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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목 적

구강 내부는 인간의 여러 부분 중에서도 습도나 영양 등의 요인 때문에

세균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 세균들은 평소에는

치아, 잇몸, 혀, 구강 내 점막 등에 구강 내 조직들에서 병적 상태를 일

으키지 않고 다른 균들의 침입을 막으며 숙주와 공존하며 살고 있다. 하

지만 인간의 면역체계에 이상이 있다가 다른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특정

세균의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에는 숙주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

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로 치주염이 있다. 치주염이

있을 경우 신체 내 다른 부위에 영향을 주어 특정한 전신질환을 일으키

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전신질환이 여러 루트로

구강에 영향을 주어 구강의 미생물에 영향을 미쳐서 조성을 변화시키거

나 oral infection을 일으킬 수도 있다.

구강 내 치주질환과 전신질환의 관계, 그리고 세균의 조성과 전신질환

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많은 양의 연구들이 행해졌다. 따라서 oral

microbiota와 전신의 질환이나 상태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구강 내 세균과 전신이 연결되는 기전이나 연관이

깊은 세균, 구강감염 과의 연관성 등을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여러 논문들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oral microbiota와

전신질환의 관계, 연결기전 등을 정리하고, 특정 질환과 연관성이 높은

세균을 조사하여 본다. 또한 치주질환과 전신질환의 연구에 있어서 연구

설계의 문제점이나 방법론에 대해서도 고찰하여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2. 방 법

Pubmed 및 서울대학교 도서관 인터넷 DB에서 검색할 단어군을 2개로

나눈다. 먼저 구강 내 염증이나 세균총과 관련된 용어인 제 1그룹은 oral

microbiota, oral infection, oral microbe, oral bacterial flora, periodontal

disease, periodontitis로 한다. 관련된 전신질환 관련 용어인 제 2그룹은

pancreatic cancer, oral cancer, gastric adenocarcinoma, COPD, asthma,

stroke, diabetes, preterm birth, kidney disease, nephritis,

cardiovascular disease, obesity 로 한다. 이 두 개의 단어그룹에서 한

단어씩 뽑은 후, 두 개의 단어를 연관검색하여 논문 및 전문자료를

수집한다. 그 후 각 전신질환 별로 자료를 구분한 후, 그 전신질환과

관련하여 특이 미생물, 정상 세균총의 조성 변화, 정상 세균총의 세균 수

변화, 치주질환 발생 여부, 치주질환의 심각성 상관관계 등을 조사 후

정리한다. 그리고 정리된 자료를 토대로 각 질환에서 나타나는 구강 내

세균 조성 또는 구강 감염의 심각성을 정리해본다. 그리고 전신질환과

구강내 세균 조성이나 구강감염 관련 연구 시 고려할 사항 등도

고찰하여 본다.

3. 결 과

연구 결과, 당뇨병, 류마티스 질환, 심혈관계 질환, 암, 폐질환, 조산 등

의 전신질환이 구강 내 감염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들 질환과 구강 내 감염이 연결되는 기전들은 조금씩 차이를 보였지만,

구강의 감염이 전신으로 전이되는 것에는 몇 가지 공통된 기전이 있었

다. 대표적인 기전 3가지로는 일시적 균혈증에 의한 것, 순환하고 있는

미생물의 독소의 효과로 인한 전이된 상처에 의한 것, 구강 미생물에 의

해 야기된 면역학적 반응에 의한 전이성 염증에 의한 것이 있었다. 그리

고 전신질환과 치주의 감염에 있어서 관련된 다양한 세균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특히 전신질환과 치주질환의 매개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균은 대표적으로 P. gingivalis 가 있었다.

그리고 전신질환과 구강 내 세균 조성이나 구강감염 관련 연구 시 고려

할 사항에는 다양한 공통 factor에 대한 문제와 치주염의 정의에 관한

것이 있었다. 공통 factor의 고려의 경우, 전신질환과 치주질환에 공통으

로 영향을 미치는 factor에 의해 두 질환의 상관관계 추정에 문제가 생

길 수 있었으며 대표적으로는 age, race, gender, body mass index 등이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통 factor는 흡연이 있었다. 치주염의

정의의 경우, 여러 논문에서 각기 조금씩 다른 기준을 삼아서 논문 간의

비교가 힘들어지고,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논의에 차이를 보일 수 있

는 문제가 있었다. 논문에서 치주염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 중에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으로는 tooth loss가 있었다. 이 기준의 경우 나이 많을

경우에는 치주염과 상관이 있을 수 있지만 나이가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

에는 우식에 보다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어 : periodontal disease, oral microbiota, systemic disease

학 번 : 2010-2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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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구강 내부는 인간의 여러 부분 중에서도 특수한 환경을 지닌 곳이다.

체내에서 유일하게 nonshedding surface를 지녔으며 지속적인 영양의 공

급도 이루어지고 언제나 높은 습도를 지닌 공간이다. 이로 인해 구강 내

부에는 약 700여종의 세균이 살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며,1) 1mg의 치

태 내부에는 무려   microorganism 이상의 박테리아가 존재하고 있

다.2) 또한 구강의 감염에도 다양한 세균이 관여하는데, 약 200여종이 근

단성 치주염에,3) 약 500여종이 변연 치주염에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 추

측된다.4)

이 세균들은 평소에는 치아, 잇몸, 혀, 구강내 점막 등에 부착 혹은 비

부착의 형태로 정상세균총을 이루며 존재하고 있으며, 인간이 정상 면역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숙주의 몸에 유해한 작용을 미치지 않은

채로 외부의 다른 균들의 침입을 막으면서 인간과 공존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어떤 계기로 입 안의 정상 세균총의 특정 세균의 수가 증가하거

나 감소하면서 치주조직에 감염이나 염증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 경우 나타나는 ginigivitis나 periodontitis는 인간의 가장 흔한 감염질

환의 하나이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30세 이상의 성인 중 약

35%가 치주염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이렇게 구강 내 염증이

있을 경우, 신체 내 다른 부위에 영향을 주어 특정한 전신질환을 일으키

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전신질환이 여러 루트로

구강에 영향을 주어 구강의 미생물에 영향을 미쳐서 조성을 변화시키거

나 oral infection을 일으킬 수도 있다.

즉, 전신 상태와 구강 내 세균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지금까



- 2 -

지 밝혀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와 건강한 사람의 구강 내

세균 조성을 조사한 결과, 건강한 사람과 췌장암 환자는 구강 내

Neisseria elongata 및 Streptococcus mitis 이렇게 2종의 세균 조성이

달랐으며 이 2종의 수치를 조사하면 약 80%의 확률로 암 환자와 건강한

피험자의 구별이 가능했다.6) 또한 비만 여성들의 구강세균총에 대한 연

구에 따르면, 비만 여성들의 98.4%가 Selenomonas noxia라는 단일 세균

을 지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7) 그리고 당뇨 환자에서는 치주염을 일으

키는 것으로 알려진 세균의 수가 정상인에 비해 확연히 높다는 연구결과

도 있으며,8) Cancer risk와 치주염 또한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

다.9) 특히 암환자의 경우에는 자극 타액 및 치태에서도 정상인과 구강내

세균 조성 차이를 보였는데, Bacteroids, Neisseriae, Fusobacteria, S.

Mutas, S. salivarius는 암환자에서 유의하게 높음이 알려졌다.10) 폐질환

의 경우에도 구강내 미생물 조성과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는데,

COPD 환자와 Asthma 환자의 oropharyngeal flora를 조사한 실험에서

이러한 폐질환을 겪는 환자는 Staphylococcus aureus와 12-hemolytic

streptococci가 대조군에 비해 확연히 낮고, Enterobacteriaceae 종이 확

연히 높음이 관찰되었다.11) 이외에도 구강 내 세균 총과 oral infection은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말초동맥 질환, 미숙아, 조산, 신장질환 등 다양

한 병들과의 관계가 현재 밝혀지고 있다.

구강 내 치주질환과 전신질환의 관계, 그리고 세균의 조성과 전신질환

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많은 양의 연구들이 행해졌다. 따라서 구강 내

oral microbiota와 전신의 질환이나 상태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에서 밝혀

진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특히 구강 내 세균과 전신이 연결되는 기전이

나 연관이 깊은 세균 등을 고찰해 볼 필요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논문들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구강

내 oral microbiota와 전신질환의 관계, 연결기전 등을 정리하고, 특정 질

환과 연관성이 높은 세균을 조사하여 본다. 또한 치주질환과 전신질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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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있어서 연구 설계의 문제점이나 방법론에 대해서도 고찰하여 보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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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방법론

Pubmed 및 서울대학교 도서관 인터넷 DB에서 검색할 단어군을 2개

로 나눈다. 먼저 구강내 염증이나 세균총과 관련된 용어인 제 1그룹은

oral microbiota, oral infection, oral microbe, oral bacterial flora,

periodontal disease, periodontitis로 한다. 관련된 전신질환 관련 용어인

제 2그룹은 pancreatic cancer, oral cancer, gastric adenocarcinoma,

COPD, asthma, stroke, diabetes, preterm birth, kidney disease,

nephritis, cardiovascular disease, obesity 로 한다. 이 두 개의 단어그룹

에서 한 단어씩 뽑은 후, 두 개의 단어를 연관검색하여 논문 및 전문자

료를 수집한다. 그 후 각 전신질환 별로 자료를 구분한 후, 그 전신질환

과 관련하여 특이 미생물, 정상 세균총의 조성 변화, 정상 세균총의 세균

수 변화, 치주질환 발생 여부, 치주질환의 심각성 상관관계 등을 조사 후

정리한다. 그리고 정리된 자료를 토대로 각 질환에서 나타나는 구강 내

세균 조성 또는 구강 감염의 심각성을 정리해본다. 그리고 전신질환과

구강내 세균 조성이나 구강감염 관련 연구 시 고려할 사항 등도 고찰하

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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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본 론

제 1 절 구강 내 세균의 조성과 특성

구강 내에는 700종 이상의 세균들이 구강의 치주의 건강과 병적 상태

에 관여하면서 존재하고 있다. 이 세균들은 크게 나누면 치아의 딱딱한

경조직 면이나 구강점막 같은 연조직에 머무르는 것이며,12) 작게 나누면

구강 내 치아, 혀, 협점막, 구개, 치은 등 각 세균의 특성에 맞는 장소에

머물게 된다.13) 즉, 각 세균들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자신에게 적절한 표

면에 정착한다.14)

구강은 외부환경과 연속된 환경이기 때문에 구강 내 세균은 무척 역동

적인 환경에서 살고있다고 볼 수 있다.15) 구강은 외부적으로는 먹고, 대

화하고, 구강위생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곳이고 이는 세균

성장과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강내부는 식습관, 나이, 건강

에 따라서도 큰 변화를 나타내며, 또한 pH, 산화환원 전위, 침성분, 염성

분 같은 지속적인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16) 이러한 큰 환경변화로 인

해, 자극에 대한 감수성이 낮은 세균이라도 구강내에서는 세균의 존속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강 내부의 환경적 변화에 저항하여, 구강 미생물들은 biofilm

을 만들어 적응을 한다.17) Biofilm은 구강의 경조직면과 연조직면 모두

에 존재하는 구강내 미생물의 복잡한 군체이다. 이 미생물의 군체는 구

강내 환경의 항상성 유지에 큰 역할을 하면서도 구강이 병적상태로 진행

하는 것에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18) 즉 건강한 상태에서는 미생물의 조

성과 활동에 균형이 있어서 군체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지

만, 병적 상태를 일으키는 세균이 갑자기 증식하게 되면 군체는 숙주에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미생물 군체는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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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위생활동 및 침분비가 미생물 군체를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들에 따르면, 침분비율과 미생물의 조성은 각 개인의 구강마다 독

특하며, plaque의 조성과 배열은 개인에 따라 특수하다고 한다. 따라서

plaque의 생물량, pH, 미생물의 반응 등으로 현재 건강상태인지 병적상

태인지를 알 수 있으며, 또한 이는 왜 개인이 같은 구강위생습관을 가졌

지만 다른 사람보다 병에 더 민감할 수도 있는지를 설명한다.19)

여러 연구에 의하면, 건강한 개인에게서 존재하는 동일한 미생물 종이

있다고 한다.20) 연구에서는 건강한 개인을 상대로 분석한 결과 몇 종의

미생물을 공유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반대로 개인마다 구강의 미

생물 종에 있어서 상당한 개인적 차이도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

다. 이는 각각 core microbiome과 variable microbiome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건강한 구강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대략적인 파

악이 가능했으며, 여기서 밝혀진 미생물로는 Streptococcus, Veillonella,

Granulicatella, Gamella, Actinomyces, Corynebacterium, Rothia,

Fusobacterium, Porphyromonas, Prevotella, Capnocytophaga,

Nisseria, Haemophilis, Treponema, Lactobacterium, Eikenella,

Leptotrichia, Peptostreptococcus, Staphylococcus, Eubacteria,

Propionibacterium이 있다.21) 건강한 상태와 병적 상태의 미생물에 대한

완전한 파악이 된다면, 이를 통해 병적 상태를 진단하고 조기에 발견하

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치주질환은 가장 흔한 구강질환의 하나이며, 열구 내 plaque 축적으로

인하여 세균총이 건강한 상태에서 병적상태로 바뀔 경우 일어나게 된다.

즉 여러 세균이 관여하여 치주조직이 염증상태로 변하는 경우를 치주질

환이라고 한다. 그 중 치은염은 좋은 구강위생 유지로 인해 되돌릴 수

있는 온건한 형태의 치주질환이라 할 수 있다. 22) 반면에 치주염은 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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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과 뼈를 공격하는, 심각하고 되돌리기 힘든 형태의 감염이라 할 수 있

는데, 여러 종의 기회감염 병원균이 과잉 증식하여 병원성을 나타내게

된다. 이 미생물들은 단백질분해 효소를 분비하여 숙주의 조직을 파괴하

며 치은의 염증을 일으키고 치은부착을 상실 시킨다. 또한 치주낭을 만

들고 치조골과 치아의 파괴를 일으킨다.

치주염은 미생물의 병독력과 숙주의 저항성에 의해 발병이나 심각성이

영향을 받는데, 치주내에 존재하는 특정 미생물들이 병의 진행에 큰 영

향을 미친다. 치주염과 관련된 주된 병원균으로는 Aggregatibacter

actinomycetemconitans, Porphyromonas gingivalis, Prevotella

intermedia, Fusobacterium nucleatum, Tannerella forsythia, Eikenella

corredens, Treponema denticola 등이 있다.23) 이 미생물들은 대부분

Gram negative 혐기성 세균들이다. 이 세균들이 군체를 이룰 경우 외부

환경 변화 등에 저항성을 갖게되며, 또한 면역 체계나 항미생물제의 공

격으로부터도 보호를 받는다.

치주염 관련 세균들은 치은에 상처를 입히고, 면역체계를 교란하며

Osteoclast를 활성화시켜 조직을 파괴하여 치주염을 더 진행시킨다.24) 그

외에도 독성 물질과 조직파괴 효과를 가진 효소들을 합성하여 분비한다.

Leuboctoxin과 immunoglobulin-splitting substance는 방어 체계를 피할

수 있게 한다.25) 그리고 osteoclast-activating alkaline과 acid

phosphatase는 치주의 부착기구를 상실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Gram

negative 세균이 세균벽에서 나오는 Lipopolysaccharides(LPSs)와

proteoglycans는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서 다양한 cytokine을 분비하게

하여 흡수를 야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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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구강 내 세균과 전신질환의 연결기전

구강 내 세균의 활동과 전신질환은 다양한 기전으로 연결이 되어있으

며 질환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기전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살

펴본다면, 구강 내 세균은 주로 치주에 염증을 일으킬 경우 다양한 전신

질환들과 상호 영향을 받으며 연결이 되며 이러한 기전에는 3가지가 제

시된다.26) 구강의 감염이 전신으로 전이되는 것이 일시적 균혈증에 의

해, 순환하고 있는 미생물의 독소의 효과로 인한 전이된 상처에 의해, 구

강 미생물에 의해 야기된 면역학적 반응에 의한 전이성 염증에 의해 일

어날 수 있다.27)

전이성 감염의 경우, 구강 내 감염에 의한 균혈증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다. 구강 내 미생물이 혈액으로 들어갈 경우, 전신을 순환하게 되는데

보통은 세피내망계에 의해 수분 내에 제거되며 약간의 체온상승 외에는

별다른 증상을 나타내게 되지는 않는다.28) 하지만 분리된 미생물이 체내

에서 적합한 환경을 찾을 경우에 정착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약간

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부위에서 증식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경로를 통

해 일어날 수 있는 구강 외 질환에는 아급성 감염성 심내막염, 급성 세

균성 심근염, 뇌농양, 해면 정맥동 혈전증, 상악동염, 폐 농양/감염, 루드

비히 협심증, 안구내 봉와직염, 피부 궤양, 골수염, 인공 관절 감염 등이

있다.29)

전이성 손상의 경우, 몇몇 gram-positive 세균과 gram-negative 세균

이 분비하는 확산성의 단백질이나 외독소에 의해 발생한다. 이런 물질에

는 세포용해성 효소나 A, B subunit을 가진 이합체 독소 등이 있다. 외

독소는 특이한 약리적 기능을 하는 가장 치명적인 독소로 알려져 있

다.30) 또한 세포가 죽은 뒤 방출되는 외막의 일부인 내독소 역시 숙주

체내로 들어갈 경우 병적 증상을 일으킨다. 내독소는 lipopolysaccha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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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주의 gram-negative 간균에 의해 분비된다.31) 이

러한 경로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구강 외 질환에는 뇌경색, 급성 심근

경색, 조산, 지속성 열병, 특발성 삼차신경통, 탐폰 쇼크 증후군, 과립성

백혈구 질환, 만성 뇌수막염 등이 있다.

전이성 염증의 경우, 용해성 항원이 혈액으로 들어가서 순환하고 있던

특정 항체와 반응을 일으킬 경우 일어난다. 항원과 항체가 거대분자 복

합체를 형성하면, 이 면역복합체는 축적된 장소에서 급성 또는 만성의

염증반응을 일으킨다.32) 이러한 경로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구강 외 질

환에는 베체트 증후군, 만성 두드러기, 포도막염,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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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구강 내 세균과 연관된 전신질환

3.1 당뇨병

치주병과 관련된 대표적인 전신질환으로는 당뇨가 있다. 당뇨환자들은

치주염의 유병율과 심각성이 더 높으며, 반대로 치주염을 가진 사람의

경우 당뇨의 유병율이 높으며 치주병이 있는 당뇨환자는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

당뇨병은 인슐린의 부족으로 인한 고혈당이 특징인 질환이며, 주로 인

슐린 의존성의 type1과 인슐린 비의존성의 type2로 나뉜다. 당뇨병의 특

징으로는 비정상적인 대사와 눈, 신장, 신경계, 혈관계 등에 장기간동안

합병증 등이 있다.33) 전신적인 합병증과 함께, 구강에 나타나는 증상으

로는 구강건조증, 재발성 아프타성 궤양, 구강작열감 증후군 등이 있

다.34)

몇몇 연구들에서는 당뇨병 환자와 정상인의 plaque의 조성을 연구해왔

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치주낭에는 더 많은 치주병원균

이 발견되긴 했지만 세균조성에 있어서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 사이에 특

이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35) Porphyromonas gingivalis는 당뇨병 환

자가 정상인에 비해 더 많은 수를 보였지만, Aggregatibacter

actinomycetemcomitans, Campylobacter rectus, Capnocytophaga,

Eikenella corrodens, Fusobacterium nucleatum, Prevotella intermedia

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36) 다른 연구에 따르면, 정상인에 비해 당

뇨병 환자에게서는 치은열구의 plaque에서 P. gingvalis, Campylobacter,

A. actinovycetemcomitans가 더 발견되었다는 결과도 있었다.37) 또한 좀

병독성이 높은 clone인 P. gingivalis Type 2 fim A gene이 2형 당뇨병

의 심한 치주염에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도 있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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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조절되지 않는 치주염이 있을 경우 당뇨의 혈당 조절을 악화시켜

당뇨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치주염이 있을 때

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이 악화될 확률이 치주염이 없을 경우보다

13배나 높았다.39) 그리고 비침습성의 치주염 치료 후에 1형, 2형 당뇨병

의 혈당조절에 큰 개선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으며,40)41) 항생제를 치주치

료에 쓴 후에도 혈당조절에 부가적 이득이 있었음이 보고되었다.42) 즉

치주치료는 당뇨병 환자의 장기적인 혈당 조절에 이득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치주질환이 당뇨병의 혈당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IL-1, IL-6,

TNF-α와 같은 치주 염증의 중요한 매개인자들이 당과 지질의 대사에

기능을 하기 떄문이다. 비만과 2형 당뇨의 경우 IL-6와 TNF-α의 혈장

농도는 상승할 수 있는데, 이 물질들은 이화작용을 촉진하고 체중감소를

일으키며 인슐린 저항성에도 관여한다. 염증이 있는 치주는 이러한 염증

매개물의 내분비성 공급원 역할을 하게되며, 이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43)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치주염이 있을 경우에는 감염 매개성의

cytokine 합성증가가 일어난다. 또한 당뇨시에는 치주 병원균이 분비하

는 물질이 당뇨시에 작용하는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AGE) 매

개성 cytokine 반응을 증가하게 한다. 이러한 2가지 경로들을 통해 치주

의 감염이 당뇨의 심도에 영향을 미치고 대사의 조절을 어렵게 만든

다.44)

당뇨병이 있을 경우에는 치주염의 심도를 증가시키기도 하는데, 이를

설명하는 기전은 여러 가지가 있다. 고혈당 상태 시 AGEs를 통해

collagen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치주의 혈관에 미소혈관장애

가 생길 수 있다.45) 또한 당뇨가 있을 경우 치주에 MMP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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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genases가 증가하여 치주의 결합조직 대사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의해 치주 조직의 건강이 감소하고 손상의 회복이 방해받는다.46) 당뇨

시에는 중성구, 단핵구, 대식세포의 기능과 보충도 변화한다.47)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뇨병 환자는 치주염의 발병과 심도를 증

가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치주염이 있을 경우에도 당뇨병의 혈당

조절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치주의 건강에 특히 신

경을 써야하며, 치주염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당

뇨병의 조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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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류마티스 질환

류마티스 질환은 활막에 염증이 일어나는 자가면역성 질환이다. 만성

염증성 관절 질환인 류마티스 질환과 치주염은 병의 특징과 병적인 진행

이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다.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류마티스 질환과 치주

염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상당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48) 치주염

을 지닌 환자들은 치주염이 없는 환자들에 비해 류마티스 질환의 유병율

이 높음이 밝혀졌다.49) 류마티스 질환과 같은 전신적인 염증성 질환이

존재할 경우에는 치주염의 발생과 진행을 촉진시킬 수 있다. 반대로 치

주염이 있을 경우에도 치주의 병원성 세균들이 숙주의 혈액으로 침투하

여 특정장소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

먼저 공통요소에 관해 언급된 바에 의하면, 치주염과 류마티스 질환은

유전적 요소와 흡연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환경적 요소에 의해 동

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두 질환의 연관성 고려 시에는 이러

한 공통 요소에 관한 고려가 있어야 오류를 피할 수 있다.

치주염이 류마티스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전을 살펴본다면,

높은 병원성을 지닌 구강 내 세균은 만성 균혈증을 일으켜 멀리있는 기

관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P. gingivalis와 같은 치주 병원균은 상피의

integrity를 손상시켜 내피세포를 침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번역 기전

과 단백질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Porphyromonas

gingivalis, Prevotella intermedia, Tannerella forsythia, Treponema

denticola, Prevotella nigrescens, Fusobacterium nucleatum의 DNA가

류마티스 환자의 활액에서 발견되었으며, 특히 Porphyromonas

gingivalis, Prevotella intermedia, Tannerella forsythia에 대한 혈청 내

의 높은 항체 수치도 발견되었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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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세균들 중에서도 P. gingivalis가 류마티스 환자에게서 특히 중요

한 세균임이 증명되었다. 류마티스 질환을 지닌 환자를 조사한 결과, 환

자의 혈액과 활액에는 P. gingivalis의 항체와 DNA가 정상인보다 많이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51)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P. gingivalis가

인간의 무릎관절에 있는 연골세포에 침입하여 세포반응을 유도할 수 있

음이 밝혀졌다. 침입 후 P. gingivalis는 세포 주기의 진행을 지연시킨

수에 연골세포의 세포 괴사를 증가시킨다.52) P. gingivalis는 또한

peptidyl arginine deiminase(PAD)를 분비하는데 이는 류마티스 질환의

중요한 병인성 요소로 밝혀졌다.

반대로 류마티스 질환이 치주염에 영향을 미치는 바를 살펴보자면, 류

마티스 질환이 있을 경우 치주염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

한 기전들을 살펴보자면, 류마티스와 류마티스의 약제에 의한 골소실을

들 수 있다. 염증성 과정을 일으키는 류마티스 질환 그 자체의 결과로

인해 전신적 골 소실이 흔히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류마티스 환자에서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53) 또한 류마티스 질환시 복용하게되

는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제 역시 류마티스 질환시의 골다공증에 기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류마티스 질환 자체와 그 약제에 의한 골다공증은 치

주질환시 골소실을 가속화 시켜 치주질환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

는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류마티스 질환시 복용하는 다른 대부분의 약

제는 오히려 치주질환의 발현이나 진행을 억제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

로 DMARDs에 의해 치료되고 있는 류마티스 질환자는 치주염이 적게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다.54) 게다가 류마티스 질환시 복용하는 NSAIDs

또한 치주염의 치료에 이익이 된다는 증거도 있다.55) 그 외에 류마티스

질환자의 경우 상지의 활동에 제약을 받게되므로 구강위생에 심각한 손

상을 입게 되어 우식의 위험성 증가와 함께 치주염의 발생과 악화에 영

향을 줄 수 있다.56)

위의 내용을 통해 류마티스 질환의 전개과 치주염의 존재 사이에는 관



- 15 -

련이 있다는 증거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치주염에 관련된 세균

들 중에서 P. gingivalis는 류마티스 질환의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세균임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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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심혈관계 질환

동맥경화나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CVD)은 유전적 요소나

환경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요인들

중 하나로 치주질환을 들 수 있으며 여러 역학적 연구에서도 CVD와 치

주염의 관계가 입증되고 있다.57) 이에 치주 질환이 CVD에 영향을 미치

는 여러 기전들이 제시되었다.

먼저 Streptococcus sanguis나 Porphyromonas gingivalis와 같이 표

면에 혈소판 응집단백질을 가진 구강 내 미생물들에 의해 생긴 혈전 생

성을 기전으로 제시할 수 있다.58) 이러한 치주의 미생물이 심장 주위에

서 항체 반응이나 보체 활성화와 같은 일련의 면역반응을 일으켜 CVD

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관련하여 심각한 치주질환이 있는 환자의

atheromas의 42%에서 치주염 관련 병원균이 발견되었다.59)

다른 기전으로는 일부 환자의 oral infection에서는 미생물이나 LPS에

대한 숙주의 반응으로 TNF-α, IL-1β 같은 염증전 매개체를 과하게 방

출하도록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hyperinflammatory monocyte

phenotype을 가진 환자의 경우 LPS등에 대한 반응으로 peripheral blood

monocyte가 일반 사람의 3배에서 10배의 염증전 매개체를 방출하게 하

였고, 이 때문에 과한 염증반응이 야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60)

또한 oral infection은 간에서 C-reactive protein(CRP)를 생산하도록

자극하고 이에 의해 손상된 혈관에서 침전물 생성이 많아지도록 할 수

있다. Plasma 내 CRP의 농도가 높을 경우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성

이 높아진다. 연구에 따르면 치주염이 없는 환자에 비해 치주염을 가진

환자에서는 더 높은 양의 CRP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61) 또한 치주염

과 심장병을 동시에 지닌 환자는 대조군에 비해 CRP의 mean leve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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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으며 치주염을 치료할 경우 CRP 농도의 65% 감소효과가 있었다는

연구도 있다.62)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상 동맥 질환과 뇌졸중 등은 치주병에 의

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역학 연구결과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몇 개의 가

능성 높은 기전이 제시되고 있긴 하지만, 최근의 연구결과에서도 여전히

관상 동맥 질환과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계질환이 치주염과 연관되어 있

다는 증거는 확실하지는 않다.63)64)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좀 더 가능성

높은 연결고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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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cancer

치주염은 여러 종류의 암과의 연관성이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알려진

risk factor를 조절한 연구에 따르면, 치주염 병력이 있을 경우에 total

cancer risk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65) 그중에서는 실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암도 있고, 적은 가능성이 예상되는 암이나 연관

성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종류도 있었다.

Oral cancer의 경우, 치주염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졌다.66) Tooth loss를 비롯하여 여러 치주질환의 증거들이 있는 경

우에 구강암의 위험성이 올라가는 것이 밝혀졌다. 몇몇 연구들을 종합하

면, 흡연과 음주 요소를 조절했을 때 tooth loss는 구강암의 위험성을

2,3배 상승시키는 것으로 보고했다.67)68)69)70) 정확히 어떤 기전에 의해

연결이 되는지는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흡연, 음주, HPV가 구강의 위치별로 다른 효과를

나타내므로, 구강암에 대한 치주염의 효과도 또한 구강의 위치별로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71)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tooth loss나 치주염과 상부 위장관암과 위암의 경우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평가하고 있다.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tooth

loss가 10개 이상일 경우 위암의 위험성이 2배 상승한다는 연구,72) tooth

loss와 upper GI cancer로 인한 사망 위험 사이에 큰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73) Helicobacter Pylori의 감염 test를 통한 tooth loss와 gastric

non-cardia cancer의 연관 연구에서 암의 위험성이 2배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74) 등이 있었다.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치주염은 상부 위장암관이

나 위암과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가 많았으며 그 중에서도 non-cardia

gastric cancer가 특히 가장 강한 연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는 non-cardia gastric cancer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H . Pylori를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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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tooth loss시 이러한 암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oral infection을 일으키는 세균 중 하나

가 비슷한 염증 기전을 일으킬 것으로 추정되지만 밝혀진 바는 없다. 그

러나 위의 연구들은 tooth loss를 치주염의 증거로 삼은 연구가 많기에

주의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더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흡연과 H . pylori

의 조절을 더 엄격히 한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폐암의 경우, 몇몇 연구에서 살펴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병원균과 폐암사이의 관계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흡연 유무와 관계없이 폐암과 tooth loss 사이에

관계가 없다는 결과도 있다.75) 다른 연구에 따르면 치주염과 폐암으로

인한 사망에서 흡연자의 경우 치주염 환자의 경우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

이 2배로 상승하지만 비흡연자로 연구 대상을 한정했을 경우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76)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흡연요소를 제어했

을 경우에 tooth loss를 비롯한 치주염에서 폐암과의 관련성은 크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췌장암의 경우, tooth loss와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가 많았다.

Stolzenberg-Solomo등의 연구에 따르면 lost teeth의 수에 따라 췌장암

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7) 그리고 Michaud 등의 연구

에 의하면 치주염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도 췌장암의 위험성이 64% 증가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8) 또한 치주염 환자와 췌장암환자 사이에는 비

흡연자 사이에서도 강한 연관성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치주염이 흡연에

관계없이 췌장암의 발현에 큰 기능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확

실한 결론을 내고 기전을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연구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췌장암의 경우 추가적으로 연구된 바에 의하면, 만성 췌장암 환자에서

는 건강한 사람의 구강 내에서 발견되는 Neisseria elongat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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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ptococcus mitis 2종의 세균 수치가 확연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79)

따라서 이 2종의 수치를 조사하여 80%의 확률로 췌장암 환자와 건강한

피험자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정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

았기 때문에 결과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 전립선암과 치주염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

다.80) 혈액암의 경우에는 Michaud 등의 연구에 따르면 치주염 병력이

있을 경우 증가된 non-Hodgkin lymphoma, leukemia, myelomas가 있었

지만 유의미한 상승은 non-Hodgkin lymphoma 뿐이었다.81) 하지만

Hiraki 등의 연구에서는 lymphoma와 tooth loss의 관련성을 밝혀내지

못했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non-Hodgkin lymphoma는 어느정

도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 외 유방암이나 다른 암종에

관해서도 서로 상반된 결과들이 관찰되었고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암종은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암의 비율은 치주염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

며82)83)84) 특히 췌장암, 상부 식도암, 구강암과 일부 혈액암은 치주염과

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관찰된다. 하지만 확실하게 밝혀진 기전은 없

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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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폐렴

치주질환이 세균성 폐렴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 많은 경우

세균성 폐렴은 oropharyngeal flora의 흡인으로 세균이 하기도에 들어갈

경우 일어난다.85)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세균들은 흡인이 일어나기 전

에 구강이나 인두의 점막에 먼저 군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세균들은 외부 유래일 수도 있고 정상세균총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과증식해서 생길수도 있다. 호흡기 점막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병원

균으로는 Streptococcus pneumoniae, Mycoplasma pneumoniae,

Haemophilus influenzae가 있다. 그 외 정상 세균총에는 A.

Actinomycetemcomitans, P . gingivalis, Fusobacterium, Actinomyces

israelii, Capnocytophaga spp. Eikenella corrodens, Prevotella

intermedia, Streptococcus constellatus 종이 또한 하기도관에 흡인되어

폐렴을 일으킬 수 있다.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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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그 외의 질환

위에서 살펴본 전신질환 외에도 치주와 연관성을 보이는 전신질환이나

전신적 상태에 관한 연구 결과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조산이나 비만 등

에 관한 연구가 있다.

Oral infection은 저체중아의 출산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

가 있다.87) 저체중아 출산은 출생 시 체중이 2.5kg 이하인 경우를 의미

하며 여러 개발도상국의 중요한 건강문제 중 하나이다. 저체중아 출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상 체중의 출산아에 비해 저체중아의 신생아 시기

사망률이 높기 때문이다.88) Oral infection이 있을 경우, gram-negative

infection에 의해 여러 염증성 인자가 숙주의 혈중에 배출되는데, 미생물

요소인 LPS에 의해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키고 IL-1β, TNF-α, IL-6,

matrix metalloproteinases(MMP) 등의 cytokine들이 배출된다.89) 이러한

물질들이 몸을 순환하다가 태반장벽을 통과할 경우, 양수의 TNF-α 등

의 농도를 올려서 조기분만을 야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Bacteroides

forsythus, P . gingivalis, A. actinomycetemcomitans, Treponema

denticola가 대조군에 비해서 저체중아 출산을 한 모체에서 높은 농도가

발견되었다.

전신질환은 아니지만 비만 역시 최근 구강세균과의 연관성이 언급된

연구가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만 여성과 비만이 아닌 여성 사이에

구강 내 타액에 포함된 세균의 조성이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90)

Goodson등에 따르면 Body Mass Index가 17~32인 비만 여성과 정상 체

중의 여성에서 타액 시료의 DNA를 분석하여 세균총 비교를 한 결과,

40여종의 세균에서 종의 세균이 큰 차이를 보였는데 각각 2% 정도의 증

가된 수치를 보였다. 그리고 비만 여성의 98.4%는 Selenomonas noxia라

는 세균이 발견 되었는데, 비만 여성 구강 세균의 1%를 차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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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이용하면 비만 진행을 확인하는 표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결과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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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관련연구의 설계 시 고려사항

전신질환과 oral infection 또는 구강 내 세균의 조성에 관한 연구를

할 때 common factor에 대한 고려가 꼭 필요했다. common factor 요소

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실제로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질환임에도 불

구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예로 폐암의 경우, 치주염과 폐암의 common factor인

smoking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었다. 위의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smoking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폐암과 치주염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

럼 결과가 나왔지만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폐암과 치주염

은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즉, 전신질환과 치주질환에 공통

으로 영향을 미치는 factor에 의해 두 질환의 상관관계 추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실험 설계 시에는 common factor에 대한 염두를 포함해

야 한다. 이러한 common factor에는 대표적으로는 age, race, gender,91)

body mass index,92) smoking, diabetes, nutrition,93) low socioeconomic

status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common factor는 흡연

이다.

또한 고려해야 할 요소로 통계적인 문제가 있다. 특히 여기에는 치주

염의 측정에 관한 사항이 중요하다. 연구마다 치주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기준이 차이를 보였는데, 어떤 논문에서는 tooth loss를, 또 다른

연구에서는 환자의 치주염 병력, 임상적 검사, 방사선학적 검사를 기준으

로 삼았다. 이렇게 논문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을 가질 경우, 논문 간의

비교가 힘들어지며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논의에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논문에서 치주염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 중에 오류를 범

하기 쉬운 것으로는 tooth loss가 있다. 이 기준의 경우 나이 많을 경우

에는 치주염과 상관이 있을 수 있지만 나이가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에는

우식에 보다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94) 또한 그 외에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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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등에 의해 tooth loss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cancer와 치주질환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부분 tooth loss를 치주염의 기준으로 삼

고 있었다. 이에 대해, 상실된 치아수가 늘어나면 무치악환자는 더 이상

활동성 치주질환을 가지지 않으므로 치주질환에 대한 노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tooth loss를 치주염의 근거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논문도 있다.95) 치주염 정도의 측정에 있어서 가장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는 기준으로는 부착 소실의 임상적 측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임상

적 검사가 힘들 경우에는 치주염 병력이나 치주염으로 인한 치아 상실의

자가 보고, 교익 방사선 사진이 치주질환의 존재에 대한 더 나은 진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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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문헌 조사 결과, 당뇨병, 류마티스 질환, 심혈관계 질환, 암, 폐질환, 조

산, 비만 등의 여러 전신질환에서 구강 내 감염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연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관성이 있다고 나온 질환들도

대부분은 제한된 수의 연구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추정되는 연결 기전이

있을 뿐 확실하게 정립된 기전은 찾기 힘들었다. 또한 추정되는 연결 기

전 역시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구강의 감염이 전신으로 전이되는 기전을 예측하는데 자주

등장하는 몇 가지 공통된 기전이 있었다. 대표적인 기전 3가지로는 일시

적 균혈증에 의한 것, 순환하고 있는 미생물의 독소의 효과로 인한 전이

된 상처에 의한 것, 구강 미생물에 의해 야기된 면역학적 반응에 의한

전이성 염증에 의한 것이 있었다. 즉 대부분이 치주염에 의한 염증성 작

용이 전신으로 파급되는 기전을 통해 치주염이 전신질환의 유병율이나

심각성을 높이는 것에 기여하고 있었다.

반대로 전신질환이 있을 경우 치주염의 유병율이나 심각성을 높이는

것도 다양한 기전이 있었다. 자주 등장하는 기전으로는 전신질환이 치주

로의 혈류를 방해하거나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등, 골이 가진 염증 저항

성을 낮추는 것이 있었고, 또 다른 것으로는 치주조직에서 염증매개인

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서 치주염에 대한 반응을 격렬하게 하는 것이 있

었다. 또한 전신질환 시 신체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oral hygiene을 유지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치주질환의 발생율과 심각성을 높이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전신질환과 치주의 감염에 관련된 다양한 세균이 있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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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특히 전신질환과 치주질환의 매개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균 중 하나로 P. gingivalis가 있다. 이 세균은 당뇨, 류

마티스 질환, 심혈관계 질환, 폐렴, 조산 등 여러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균 중 하나로 등장했다. 이 세균은 염증에 관련된 기전에

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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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b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periodontal disease and systemic disease, between

composition of oral microflora and systemic disease, and so on.

Accordingly, there is a need to organize all of the findings from

various studies on oral microbiota and diseases or conditions of the

human body, and to analyze the mechanism connecting oral microflora

with the human body, bacteria related to oral microflora, and the

correlation between oral microflora and oral infection. Based on the

findings from various research papers, this paper organizes the

relationship between oral microbiota and systemic disease, and their

connecting mechanism, and finds bacteria to be highly rela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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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 diseases. This research also aims to analyze any possible

problem or methodology for the research design in the study on

periodontal disease and systemic disease.

The results from previous research show a correlation between oral

infection and systemic diseases, such as diabetes, rheumatoid arthritis,

cardiovascular disease, cancer, lung disease, and renal disease, as well

as with low birth rate. Slight differences exist in the connecting

mechanisms between these diseases and oral infection, but there are

some common mechanisms in the systemic metastasis of oral

infection. The three most common are the mechanism from transient

bacteremia, the mechanism from metastatic injury that comes from

the toxin effect of circulating microorganisms, and the mechanism

from metastatic inflammation that comes from the immunological

reaction caused by oral microflora. Among various bacteria related to

systemic disease and oral infection, P . gingivalis has the greatest

effect on inflammation of the vectors of systemic disease and

periodontal disease.

There are two problems in the research on systemic disease,

composition of oral microflora, and oral infection: the matter of

various common factors and the definition of periodontitis. On the

issue of various common factors, there could be a problem in

estimating the correlation between systemic disease and periodontal

disease because of the common factors that affect both of them.

Those common factors are age, race, gender, body mass index, etc.

Of these, smoking has the biggest effect. Regarding the definition of

periodontitis, it is difficult to compare previous studies because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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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different criteria for periodontitis—and even if they draw similar

conclusions, their analyses could be different. Among the criteria for

periodontitis, tooth loss could easily lead to erroneous analysis. This

criterion would have a correlation with periodontitis in older test

subjects, but it would have a stronger correlation with dental caries

in relatively younger test subjects.

keywords : oral microflora, periodontitis, oral infection,

systemic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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