음으로 내원한 환자 에서,측두하악장애와 타

과 진료를 하여 의뢰된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재발성 아 타성

구내염,구강편평태선,헤르페스 구내염,타액분비 하,기타 구내염 등)

으로 진단명 리된 55세 이상의 환자를 실험군으로,45세에서 54세까지

의 환자를 조군으로 설정하 다.실험군은 873명, 조군은 179명이었

으며,이들의 demographicdata는 표 1과 같다.

실험군에서 성별분포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27.5%와 72.5%로 나타났으

며,연령별 분포는 55-64세가 36.4%,65-74세가 38.7%,75-84세가

22.6%,85세 이상이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군에서 성별분포는 남

성과 여성이 각각 25.1%와 74.9%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진단명, 신질환,복용약물,주소의 빈도수와 구성비

실험군과 조군에서 진단명, 신질환의 유무와 종류,복용 인 약물,

치과병원에 내원한 주된 이유에 해 분포를 조사하 다.조사한 자료에

서 나타난 진단명은 총 35가지 고,이에 한 빈도수와 구성비는 표 2

로 제시하 다.

실험군에서 진단명 분포는 구강작열감증후군 29.1%,구강건조증 15.1%,

구강캔디다증 14.8%,기타 구내염 11.6%,구강편평태선 10.5%,재발성

아 타성 구내염 5.5%,설염 5.3% 순으로 나타났고, 조군에서 진단명

분포는 구강작열감증후군 27.9%,구강편평태선 16.2%,기타 구내염

11.7%,구강캔디다증 10.1%,재발성 아 타성 구내염 8.9%,구강건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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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설염 7.3% 순으로 나타났다.실험군과 조군에서 빈도수가 높은

것을 기 으로 7가지 질환을 선별하 을 때 빈발순 에는 차이가 있었으

나 그 종류는 같았다.이 게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7가지 질환

을 선별하여 이후 통계 인 분석에 사용하 으며,선별한 결과는 표 3,

그림 1과 같다.

신질환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질병분류 제10차 개정 11)을 참고로 하여

총 16가지로 구분하 다.조사 상 에서 두 가지 이상의 질환을 동시

에 갖고 있는 경우 복수 처리하 다.실험군에서 신질환의 분포는 순

환계통의 질환 51.2%,내분비, 양 사 질환 27.7%,근골격계통

결합조직의 질환 22.7%,특정 감염성 기생충성 질환 9.9% 순으로 나

타났고, 신질환이 없는 경우는 1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군에서

신질환의 분포는 순환계통의 질환 21.2%,내분비, 양 사 질환

12.8%,특정 감염성 기생충성 질환 9.5%,근골격계통 결합조직의

질환 7.8% 순으로 나타났고, 신질환이 없는 경우는 37.4%인 것으로

나타났다.실험군과 조군에서 신질환은 그 빈발 순서에 있어서 차이

를 보이고 있었으며, 반 인 분포 역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한 빈도수와 구성비는 표 4에 제시하 다.

복용 인 약물은 갑상선질환,고지 증,고 압,골다공증,당뇨,우울

증,기타로 구분하 다.조사 상 에서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는 경우 복수 처리하 다.실험군에서 복용 약물의 분포는

고 압 45.7%,기타 43.5%,당뇨병 14.8%,고지 증 11.1%,골다공증

9.2%,우울증 4.6%,갑상선질환 4.2% 순으로 나타났고,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2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군에서 복용 약물의 분

포는 기타 27.9%,고 압 17.9%,갑상선질환 8.9%,고지 증 5.0%,당뇨

병 2.2%,골다공증 1.7%,우울증 1.1% 순으로 나타났고,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49.7%인 것으로 나타났다.실험군과 조군에서 복용

인 약물의 분포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으며,이에 한 빈도수와 구

성비는 표 5에 제시하 다.

치과병원에 내원한 주된 이유는 입 마름,입안이 화끈거리며 통증이 있

는 경우,입안이 헐었다고 말한 경우,궤양성 병소가 있다고 한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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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로 구분하 다.조사 상 에서 두 가지 이상의 주소를 호소한 경

우 복수 처리하 다.실험군에서 주소의 분포는 입 안 통증 56.4%,기타

28.4%,입 마름 25.8% 헐었음 10.0%,궤양성 병소 3.4% 순으로 나타났

고, 조군에서는 입 안 통증 53.1%,기타 32.4%,입 마름 15.1%,헐었음

11.7%,궤양성 병소 6.7% 순으로 나타났다.이에 한 빈도수와 구성비

는 표 6에 나타내었다.

1.3. 신질환,주소의 수 분포

조사 상 신 질환과 주소를 두 가지 이상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

신 질환과 주소의 수를 조사하 다.실험군에서 신질환의 수는 최

6가지로 나타났고,2가지 32.2%,1가지 31.7%,3가지 14.3%의 비율을 보

다.반면에 조군에서 신질환의 수는 최 4가지로 나타났고,1가지

45.3%,2가지 11.2%,3가지 5.6%의 비율을 보 다.이에 한 분포는 표

7에 나타내었다.

주소의 수는 실험군에서 1가지 77.8%,2가지 20.5%,3가지 1.7% 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 조군에서는 1가지 81.0%,2가지 19.0%인 것으로 나

타났다.

2.요인들 간 계 분석

2.1.성별에 따른 진단명의 차이

성별에 따라 진단명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카이제곱 검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55세 이상에서 성별과 진단된 연조직 질환(구강캔디다증,구강건조증,

재발성 아 타성 구내염,기타 구내염,설염,구강작열감증후군,구강편평

태선,기타)의 상 인 비율 사이에는 유의 인 련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하여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유의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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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으로 나타나 성별과 연조직 질환의 상 인 비율 사이에는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 졌다.카이제곱 값은 33.603이고,기 빈도가 5

보다 작은 셀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이 가설은 채택되

었다.구체 인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실험군에서 성별에 따라 구강내과 내원 시 진단된 질병의 차이가 있는

지에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재발성 아 타성 구내염과 구강작열감

후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재발성 아 타성 구

내염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많았고(OR=2.578,95% CI=1.433-4.637), 구

강작열감 후군은 여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OR=0.406,95%

CI=0.279-0.591).이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는 표 9에 제시하 다.

조군만을 따로 집단으로 잡아서 성별에 따른 진단명의 차이를 카이제

곱 검정해 보았으나,표본의 수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기 빈도가 5

보다 작은 셀이 31.3%에 달해 카이제곱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조군만을 상으로 한 성별에 따른 진단명의 차이는 이와 같

은 방법으로 구할 수 없었고, 신에 실험군과 조군을 합쳐서 카이제

곱 분석을 실시하여 이 경우에도 실험군만을 상으로 했을 때와 마찬가

지로 성별에 따라 진단명 분포가 다른지에 해 알아보았다.“45세 이상

에서 성별과 진단된 연조직 질환의 상 인 비율 사이에는 유의 인

련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하여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

한 결과,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성별과 연조직 질환의 상 인

진단비율 사이에는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 졌다.카이제곱 값은

54.115이고,기 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은 없었다.따라서 이 가설은 채택

되었으며,구체 인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2.2.실험군과 조군에 따른 진단명의 차이

실험군과 조군에 따른 진단명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카이제

곱 검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45-54세( 조군)와 55세 이상(실험군)에서 진단된 연조직 질환(구강캔

디다증,구강건조증,재발성 아 타성 구내염,기타 구내염,설염,구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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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감증후군,구강편평태선,기타)의 상 인 비율 사이에는 유의 인

련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하여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

한 결과,유의확률이 0.028으로 나타나 실험군과 조군에서 진단된 연조

직 질환의 상 인 비율 사이에는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 졌

다.카이제곱 값은 15.686이고,기 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이 가설은 채택되었다.구체 인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45-54세의 군( 조군)과 55세 이상의 군(실험군)에서 진단된 질병의 차

이가 있는지에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강건조증과 구강편평태선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구강건조증은 55세 이상의

실험군에서 더 많이 진단되었고(OR=1.948,95% CI=1.112-3.410),구강편

평태선은 45세에서 54세의 조군에서 더 많이 진단되었다(OR=0.609,

95% CI=0.388-0.958).이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는 표 12에 제시하 다.

2.3. 신질환,복용약물,주소,진단명 간의 교차분석

실험군에서 주소와 상병,주소와 신질환,주소와 복용약물,진단명과

신질환,진단명과 복용약물 간의 교차분석을 시행하 다.

주소와 상병을 교차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주소가 “입 마름”인

경우 구강건조증 41.8%,구강작열감증후군 25.8%,구강캔디다증 18.2%,

기타 7.1% 순이었고,“입안 통증”인 경우 구강작열감증후군 40.4%,구강

캔디다증 17.9%,구강편평태선 10.4%,구강건조증 8.7% 순이었다. 한

주소가 “헐었음”인 경우 구강편평태선 25.3%,구강작열감증후군 19.5%,

구강캔디다증 13.8% 순이었으며,“궤양성 병소”인 경우 기타 구내염

30.0%,재발성 아 타성 구내염 23.3%,구강편평태선 16.7%,구강캔디다

증 10.0%,설염 10.0%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소와 신질환을 교차 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주소가 “입 마

름”인 경우 순환계통의 질환 28.4%,근골격계통 결합조직의 질환

14.0%,내분비, 양 사 질환이 13.3% 순이었고,“입안 통증”인 경

우 순환계통의 질환 27.7%,내분비, 양 사 질환이 16.3%,근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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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결합조직의 질환 13.0% 순이었다. 한 주소가 “헐었음”인 경우

순환계통의 질환 27.5%,내분비, 양 사 질환이 15.2%, 신질환

없음이 15.2% 순이었으며,“궤양성 병소”인 경우 순환계통의 질환이

32.7%,내분비, 양 사 질환이 17.3%,호흡계통의 질환이 9.6% 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소와 복용약물을 교차 분석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주소가 “입 마

름”인 경우 복용약물은 기타 33.5%,고 압 29.6%,당뇨병 7.6% 순이었

고,“입안 통증”인 경우 고 압 28.8%,기타 28.4%,당뇨병 10.2% 순이

었다. 한 주소가 “헐었음”인 경우 복용약물은 고 압 29.1%,기타

28.2%,당뇨병 13.7% 순이었으며,“궤양성 병소”인 경우 고 압 30.4%,

기타 30.4%,당뇨병 15.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용약물이 없는 비율

은 각각 7.9%,13.3%,17.9%,13.0% 다.

진단명과 신질환을 교차 분석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구강캔디다증

인 경우 순환계통의 질환 25.6%,내분비, 양 사 질환 14.0%,근

골격계통 결합조직의 질환 12.4% 순으로 나타났다.구강건조증인 경

우 순환계통의 질환 31.6%,근골격계통 결합조직의 질환 13.1%,내분

비, 양 사 질환 11.0% 순으로 나타났다.재발성 아 타성 구내염

인 경우 순환계통의 질환 31.6%,내분비, 양 사 질환 21.5%,근

골격계통 결합조직의 질환 13.9% 순으로 나타났다.기타 구내염인 경

우 순환계통의 질환 30.6%,내분비, 양 사 질환 14.1%, 신질환

없음 11.8%,근골격계통 결합조직의 질환 11.2% 순으로 나타났다.설

염인 경우 순환계통의 질환 25.3%,내분비, 양 사 질환 20.0%,

신질환 없음 17.3%,근골격계통 결합조직의 질환 12.0% 순으로 나

타났다.구강작열감증후군인 경우 순환계통의 질환 28.0%,내분비, 양

사 질환 16.5%,근골격계통 결합조직의 질환 11.7% 순으로 나

타났다.구강편평태선인 경우 순환계통의 질환 26.0%,내분비, 양

사 질환 21.2%,근골격계통 결합조직의 질환 13.7%, 신질환 없음

13.0% 순으로 나타났다.

진단명과 복용약물을 교차 분석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구강캔디다증

인 경우 기타 32.2%,고 압 27.6%,복용 인 약 없음 13.1% 순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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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구강건조증인 경우,기타 35.1%,고 압 32.2%,복용 인 약 없

음 10.4% 순으로 나타났다.재발성 아 타성 구내염인 경우 고 압

31.1%,기타 24.3%,당뇨병 16.2%,복용 인 약 없음 13.5% 순으로 나타

났다.기타 구내염인 경우 고 압 32.0%,기타 21.6%,복용 인 약 없음

19.6% 순으로 나타났다.설염인 경우 고 압 26.9%,복용 인 약 없음

22.4%,기타 19.4% 순으로 나타났다.구강작열감증후군인 경우 기타

29.1%,고 압 28.8%,복용 인 약 없음 11.3% 순으로 나타났다.구강편

평태선인 경우 고 압 24.8%,기타 24.8%,복용 인 약 없음 18.0%,당

뇨병 15.8% 순으로 나타났다.

2.4.고 압 약 복용 여부와 진단명과의 계

실험군에서 고 압 약물 복용 여부에 따라 진단명에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기 해 카이제곱 검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다른 약

물 추가 복용으로 인한 향을 배제하기 해 고 압 약만을 복용하고

있는 집단과 어떤 약도 복용하고 있지 않은 집단으로 나 어 분석을 시

행하 다.

“55세 이상에서 고 압 약 복용 여부와 진단된 연조직 질환(구강캔디다

증,구강건조증,재발성 아 타성 구내염,기타 구내염,설염,구강작열감

증후군,구강편평태선,기타)의 상 인 비율 사이에는 유의 인 련성

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하여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유의확률이 0.228로 나타나 실험군에서 고 압 약 복용 여부와 진

단된 연조직 질환의 상 인 비율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 졌다.카이제곱 값은 9.363이고,기 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이 가설은 기각되었다.구체 인 분석 결

과는 표 18과 같다.

55세 이상에서 고 압 약 복용여부에 따라 진단명의 차이가 있는지에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강건조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고 압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구강건조증이 더 많이

진단되었다(OR=1.995,95% CI=1.068-3.729).이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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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 19에 제시하 다.

조군의 경우 고 압 약만을 복용 인 사람이 19명으로 그 수가 부족

하여 유의한 통계 분석을 시행할 수 없었다. 한 고 압 약이 아닌 다

른 약물의 경우 그 약물만을 단독으로 먹는 경우가 어 분석을 시행할

수 없었다.

Ⅳ.고찰

우리나라 사회는 재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구강내과에 내

원하는 환자들도 이에 따라 차 고령 환자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 환자는 연령이 낮은 환자들보다 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

다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으로 이러한 사실은 통계청 자료1)2)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따라서 구강내과 진료에 있어서 신질환에 한 고려가

차 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구강내과에 내원

하는 고령 환자들의 신질환에 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고령 환자

들에 한 이해와 진료에 도움이 되고자 이 연구를 진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측두하악장애 환자와 타과의뢰 환자를 제외하고 구강내

과 진료에 보다 직 으로 련되어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55세 이

상의 환자들을 조사 상으로 삼아 나이,성별,주소, 신질환,복용 인

약물,진단명에 해 조사하 다.연구 상을 일반 인 노인의 기 인 65

세 이상이 아니라 55세 이상으로 확 한 이유는 신질환을 가진 비율이

50 에서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표 인 만성질환이

라 할 수 있는 고 압,당뇨병,고콜 스테롤 증의 2011년 30-39세의

유병률은 각각 9.1%,2.5%,7.7%인데 반해서,50-59세의 유병률은 각각

33.8%,13.8%,19.3%로 나타나고 있어,2)50 에서도 은 환자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로 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 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이런 이유로 55세 이상으로 연구 상을 설정하여 연구하

다.

실험군과 조군에서 남녀 비율은 모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세 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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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제 진료 시의 경험과 일치하는 부분이었

다.여성의 비율이 이처럼 높은 이유로는 남녀 발병률의 차이,병원 내원

이 가능한 사회 인 여건,증상에 한 반응 차이,내원 의지의 차이 등

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어떻게 향을 미치는 지에 해서는

추가 인 연구가 있어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단명의 분포는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카이제곱 검정 결과 나타났

다.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재발성 아 타성 구내염은 남자가,구강작열

감증후군은 여자가 더 많이 진단받는 것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다.성별에 따라서 내원하는 환자들의 진단명에는 차이가 있으며,남성

에서는 재발성 아 타성 구내염이 여성에서는 구강작열감증후군이 상

으로 더 많이 진단받는 다는 것을 통계 으로 밝 냈다는 에서 의의

를 찾을 수 있겠다.

진단명의 분포는 한 실험군과 조군에서 다른 것으로 카이제곱 검정

결과 나타났으며,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강건조증은 실험군에서,구

강편평태선은 조군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연령에 따라서 내원하는 환자들의 진단명에 차이가 존재한다

는 것이 밝 졌으며,구강건조증과 구강편평태선 같은 경우는 구체 으

로 어느 집단에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통계 으로 밝 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두 집단에서 진단명의 분포와 상 비율 순서가 다르게 나타

난 것은 사실이나 두 집단 모두에서 동일한 질병 7가지(구강캔디다증,

구강건조증,재발성 아 타성 구내염,기타 구내염,설염,구강작열감증후

군,구강편평태선)가 주로 진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7가지 질병

이 구강내과에 내원하는 외래 환자들이 주된 질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신질환의 분포는 두 집단에서 차이를 보 다. 신질환이 없는 경우

가 실험군에서는 16.4% 던 것에 반해서 조군에서 37.4%에 달해 고령

환자일 경우 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한 갖고 있는 신질환의 수도 2가지 이상인 경우가 실험

군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각 질환 분류로 보면 실험군과 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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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순환계통의 질환이 제일 많고 내분비, 양 사 질환이 그 다

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이 두 질환 모두 실험군에서 두 배 이

상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에 특정 감염성 기생충

성 질환의 경우에는 각각 9.9%,9.5%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감염성 질환이 고령 집단에서 특별히 더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

다.근골격계통 결합조직의 질환과 비뇨생식계통의 질환의 경우에는

실험군에서 조군보다 세 배 이상 격히 높아지는 비율을 보 는데,

이는 염의 증가와 립선 질환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복용 인 약물 역시 두 집단에서 분포의 차이를 보 다.약을 복용하

고 있지 않은 경우가 실험군에서는 21.4% 으나, 조군에서는 49.7%에

달해 고령 환자의 경우가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복용 인 약물의 분포를 보면 실험군과 조군 모두

고 압 약을 복용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그 비

율은 실험군이 조군의 2.55배에 달했다.골다공증과 당뇨병의 경우 실

험군이 조군에 비해 약을 복용 인 비율이 각각 5.4배,6.7배로 이들

두 약물의 경우 특히 고령층에서 많이 복용 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에 갑상선 질환의 경우 조군이 실험군에 비해 약을 복용 인 비율이

2.1배인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낮은 연령에서 더 많이 복용 인 것으로

나타나 특이할만한 이라 할 수 있었다.

주소의 분포는 두 집단에서 체 으로 유사한 분포를 보 으나,입 마

름의 경우 실험군이,궤양성 병소의 경우 조군이 각각 약 2배 정도 높

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입 마름을 호소하는 경우가 실험군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실험군에서 구강건조

증이 실험군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과 련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신질환,복용약물,주소,진단명 간의 교차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주소

가 있을 때 어떠한 진단명, 신질환,복용약물인 경우가 많은지,어떠한

진단명일 때 어떠한 신질환과 복용약물인 경우가 많은지 그 분포를 알

수 있었다.

주소가 “입 마름”인 경우 구강건조증,“입안 통증”인 경우 구강작열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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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군,“헐었음”인 경우 구강편평태선,“궤양성 병소”인 경우 기타 구내염

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구강작열감증후군의 경우 입 마

름과 통증 이외에도 “입 마름”과 “헐었음”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궤양성병소”를 호소하는 경우에 재발성 아 타성 구내염인 경우도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분포에 한 정보는 진단에 있어서 참고

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각 교차분석 결과를 통해서 어떠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다른

조건의 분포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신질환,복용약물,주소,

진단명 간의 계에 해 알아볼 수 있다.

고 압 약물의 경우 구강건조증을 일으키는 요인들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실제 이번 분석 결과 고 압 약물을 먹고 있는 경우 구강건조증

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이러한 사실을 확인

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구강내과에 내원하는 고령 환자들의 주소,구강질환,

신질환에 한 분석을 통해 고령 환자들의 구강질환 신질환에 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 다. 신 질환이 있는 고령 환자들의 구강내과

진료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그들에 한 이해와 진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Ⅴ.결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서울 학교 치과

학병원 구강내과에 처음으로 내원한 환자 에서 측두하악장애와 타과

의뢰를 제외한 구강내과 질환(재발성 아 타성 구내염,구강편평태선,헤

르페스 구내염,타액분비 하,기타 구내염 등)으로 진단 리된 환자를

상으로 의무기록을 검토하 다.55세 이상을 실험군,45-54세를 조

군으로 설정하고 연구 상의 나이,성별,주소(chiefcomplaint),진단명,

기왕력,복용 인 약물을 기록하여 통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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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험군은 873명, 조군은 179명이었다.실험군에서 성별분포는 남성

과 여성이 각각 27.5%와 72.5%로 나타났으며,연령별 분포는 55-64세

가 36.4%,65-74세가 38.7%,75-84세가 22.6%,85세 이상이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군에서 성별분포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25.1%

와 74.9%인 것으로 나타났다.

2.실험군에서 진단명 분포는 구강작열감증후군 29.1%,구강건조증

15.1%,구강캔디다증 14.8%,기타 구내염 11.6%,구강편평태선 10.5%,

재발성 아 타성 구내염 5.5%,설염 5.3% 순으로 나타났고, 조군에

서 진단명분포는 구강작열감증후군 27.9%,구강편평태선 16.2%,기타

구내염 11.7%,구강캔디다증 10.1%,재발성 아 타성 구내염 8.9%,구

강건조증 8.4%,설염 7.3% 순으로 나타났다.

3.실험군에서 신질환의 분포는 순환계통의 질환 51.2%,내분비, 양

사 질환 27.7%,근골격계통 결합조직의 질환 22.7%,특정 감

염성 기생충성 질환 9.9% 순으로 나타났고, 신질환이 없는 경우

는 1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군에서 신질환의 분포는 순환계

통의 질환 21.2%,내분비, 양 사 질환 12.8%,특정 감염성

기생충성 질환 9.5%,근골격계통 결합조직의 질환 7.8% 순으로 나

타났고, 신질환이 없는 경우는 37.4%인 것으로 나타났다.

4.실험군에서 복용 약물의 분포는 고 압 45.7%,기타 43.5%,당뇨병

14.8%,고지 증 11.1%,골다공증 9.2%,우울증 4.6%,갑상선질환

4.2% 순으로 나타났고,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21.4%인 것

으로 나타났다. 조군에서 복용 약물의 분포는 기타 27.9%,고 압

17.9%,갑상선질환 8.9%,고지 증 5.0%,당뇨병 2.2%,골다공증

1.7%,우울증 1.1% 순으로 나타났고,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는 49.7%인 것으로 나타났다.

5.실험군에서 주소의 분포는 입 안 통증 56.4%,기타 28.4%,입 마름

25.8% 헐었음 10.0%,궤양성 병소 3.4% 순으로 나타났고, 조군에서

는 입 안 통증 53.1%,기타 32.4%,입 마름 15.1%,헐었음 11.7%,궤

양성 병소 6.7% 순으로 나타났다.

6.진단명의 분포는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카이제곱 검정 결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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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유의확률=0.000).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재발성 아 타성 구내

염은 남자가 더 많이 진단되었고(OR=2.578,95% CI=1.433-4.637),구

강작열감 후군은 여자가 더 많이 진단되었다(OR=0.406,95% CI=0.2

79-0.591).

7.진단명의 분포는 실험군과 조군에서 다른 것으로 카이제곱 검정

결과 나타났다(유의확률=0.028).구강건조증은 55세 이상의 실험군에

서 더 많이 진단되었고(OR=1.948,95% CI=1.112-3.410),구강편평태선

은 45세에서 54세의 조군에서 더 많이 진단되었다(OR=0.609,95%

CI=0.388-0.958).

8.55세 이상에서 고 압 약을 먹고 있는 경우 구강건조증으로 진단받

는 경우가 어떤 약도 먹고 있지 않는 경우에 비해 많은 것으로 로지

스틱 회귀분석 결과 나타났다(OR=1.995,95% CI=1.068-3.729).

와 같은 연구로 구강내과에 내원하는 고령 환자들의 주소, 신질환,

복용약물,진단명의 분포와 계에 한 분석은 일정부분 이루어졌다고

사료되나,좀 더 깊은 이해를 해 향후 신질환과 구강질환에 상

계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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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Demographicdata

Experimentalgroup Controlgroup

number ratio(%) number ratio(%)

Gender
M 240 27.5 45 25.1

F 633 72.5 134 74.9

Age

45-54 0 0.0 179 100.0

55-64 312 36.4 0 0.0

65-74 338 38.7 0 0.0

75-84 197 22.6 0 0.0

85≤ 20 2.3 0 0.0

Total 873 100.0 17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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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Thedistributionoforaldisease

Experimentalgroup Controlgroup

number ratio(%) number ratio(%)

Atrophyofedentulousalveolarridge 2 0.2 0 0.0

Benignneoplasm oftongue 1 0.1 1 0.6

Benignneoplasmsofconnectiveand

othersofttissueofhead,faceandneck
1 0.1 0 0.0

Bullouslichenplanus 2 0.2 0 0.0

Bullouspemphigoid 0 0.0 2 1.1

Candidalstomatitis 129 14.8 18 10.1

Cellulitisandabscessofmouth 1 0.1 0 0.0

Cystoforalregion,unspecified 0 0.0 1 0.6

Diseaseofjaws,unspecified 2 0.2 0 0.0

Diseaseoftongue,unspecified 4 0.5 0 0.0

Diseasesofsalivarygland,unspecified 14 1.6 1 0.6

Disturbancesofsalivarysecretion 132 15.1 15 8.4

Geographictongue 1 0.1 0 0.0

Glossitis 46 5.3 13 7.3

Glossodynia 254 29.1 50 27.9

Hemangioma,anysite 2 0.2 1 0.6

Herpesviralgingivostomatitisand

pharyngotonsillitis
5 0.6 0 0.0

Hypertrophiclichenplanus 5 0.6 1 0.6

Leukoplakiaandotherdisturbancesof

oralepithelium,includingtongue
7 0.8 1 0.6

Lossofteethduetoaccident,extraction

orlocalperiodontaldisease
1 0.1 0 0.0

Malignantneoplasm ofbaseoftongue 0 0.0 1 0.6

Mucoceleofsalivarygland 3 0.3 0 0.0

Otherandunspecifiedlesionsoforal

mucosa
6 0.7 1 0.6

Otherformsofstomatitis 101 11.6 21 11.7

Otherlichenplanus 85 9.7 28 15.6

Otherpemphigoid 2 0.2 0 0.0

Otherpemphigus 2 0.2 0 0.0

Othersomatoform disorders 7 0.8 5 2.8

Pemphigusvulgaris 1 0.1 0 0.0

Periapicalabscesswithoutsinus 2 0.2 2 1.1

Pilicatedtongue 3 0.3 0 0.0

Pulpitis 1 0.1 0 0.0

Recurrentoralaphthae 48 5.5 16 8.9

Sialoadenitis 2 0.2 1 0.6

Siccasyndrome(Sjogren) 1 0.1 0 0.0

Total 873 100.0 17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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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Thedistributionoforaldisease

Experimentalgroup Controlgroup

number ratio(%) number ratio(%)

Candidalstomatitis 129 14.8 18 10.1

Disturbancesofsalivarysecretion 132 15.1 15 8.4

Recurrentoralaphthae 48 5.5 16 8.9

Otherformsofstomatitis 101 11.6 21 11.7

Glossitis 46 5.3 13 7.3

Glossodynia 254 29.1 50 27.9

Lichenplanus 92 10.5 29 16.2

Others 71 8.1 17 9.5

Total 873 100.0 17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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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Thedistributionofsystemicdisease

Experimentalgroup Controlgroup

number ratio(%) number ratio(%)

Non-specific 143 16.4 67 37.4

Certaininfectiousandparasitic

diseases
86 9.9 17 9.5

Neoplasms 48 5.5 12 6.7

Diseasesofthebloodand

blood-formingorgansandcertain

disordersinvolvingtheimmune

mechanism

32 3.7 9 5.0

Endocrine,nutritionalandmetabolic

diseases
242 27.7 23 12.8

Mentalandbehavioraldisorders 56 6.4 3 1.7

Diseasesofthenervoussystem 54 6.2 3 1.7

Diseasesoftheeyeandadnexa 17 1.9 0 0.0

Diseasesofthecirculatorysystem 447 51.2 38 21.2

Diseasesoftherespiratorysystem 52 6.0 10 5.6

Diseasesofthedigestivesystem 68 7.8 9 5.0

Diseasesoftheskinand

subcutaneoustissue
9 1.0 4 2.2

Diseasesofthemusculoskeletal

system andconnectivetissue
198 22.7 14 7.8

Diseasesofthegenitourinarysystem 62 7.1 4 2.2

Injury,poisoningandcertainother

consequencesofexternalcauses
5 0.6 0 0.0

Factorsinfluencinghealthstatusand

contactwithhealthservices(including

personalhistoryofdrugallergy)

42 4.8 9 5.0

Total 873 100.0 17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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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Thedistributionofmedication

Experimentalgroup Controlgroup

number ratio(%) number ratio(%)

Nomedication 187 21.4 89 49.7

Thyroiddisease 37 4.2 16 8.9

Hyperlipidemia 97 11.1 9 5.0

Hypertension 399 45.7 32 17.9

Osteoporosis 80 9.2 3 1.7

Diabetes 129 14.8 4 2.2

Depression 40 4.6 2 1.1

Others 380 43.5 50 27.9

Total 873 100.0 179 100.0

Table6.Thedistributionofchiefcomplaint

Experimentalgroup Controlgroup

number ratio(%) number ratio(%)

drymouth 225 25.8 27 15.1

pain 492 56.4 95 53.1

cankersore 87 10.0 21 11.7

ulceration 30 3.4 12 6.7

others 248 28.4 58 32.4

Total 873 100.0 17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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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7.Thedistributionofthenumberofsystemicdisease

Experimentalgroup Controlgroup

number ratio(%) number ratio(%)

0 143 16.4 67 37.4

1 277 31.7 81 45.3

2 281 32.2 20 11.2

3 125 14.3 10 5.6

4 33 3.8 1 0.6

5 12 1.4 0 0.0

6 2 0.2 0 0.0

Total 873 100.0 179 100.0

Table8.Theresultsofchi-squaretestin experimentalgroup:genderand oral

disease

Gender
χ2/p

M F

Candidal

stomatitis

observedfrequency 37(15.4%) 92(14.5%)

33.603/

0.000*

expectedfrequency 35.5 93.5

Disturbancesof

salivarysecretion

observedfrequency 41(17.1%) 91(14.4%)

expectedfrequency 36.3 95.7

Recurrentoral

aphthae

observedfrequency 23(9.6%) 25(3.9%)

expectedfrequency 13.2 34.8

Otherformsof

stomatitis

observedfrequency 34(14.2%) 67(10.6%)

expectedfrequency 27.8 73.2

Glossitis
observedfrequency 11(4.6%) 35(5.5%)

expectedfrequency 12.6 33.4

Glossodynia
observedfrequency 41(17.1%) 213(33.6%)

expectedfrequency 69.8 184.2

Lichenplanus
observedfrequency 26(10.8%) 66(10.4%)

expectedfrequency 25.3 66.7

Others
observedfrequency 27(11.3%) 44(7.0%)

expectedfrequency 19.5 51.5

Total 27.5% 72.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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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9.Theresultsoflogisticregression:genderandoraldisease

Oraldisease Oddsratio 95% CI p

Candidalstomatitis 1.072 0.708-1.622 0.743

Disturbancesofsalivarysecretion 1.227 0.820-1.836 0.319

Recurrentoralaphthae 2.578 1.433-4.637 0.002

Otherformsofstomatitis 1.394 0.896-2.170 0.141

Glossitis 0.821 0.410-1.643 0.577

Glossodynia 0.406 0.279-0.591 0.000

Lichenplanus 1.044 0.646-1.687 0.861

Table10.Theresultsofchi-squaretestinexperimentalandcontrolgroup:gender

andoraldisease

Gender
χ2/p

M F

Candidal

stomatitis

observedfrequency 39(13.7%) 108(14.1%)

54.115/

0.000*

expectedfrequency 39.8 107.2

Disturbancesof

salivarysecretion

observedfrequency 48(16.8%) 99(12.9%)

expectedfrequency 39.8 107.2

Recurrentoral

aphthae

observedfrequency 33(11.6%) 31(4.0%)

expectedfrequency 17.3 46.7

Otherformsof

stomatitis

observedfrequency 43(15.1%) 79(10.3%)

expectedfrequency 33.1 88.9

Glossitis
observedfrequency 13(4.6%) 46(6.0%)

expectedfrequency 16.0 43.0

Glossodynia
observedfrequency 44(15.4%) 260(33.9%)

expectedfrequency 82.4 221.6

Lichenplanus
observedfrequency 34(11.9%) 87(11.3%)

expectedfrequency 32.8 88.2

Others
observedfrequency 31(10.9%) 57(7.4%)

expectedfrequency 23.8 64.2

Total 27.1% 72.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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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1.Theresultsofchi-squaretest:experimental/controlgroupandoraldisease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χ2/p

Candidal

stomatitis

observedfrequency 129(14.8%) 18(10.1%)

15.686/

0.000*

expectedfrequency 122.0 25.0

Disturbancesof

salivarysecretion

observedfrequency 132(15.1%) 15(8.4%)

expectedfrequency 122.0 25.0

Recurrentoral

aphthae

observedfrequency 48(5.5%) 16(8.9%)

expectedfrequency 53.1 10.9

Otherformsof

stomatitis

observedfrequency 101(11.6%) 21(11.7%)

expectedfrequency 101.2 20.8

Glossitis
observedfrequency 46(5.3%) 13(7.3%)

expectedfrequency 49.0 10.0

Glossodynia
observedfrequency 254(29.1%) 50(27.9%)

expectedfrequency 252.3 51.7

Lichenplanus
observedfrequency 92(10.5%) 29(16.2%)

expectedfrequency 100.4 20.6

Others
observedfrequency 71(8.1%) 17(9.5%)

expectedfrequency 73.0 15.0

Total 83.0% 17.0%

*p<0.01

Table12.Theresultsoflogisticregression:experimental/controlgroup andoral

disease

Oddsratio 95% CI p

Candidalstomatitis 1.551 0.920-2.613 0.099

Disturbancesofsalivarysecretion 1.948 1.112-3.410 0.020

Recurrentoralaphthae 0.593 0.328-1.069 0.082

Otherformsofstomatitis 0.984 0.597-1.623 0.951

Glossitis 0.710 0.375-1.344 0.293

Glossodynia 1.059 0.740-1.514 0.755

Lichenplanus 0.609 0.388-0.95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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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3.Thecrosstabsofchiefcomplaintandoraldisease

Chiefcomplaint

Totaldry

mouth
pain

canker

sore
ulcer others

A
number 41 88 12 3 26 170

chiefcomplaint% 18.2 17.9 13.8 10.0 10.5

B
number 94 43 8 1 26 172

chiefcomplaint% 41.8 8.7 9.2 3.3 10.5

C
number 2 21 8 7 17 55

chiefcomplaint% 0.9 4.3 9.2 23.3 6.9

D
number 6 39 10 9 50 114

chiefcomplaint% 2.7 7.9 11.5 30.0 20.2

E
number 6 25 4 3 15 53

chiefcomplaint% 2.7 5.1 4.6 10.0 6.0

F
number 58 199 17 1 47 322

chiefcomplaint% 25.8 40.4 19.5 3.3 19.0

G
number 2 51 22 5 32 112

chiefcomplaint% 0.9 10.4 25.3 16.7 12.9

H
number 16 26 6 1 35 84

chiefcomplaint% 7.1 5.3 6.9 3.3 14.1

Total 225 492 87 30 248

A=Candidalstomatitis,B=Disturbancesofsalivarysecretion,C=Recurrentoral

aphthae,D=Otherformsofstomatitis,E= Glossitis,F= Glossodynia,G=Lichen

planus,H=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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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4.Thecrosstabsofchiefcomplaintandsystemicdisease

Chiefcomplaint

Totaldry

mouth
pain

canker

sore
ulcer others

A
number 25 80 21 1 42 169

chiefcomplaint% 5.6 9.0 15.2 1.9 9.5

B
number 23 45 6 3 28 105

chiefcomplaint% 5.2 5.0 4.3 5.8 6.3

C
number 18 30 7 1 10 66

chiefcomplaint% 4.1 3.4 5.1 1.9 2.3

D
number 14 20 3 2 4 43

chiefcomplaint% 3.2 2.2 2.2 3.8 0.9

E
number 59 145 21 9 71 305

chiefcomplaint% 13.3 16.3 15.2 17.3 16.0

F
number 23 36 3 2 14 78

chiefcomplaint% 5.2 4.0 2.2 3.8 3.2

G
number 20 35 4 0 11 70

chiefcomplaint% 4.5 3.9 2.9 0.0 2.5

H
number 10 9 1 1 4 25

chiefcomplaint% 2.3 1.0 0.7 1.9 0.9

I
number 126 247 38 17 135 563

chiefcomplaint% 28.4 27.7 27.5 32.7 30.5

J
number 14 29 4 5 12 64

chiefcomplaint% 3.2 3.3 2.9 9.6 2.7

K
number 22 38 4 1 19 84

chiefcomplaint% 5.0 4.3 2.9 1.9 4.3

L
number 3 7 0 1 1 12

chiefcomplaint% 0.7 0.8 0.0 1.9 0.2

M
number 62 116 13 3 59 253

chiefcomplaint% 14.0 13.0 9.4 5.8 13.3

N
number 15 28 7 2 22 74

chiefcomplaint% 3.4 3.1 5.1 3.8 5.0

O
number 4 2 0 0 0 6

chiefcomplaint% 3.4 3.1 5.1 3.8 5.0

P
number 5 25 6 4 11 51

chiefcomplaint% 1.1 2.8 4.3 7.7 2.5

Total 443 892 138 52 443

A=Non-specific,B=Certaininfectiousandparasiticdiseases,C=Neoplasms,D=Diseasesofthebloodand

blood-formingorgansandcertaindisordersinvolvingtheimmunemechanism,E=Endocrine,nutritionaland

metabolicdiseases,F=Mentalandbehavioraldisorders,G=Diseasesofthenervoussystem,H=Diseasesof

theeyeand adnexa,I= Diseasesofthecirculatory system,J= Diseasesoftherespiratory system,K=

Diseasesofthedigestivesystem,L=Diseasesoftheskinandthesubcutaneoustissue,M=Diseasesofthe

musculoskeletalsystem andconnectivetissue,N=Diseasesofthegenitourinarysystem,O=Injury,poisoning

andcertainotherconsequencesofexternalcauses,P=Factorsinfluencinghealthstatusandcontactwith

healthservices(includingpersonalhistoryofdrugall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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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5.Thecrosstabsofchiefcomplaintandmedication

Chiefcomplaint

Totaldry

mouth
pain

canker

sore
ulcer others

No

medication

number 30 102 21 6 58 217

chiefcomplaint% 7.9 13.3 17.9 13.0 15.2

Thyroid

disease

number 14 16 0 0 14 44

chiefcomplaint% 3.7 2.1 0.0 0.0 3.7

Hyper

lipidemia

number 28 61 9 1 29 128

chiefcomplaint% 7.3 8.0 7.7 2.2 7.6

Hypertension
number 113 221 34 14 121 503

chiefcomplaint% 29.6 28.8 29.1 30.4 31.8

Osteoporosis
number 23 44 2 2 25 96

chiefcomplaint% 6.0 5.7 1.7 4.3 6.6

Diabetes
number 29 78 16 7 32 162

chiefcomplaint% 7.6 10.2 13.7 15.2 8.4

Depression
number 17 27 2 2 11 59

chiefcomplaint% 4.5 3.5 1.7 4.3 2.9

Others
number 128 218 33 14 91 484

chiefcomplaint% 33.5 28.4 28.2 30.4 23.9

Total 382 767 117 46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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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6.Thecrosstabsoforaldiseaseandsystemicdisease

Oraldisease
Total

1 2 3 4 5 6 7 8

A
number 19 18 8 20 13 38 19 8 143

oraldisease% 7.4 7.6 10.1 11.8 17.3 8.3 13.0 5.9

B
number 14 15 3 14 3 21 7 9 86

oraldisease% 5.4 6.3 3.8 8.2 4.0 4.6 4.8 6.6

C
number 9 7 1 6 0 16 3 6 48

oraldisease% 3.5 3.0 1.3 3.5 0.0 3.5 2.1 4.4

D
number 8 7 0 2 1 10 0 4 32

oraldisease% 3.1 3.0 0.0 1.2 1.3 2.2 0.0 2.9

E
number 36 26 17 24 15 76 31 17 242

oraldisease% 14.0 11.0 21.5 14.1 20.0 16.5 21.2 12.5

F
number 12 9 1 3 0 27 2 2 56

oraldisease% 4.7 3.8 1.3 1.8 0.0 5.9 1.4 1.5

G
number 15 7 2 1 2 17 4 6 54

oraldisease% 5.8 3.0 2.5 0.6 2.7 3.7 2.7 4.4

H
number 6 2 1 2 0 3 1 2 17

oraldisease% 2.3 0.8 1.3 1.2 0.0 0.7 0.7 1.5

I
number 66 75 25 52 19 129 38 43 447

oraldisease% 25.6 31.6 31.6 30.6 25.3 28.0 26.0 31.6

J
number 11 11 3 6 3 12 3 3 52

oraldisease% 4.3 4.6 3.8 3.5 4.0 2.6 2.1 2.2

K
number 12 14 1 4 4 26 4 3 68

oraldisease% 4.7 5.9 1.3 2.4 5.3 5.7 2.7 2.2

L
number 2 1 0 1 0 3 2 0 9

oraldisease% 0.8 0.4 0.0 0.6 0.0 0.7 1.4 0.0

M
number 32 31 11 19 9 54 20 22 198

oraldisease% 12.4 13.1 13.9 11.2 12.0 11.7 13.7 16.2

N
number 12 10 2 11 4 14 3 6 62

oraldisease% 4.7 4.2 2.5 6.5 5.3 3.0 2.1 4.4

O
number 1 3 0 0 0 1 0 0 5

oraldisease% 0.4 1.3 0.0 0.0 0.0 0.2 0.0 0.0

P
number 3 1 4 5 2 13 9 5 42

oraldisease% 1.2 0.4 5.1 2.9 2.7 2.8 6.2 3.7

Total 258 237 79 170 75 460 146 136

1=Candidalstomatitis,2=Disturbancesofsalivarysecretion,3=Recurrentoralaphthae,4=Otherformsof

stomatitis,5=Glossitis,6=Glossodynia,7=Lichenplanus,8=Others

A=Non-specific,B=Certaininfectiousandparasiticdiseases,C=Neoplasms,D=Diseasesofthebloodand

blood-formingorgansandcertaindisordersinvolvingtheimmunemechanism,E=Endocrine,nutritionaland

metabolicdiseases,F=Mentalandbehavioraldisorders,G=Diseasesofthenervoussystem,H=Diseasesof

theeyeand adnexa,I= Diseasesofthecirculatory system,J= Diseasesoftherespiratory system,K=

Diseasesofthedigestivesystem,L=Diseasesoftheskinandthesubcutaneoustissue,M=Diseasesofthe

musculoskeletalsystem andconnectivetissue,N=Diseasesofthegenitourinarysystem,O=Injury,poisoning

andcertainotherconsequencesofexternalcauses,P=Factorsinfluencinghealthstatusandcontactwith

healthservices(includingpersonalhistoryofdrugall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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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7.Thecrosstabsoforaldiseaseandmedication

Oraldisease Tot

alA B C D E F G H

No

medication

number 26 21 10 30 15 47 24 14 187

oraldisease% 13.1 10.4 13.5 19.6 22.4 11.3 18.0 13.3

Thyroid

disease

number 7 6 3 3 2 10 3 3 37

oraldisease% 3.5 3.0 4.1 2.0 3.0 2.4 2.3 2.9

Hyperlipidem

ia

number 8 13 4 11 7 38 10 6 97

oraldisease% 4.0 6.4 5.4 7.2 10.4 9.1 7.5 5.7

Hypertension
number 55 65 23 49 18 120 33 36 399

oraldisease% 27.6 32.2 31.1 32.0 26.9 28.8 24.8 34.3

Osteoporosis
number 8 13 3 11 6 25 7 7 80

oraldisease% 4.0 6.4 4.1 7.2 9.0 6.0 5.3 6.7

Diabetes
number 21 10 12 14 6 35 21 10 129

oraldisease% 10.6 5.0 16.2 9.2 9.0 8.4 15.8 9.5

Depression
number 10 3 1 2 0 20 2 2 40

oraldisease% 0.7 0.2 0.1 0.1 0.0 1.5 0.1 0.1

Others
number 64 71 18 33 13 121 33 27 380

oraldisease% 32.2 35.1 24.3 21.6 19.4 29.1 24.8 25.7

Total 199 202 74 153 67 416 133 105

A=Candidalstomatitis,B=Disturbancesofsalivarysecretion,C=Recurrentoral

aphthae,D=Otherformsofstomatitis,E= Glossitis,F= Glossodynia,G=Lichen

planus,H=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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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8.Theresultsofchi-squaretest:hypertensionmedicationandoraldisease

No

medication

Hypertension

medication
χ2/p

Candidal

stomatitis

observedfrequency 26(13.9%) 14(10.9%)

9.363/

0.228*

expectedfrequency 23.7 16.3

Disturbancesof

salivarysecretion

observedfrequency 21(11.2%) 26(20.2%)

expectedfrequency 27.8 19.2

Recurrentoral

aphthae

observedfrequency 10(5.3%) 8(6.2%)

expectedfrequency 10.7 7.3

Otherformsof

stomatitis

observedfrequency 30(16.0%) 17(13.2%)

expectedfrequency 27.8 19.2

Glossitis
observedfrequency 15(8.0%) 6(4.7%)

expectedfrequency 12.4 8.6

Glossodynia
observedfrequency 47(25.1%) 30(23.3%)

expectedfrequency 45.6 31.4

Lichenplanus
observedfrequency 24(12.8%) 12(9.3%)

expectedfrequency 21.3 14.7

Others
observedfrequency 14(17.5%) 16(12.4%)

expectedfrequency 17.8 12.2

Total 59.2% 40.8%

*p>0.05

Table19.Theresultsoflogisticregression:hypertensionmedicationandoraldisease

Oddsratio 95% CI p

Candidalstomatitis 0.754 0.377-1.507 0.424

Disturbancesofsalivarysecretion 1.995 1.068-3.729 0.030

Recurrentoralaphthae 1.170 0.449-3.050 0.748

Otherformsofstomatitis 0.794 0.418-1.510 0.482

Glossitis 0.559 0.211-1.482 0.243

Glossodynia 0.903 0.534-1.526 0.702

Lichenplanus 0.697 0.335-1.449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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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This pie graph shows the ratio oforaldisease distribution.1=candidal

stomatitis,2=disturbances of salivary secretion,3=recurrent oralaphthae,

4=other forms of stomatitis, 5=glossitis, 6=glossodynia, 7=lichen planus,

8=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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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trospectiveStudy:

OralandSystemicDiseasesof

GeriatricPatientsinOralMedicine

MoSeong-pil

DepartmentofDentistry,SchoolofDentistry

SeoulNationalUniversity

(DirectedbyAssociateProfessorHee-KyungPark,

DDS,MSc,PhD)

A geriatricpatienttovisitoralmedicineisincreasing,andinmany

casestheyhaveoneormoresystemicdiseases.Thisstudyisaimed

toinvestigatethedistributionofage,gender,oraldisease,systemic

disease,medication,chiefcomplaints ofgeriatric patients and to

assesstherelationshipsofthesefactors.

A totalnumberof1052subjects’dentalrecordswereinvestigated.

Subjectswereselectedbytheiragebeingolderthan45yearsold

andvisitedSeoulNationalUniversityDentalHospitaloralmedicine

forthefirsttimebecauseoforalsofttissuedisease.Amongthem,

873subjectsolderthan55yearswereassignedtoexperimentalgroup

andtheotherswereassignedtocontrol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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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offemalesisabout3timesmorethanmalesbothin

experimentaland controlgroup.The major oraldiseases were

candidalstomatitis,disturbancesofsalivarysecretion,recurrentoral

aphthae,otherformsofstomatitis,glossitis,glossodyniaandlichen

planusinbothgroups,althoughtheyshoweddifferenceinorderof

frequency.Frequency ofsubjectswithoutany systemicdiseasein

controlgroupwas2.28timeslargerthanthatofexperimentalgroup.

Circulatorysystem diseasewasthemostprevalentinbothgroups.

Frequencyofsubjectswithoutanymedicationincontrolgroupwas

2.32timeslargerthanthatofexperimentalgroup.Subjectswhoison

hypertensionmedicationwasmostcommoninbothgroups.

The results of chi-square test demonstrated the difference of

distributionoforaldiseasenotonly betweenmaleandfemalebut

also between experimentalgroup and controlgroup.The logistic

regressionanalysisshowedrecurrentoralaphthaewasmorecommon

in male,whileglossodyniawasmorecommon in female.Alsoit

showedthatdisturbancesofsalivarysecretionwasmorecommonin

experimentalgroupwhilelichenplanuswasmorecommonincontrol

group.Meanwhile disturbances of salivary secretion was more

commoninsubjectswithhypertensionmedication.

keywords:geriatricpatient,oralsofttissuedisease,systemic

disease,retrospectivestudy

StudentNumber:2010-2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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