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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ultifaceted role of chronic inflammation in multistep carcinogenesis has been extensively inves-
tigated and well documented. Periodontal diseases are associated with multifactorial agents, including
bacterial endotoxins and the generation of an inflammatory response, indicating that poor oral health
is associated with a variety of systemic diseases. The association between poor oral health, chronic
inflammation, smoking, and increased alcohol consumption as risk factors for tumorogenesis is well
established. More recently, associations between oral health and tooth loss and gastric, lung, and pan-
creatic cancers have been explored, with some studies pointing to smoking and oral health as a com-
mon link with an increased risk for malignant disease. In addition, epidemiological studies con-
sistently indicate increased risks of various cancers with periodontal disease or poor oral condition
caused by oral bacteria, which may activate alcohol- and smoking-related carcinogens locally or act
through chronic inflammation. Appropriate oral care is vital in preventing cancer, as well as many
other diseases. Thus, research on the correlation between oral care and periodontal inflammation and
cancer is required. This review highlights the association between oral health and the risk of certain
malignancies, such as periodontal disease-associated chemoprevention of inflammation” in this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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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치주염(periodontitis)은 치주에 생기는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

이다. 미국에서는 30세 이상의 성인들 중 약 35%가 치주염을 앓고

있다[4].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HANES)에 의한 1999년부터 2004년 사이의 치주 질환 유병률

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세부터 34세 사이의 성인들에게서

는 중간 정도와 심각한 정도의 치주 질환의 유병률은 0.82%

~18.3% 사이였으며, 75세 이상의 성인들에게서는 0.06%~2.9% 사

이였다[10]. 급속 파괴성 치주염(rapidly destructive forms of pe-

riodontitis)에 대해, 그 유병률은 흑인들에게는 약 2.1%~2.6% 사

이였으며, 백인들에 대해서는 약 0.09%~0.17% 사이였다[16, 20]. 

만성적인 치주염(chronic periodontitis)은 치아의 지지조직에서

염증(inflammation)을 유발하는 구강 박테리아 감염에 의한 것이

특징이며, 대개 치주 조직과 치아를 지지하는 치조골(alveolar

bone)의 파괴로 이어진다[11, 22]. 이 구강 염증은 보통 순환하는

염증 표지의 증가되는 농축과 혈청 염증 표지의 양과 직접적인

상호관계가 있는 질병의 심각성에 전신적인 영향을 준다[5]. 혈청

에서 염증의 C-반응 단백질(C-reactive protein)과 다른 생체 표지

의 양은 치주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았

다[15, 17]. 아울러 치주 감염은 심장 혈관병, 진성 당뇨병, 기형아

출산 등 특정 기관 및 조직의 질환과 연관된다[19, 23]. 치주 질환

과 암의 가능한 연관성은 물론, 그것이 전체적인 암 위험과 관련

되었는지 혹은 특정한 종양 부위와 관련되었는지는 아직 알려지

지 않았다. 본문에서는 치주 감염과 췌장암, 폐암, 백혈병을 포함

한 고형종양 및 혈액암과의 가능한 연관성에 관하여 최근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염증 반응

면역 체계는 해로운 자극에 대해 전신적 염증반응으로 반응

한다. 급성 염증(acute inflammation)은 혈액에서 상처받은 조

직 부위로 혈장 단백질과 백혈구의 양이 증가하는 초기 반응

이다. 만성 염증(chronic inflammation)은 단핵 면역 세포의

증가, 조직 파괴, 섬유증(fibrosis)과 혈관신생(angiogenesis)을

통한 회복시도로 특징지어진다[9]. 염증은 인체에 의해 철저

하게 조절되어서 아테로마성 동맥경화증(atherosclerosis)이나

부적절하고 의도치 않은 조직 괴사(parenchyma necrosis) 같

은 다른 질병들의 원인이 되지 않게 치료하는 일을 해야 한다.

암이나 악성 종양은 조절되지 않은 세포의 성장, 조직 침투,

혈액과 림프계를 통한 다양한 기관들로의 전이(metastasis)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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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fferent influences of pro-inflammatory cytokines on osteoclasts (TRAP, tartrate-resistant acid phosphatase; OSCAR, osteoclast

associated immunoreceptor).

는 특성을 가진다. 형성된 세포의 비정상적 유전적 물질은 거

의 모든 암들의 원인이 되며, 이런 비정상은 보통 흡연, 방사

능, 화학물질, 감염체 등의 발암물질들에 의해 유발된다. 암은

그들이 생성된 조직의 기본 종류에 따라 분류되며, 예후는 암

의 종류와 질병의 단계와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진다[9]. 염증

은 종양 형성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억제되지 않는 종양세포

와 방어적인 숙주 세포 및 미세 환경은 종양이 자라고 퍼지게

한다. 종양 생성 시기에 관찰되는 염증반응은 조직의 항상성

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매개체들을 제공함으로써 종양 발달의

많은 면들을 조절한다[5, 23]. 염증은 세포 증식과 돌연변이를

유도하고, 산화성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을 감소시키고, 혈

관신생을 촉진하며, 세포자멸사(apoptosis)를 억제하고, 염증

성 매개체의 분비를 증가시킨다[5, 22, 29]. 따라서 치주염과

암 사이의 상관관계의 연구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염증과 골 손실

염증과 골 손실(bone loss)은 치주 질환의 전형적인 특징이

다. 그렇다면 염증이 어떻게 골 손실을 유발하는가에 대한 질

문이 생긴다. 축적된 증거에 따르면 국부적인 염증 반응과 선

천적인 면역 체계의 활성화를 자극하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

된 요인들과 항원이 치주 질환과 관련이 있다. 염증 유발 분자

와 cytokine network가 이런 프로세스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 interleukin (Il)-1과 종양괴사인자(tumor ne-

crosis factor)-α가 교대로 병변에 있는 세포들에 영향을 미치

는 가장 주요한 분자로 보인다. 항원에 의해 자극된 림프구(B

와 T 세포) 또한 중요한 인자로 추정된다. 결국 단계적으로

nuclear factor의 receptor activator - kappa B (RANK) -

RANK ligand (RANKL) - osteoprotegerin (OPG) axis를 거쳐

파골세포 형성(osteoclastogenesis)과 차후의 골 손실을 일으

킨다(Fig. 1). 이 axis와 그것의 통제는 치주 질환의 특성이라기

보다는 만성 염증을 수반하는 병변에 대단히 중요하다. 치주

질환 모델에 관한 증거의 상당 부분은 RANKL mRNA 표현과

단백질 생성의 증가가 RANKL/OPG 비율을 증가시키고, 대

식세포 전구 세포(macrophage precursor cell)가 파골세포

(osteoclast)로 분화하는 것을 자극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그것들은 파골세포의 성숙과 생존을 자극하고 이는 골 손실을

야기한다[32]. OPG mRNA 발현과 단백질 생성은 일반적으로

치주염 병변에서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RANKL

과 OPG의 유전자가 삽입되거나 제거된 동물을 통한 연구는,

치주 질환에서 보이는 조직 손실에 이러한 분자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여 준다. 아이러니하게도 치주 전문의들

은 치주 질환의 세균적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춰오고 있고, pla-

gue 제거는 곧 특정 박테리아나 박테리아 집합체의 제거에

목적을 둔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염증의 제거와 세균성 pla-

gue에 대한 숙주의 면역반응 약화는 결국 RANKL/OPG 비율

을 감소시키고 이와 연관된 골 손실 또한 줄어들게 함으로써

치주 치료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것이다[8]. 따라서 곧

RANK–RANKL–OPG axis의 통제를 목표로 하는 치료법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치주 질환과 암

치주 질환은 어떻게 암을 유발시키는가? 치주 질환은 구강

박테리아의 증가뿐만 아니라 위액과 구강의 니트로사민

(nitrosamine)을 증가시킨다[22]. 이 모든 것은 암을 촉진시키

는 물질이다. 치주염은 잇몸과 치아를 지탱하는 조직에서의

만성 염증 반응이 그 원인이다. 치주 질환의 원인이 되는 박테

리아는 조직과 뼈를 파괴하고 조직 파괴 독소를 분비하는 염

증 반응을 촉발시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염증이 발암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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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성을 촉진시킴으로써 암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믿는다. 잇몸 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서는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C-반응 단백질을 포함한 염증 표지가 일반적으로

증가되어 있다. 치면 세균막은 구강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수만의 박테리아로 이루어져있다. 박테리아들의 균형 붕괴는

잇몸 질환과 염증 조건과 같은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의 분비

를 촉진시킨다. 결국 이 병원균들은 신체를 감염과 암을 포함

한 염증 조건에 민감하게 만들면서 신체의 면역 체계를 약화

시킨다.

발암 요소들 중 하나는 당뇨병(diabetes)이다. 잇몸 질환이

당뇨병을 발병시킬 위험을 증가시키고 혈당을 조절하기 힘들

게 만드는 과학적 증거들은 충분하다. 잇몸 질환은 당뇨병과

암을 촉발시킴과 동시에 당뇨병은 발암의 위험을 높인다. 두

부와 경부에 암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만성 치주 질환의 발생

정도의 상관성을 알아차린 연구원들은 만성 잇몸 질환을 두부

와 경부에 암을 발병시키는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정하기에

이르렀다. 발암 요인 중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만성 치주 질환이

긴 하지만, 심지어 가벼운 치주 질환도 암을 발병시킬 확률을

증가시킨다. 또 다른 암과 치주 질환의 일반적인 관계는 흡연

이다. 흡연은 암과 치주 질환 모두의 위험 요소이며, 이는 암과

치주 질환이 흡연자들 사이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사실을 설명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흡연은 그것 자체로도 발암의

원인이 되며, 두부, 경부, 구강과 폐에 발생하는 암의 심각한

위험 요소이다. 따라서 치주 질환, 혹은 이로 인한 치아 손실이

특정 부위의 암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췌장암

췌장암(pancreatic cancer)은 보통 말기에 진단이 되며 생존율

은 매우낮다. 흡연은 검증되어진 변함없는 위험요소이며[26], 가

공되거나훈제된육류의 섭취나 Helicobacter pylori의군집, 당뇨병

이력을 포함한 다른 위험요소들도 제기되었다[24]. 핀란드에서

이루어진 α-Tocopherol-β-Carotene Cancer Prevention의 데이터

를 이용한 한 전향 연구(prospective study)는 췌장암과 치아 손실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준다. 치아 손실은 H. pylori 양성혈

청반응과는크게 연관되지 않는다고 알려졌으나, 그 연구의 대상

들은 나이 많은 흡연자 남성들이었다. 개인 통계 모델에서 계단

형식으로 잠재적인 영향 요소가 추가되었다. 어떤 흡연 이력의

변인도 위험 판단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다른잠재적혼란요소로

는 나이, 키, 몸무게,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도시

거주여부, 교육, 담석(gallstone) 이력, 췌장염(pancreatitis), 소화

기관과 십이지장 궤양 혹은 당뇨병, 에너지원, 에너지 보정 탄수

화물, 지방, 포화 지방, 엽산, 알코올이 있었다. 나이는 그 상관관계

에서 위험판단에 영향을 주었으나, 다른잠재적 요소들은 그러지

않았다[26]. NHANES I의 자료를 사용한 다른 연구에서는 치은

염(gingivitis), 치주염, 치아 손실을 가진 개인은 암으로 인한 사망

의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췌장암과의 연관성

을 시사했다. 그러나 흡연 습관이나 알코올 섭취 등의 잠재적 혼

란요소의 보정은 이러한 관련을 약화시켰다[14]. 남성건강 전문

가들의 Health Professionals Follow-Up Study (HPFS)의 자료를

토대로 한 전향 연구에서 치주 질환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그렇

지 않은 사람보다더큰췌장암 위험이 있음을밝혔다[22]. 그리고

치주 질환을 치아 손실과 함께 분석해보면, 치주 질환과 최근의

치아 손실이 없는 췌장암 환자들에 비해 있는 사람들이 2.7배 많

았다. 이 결과는 치주 질환의 시기와 심각성이 암과의 관계에 어

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치주 질환의 이 연관성은 흡연

을 전혀하지 않거나 BMI가 25 미만인 사람에게서더강하게드러

났으며, 이는 단순히 흡연이나 비만이 이 연관을설명하기엔불충

분하다는 것을말해준다. 또한 이 연관은 어리거나 고령층환자들

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나이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한다. 통계학적 모델은 나이에 따라 계층화되었고, 그들은

흡연, 당뇨병, 기준 BMI, 인종, 키, 신체활동, 비스테로이드성 항염

증 약물 사용여부, 종합 비타민제 사용여부, 지리학적 위치, 담낭

적출 이력에 따라 보정되었다. 식단의 요소는 통제되었고, 소득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자료는 수집되지 않았으며 이 연관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를 주도한 연구자들은

치주 질환의 예들이 개인 스스로의 응답에 의존한 것을 연구의

한계로 인정했다[22]. 이런 전향 연구들로부터얻어진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이 발견을 입증하고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탐구할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다. 몇몇 저자들은 치주 질환이 염증이나

니트로사민 같은 발암물질의 생성을 통해 췌장의 발암을 촉진한

다는 가설을 연구 중이다. 니트로사민과 위액은 췌장암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어쩌면우연적인 관계일지

도 모른다[2, 3, 24, 26].

폐암

치주 질환과 폐암(lung cancer)과의 연관성은, 이미 잘 정립

된 흡연과 폐암의 강한 연관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21].

NHANES I의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Hujoel 등[14]은 치주

염이 전체적인 암으로 인한 죽음, 특히 폐암과 중요하게 연관

되었음을 알아냈다. 이 연관은 빈곤지수나 비타민 A와 C같은

요소들로 분석이 보정됨에 따라 감소했다. 분석이 흡연 경험

이 없는 사람에게 한정된다면, 치주 질환과 폐암 사이의 어떤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았다. Glasgow Alumni Cohort의 자료

를 살펴본 다른 연구 역시 흡연의 정도에 따른 보정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치아 손실과 폐암 사이의 관련성을 찾

지 못하였다. 환자들의 실험 당시 나이, 성별, 아버지의 사회경

제적 지위, 흡연 정도, BMI, 수축기 혈압이 감안되었다[28].

치주 질환과 폐암과의 가능한 연관성은 복잡할 것이다. 치

주 질환은 흡연 이력의 알려지지 않은 면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치주 질환은 뇌졸중과 같은 다른 흡연 연관 질병들

과도 관계가 있다[28]. 추가로, 치주염과 전신적 질병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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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상대적인 정도는 흡연과 전신적 질병 사이의 관련

성의 정도와 흡사하며, 이는 치주염이 흡연의 알려지지 않은

효과를 대변하는 표지이며, 흡연의 효과와 비슷한 효과를 가

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치주염은 폐의 조직과 멀리 떨어져 있

으므로, 염증의 침투가 폐 조직에 집중되어 암을 유발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럽지 않다[28]. 이

연관이 입증되려면, 흡연 정도가 적은 표본에서 더 많은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부 위장암

많은 연구들은 치아 손실과 상부 소화관, 식도, 위를 포함한

상부 위장암과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일본의 한 환자대조군

연구에서는 성별, 나이, 거주 지역을 맞춘 242명의 위암환자와

484명의 정상인을 비교한 결과, 위암 발병율과 손실된 치아의

수에는 확실한 노출량-반응 관계가 드러났다. 스트레스, 장시

간의 노동, 불규칙한 수면시간 등의 요소는 높은 발병률로 나

타났다[30]. 식도와 위 분문(gastric cardia) 암의 발병률이 세

계적으로 가장 높은 중국 Linxian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Abnet 등[2]의 연구에 의하면 40에서 69세 사이인 29,584명

의 암이 없는 정상인들에게서 식도 편평상피 세포암과 위 분

문 선암(adenocarcinoma), 위 비분문(gastric noncardia) 선암

의 주목할 만큼 높은 위험성을 발견했다. 그들은 이 높은 위험

성이 몇 개의 치아 손실과 강력히 연관되어 있으며, 주로 어린

대상 집단에 국한되는 것을 알았다. 나이, 성별, 흡연 여부,

음주 여부는 언제나 통계 모델에 포함되었다. 그들은 치아 손

실이 상부 위장암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4가지 가능한 메커니

즘을 제시했다. 첫째, 치아 손실은 그 자체로는 위험 요소가

아니며, 전체적인 건강 상태의 악화를 나타내는 표시이거나,

둘째, 치아 손실은 식사 양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암의 위험이 높아졌으며, 셋째, 치아 손실은 씹기와 삼키기에

영향을 주어 식도 상피에 자극이나 손상을 주어 식도암을 유

발했고, 넷째, 치아 손실은 구강 박테리아 종류를 변화시켜

니트로사민의 노출과 생성을 증가시켜 상부 위장암의 위험을

증가시켰다. 후에 같은 연구대상에 이어진 연구에서 나이에

의한 효과를 고려할 때 치아 손실과 상부 위장암으로 인한

죽음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3]. 이 높은 위험

은 남성 흡연자, 남성 비흡연자, 거의 비흡연자인 여성들에게

서 나타났다. 통계적 모델은 나이, 성별, 흡연 여부, 음주 여부,

키, 몸무게, 수축기 혈압 등을 고려하였으며, 그 표본 대상들은

구강 질환 예방을 위한 치과 방문이 제한적이었고, 만약 추후

연구들이 치주염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 사이의 확실한 인과관

계를 밝힌다면, 치의학의 공중위생 개입이 그들의 조기 사망

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Abnet 등[1]에 의한 세 번째 연구는

50세에서 69세 사이의 29,133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자료를

통한 전향 연구였다. 치아가 전혀 없는 대상들과 치아 손실이

10개 미만인 사람들을 비교함으로써, 저자들은 위 비분문 선

암의 위험이 2배나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치아

손실과 식도 편평상피 세포암이나 식도/위 분문 선암 사이에

는 확실한 통계학적 연관이 없었다. 식습관적 요소, 흡연, 그리

고 H. pylori 같은 잠재적 요인들에 대한 보정 또한 결과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다른 구강 박테리아 또한

비슷한 염증 메커니즘이 이들 암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모

르기 때문에 흡연과 H. pylori 감염 요소를 더 적절히 통제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강암

구강 위생은 구강암(oral cancer)의 잠재적 위험 요소로 여

겨져 왔다. 흡연과 음주는 주된 위험 요소이고, 둘 모두 구강

위생을 악화시키는 요소이며 치아 손실과의 연관성에 영향

을 줄 것이다. 최근 치아 손실, 치주 질환, 구강암 사이의 연

관성에 대한 6개의 환자대조군 연구가 있었다. 베이징에서

시행된 한 연구에서 흡연과 음주의 효과를 보정하고 난 뒤

치아 손실로 나타나는 나쁜 치아 위생상태가 강력한 위험 요

소로 드러났으며, 백반증(leukoplakia)과 편평태선(lichen

planus)을 가진 사람들은 구강암에 걸릴 위험이 높음을 보여

주었다[31]. 그들은 음주, 흡연,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교육의 정도를 잠재적 영향 요소로 고려하였다. Marshall 등

[18]은 흡연과 음주가 구강암의 실질적 위험을 말해준다는

초기의 발견을 입증했을 뿐 아니라, 나쁜 구강 위생이 구강암

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위험은 담배나

음주에 의한 것에 비하면 크지 않았다. 또한 흡연과 음주를

하며 대체물이 없는 치아 손실이 있는 사람들은 구강암의 위

험이 더 높았다. 덴마크의 한 연구진들은 구강 내 편평상피

세포암의 발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저자들은 흡연

과 음주에 의한 효과를 교정한 뒤, 5개 미만의 치아를 가진

사람들과 15개 이상을 가진 사람들을 비교하였을 때 암의 위

험이 2배 가까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6]. 또한, 결혼 여부와

치아 상태는 그 위험과 크게 연관되어 있었다. Garrote 등[12]

은 쿠바의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손실된 치아와 전

반적으로 좋지 않은 구강 상태가 각각 구강암 위험을 2.7배와

2.6배 증가시켰음을 밝혔다. 환자들은 나이, 성별, 거주 지역,

교육, 흡연과 음주 습관에 따라 조정되었다. 그러나 이탈리아

의 한 연구는 16개 이상의 치아가 손실된 것과 암 위험 사이

의 어떤 상관관계도 보여주지 못하였다[27]. 그들은 나이, 성

별, 흡연과 음주 습관, 그리고 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고려했

다. 구강과 구강 인후의 편평상피 세포암을 연구한 스웨덴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구강 위생, 치아 상태, 구강 점막 상처,

음주와 흡연 여부, 바이러스 감염과 더불어 생활양식과 관련

된 것들을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보았다[25]. 그들은 좋지

않은 구강 위생 상태, 5개 이상의 손상된 치아, 20개 이상의

망실된 치아, 그리고 결함이 있는 의치 등이 구강 인후 편평

상피 세포암의 발달에 중요한 위험 요소임을 밝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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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onnection between periodontal disease and cancer

Cancer Interrelationship with cancer

Pancreas

Stolzenberg-Solomon et al. [26] Tooth loss was associated with pancreatic cancer but not associated with H. pylori.

Hujoel et al. [14]
Person with periodontitis have an increased risk of death from cancer, also there is a

suggestion of association with pancreatic caner.

Michaud er al. [22]
There is an increased pancreatic cancer risk in those with a history of periodontal

disease.

Lung

Hujoel et al. [14] Periodontal disease was associated with all cancer death, yet lung cancer specifically.

Tu et al. [28] There was no association between tooth loss and lung cancer.

Stomach

Watabe et al. [30]
There are significant response relationship between odds of developing gastric cancer

and the number of teeth loss.

Abnet et al. [3]
There are risk of esophageal squamous carcinoma, gastric noncardia adenocarcinoma,

gastric cardia adenocarcinoma which can found associated with loss of the few teeth.

Abnet et al. [2]
There ar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ooth loss and dying risk of upper gastro

intestinal cancer with age.

Abnet et al. [1]
No teeth patient had double risk of gastric noncardia adenocarcinoma compared with

<10 teeth person. There is no a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tooth loss and carcinoma.

Oral cavity

Zheng et al. [31] Smoking and alcohol can strong risk factor for oral cancer to no teeth patient.

Marshall et al. [18] Bad oral environment increased oral cancer. Yet, it is smaller than smoking and alcohol.

Bundgaard et al. [6]
Considering smoking and alcohol, there is double risk in intraoralsquamous cell

carcinoma with less than 5 teeth.

Talamini et al. [27] There is no association between increased oral cancer and teeth loss.

Garrote et al. [12] Teeth loss and bad hygiene is increasing oral cancer.

Rosenquist [25]
Bad hygiene, teeth loss more than 5 defective teeth, and more than 20 teeth loss and

bad oral condition increase oral cancer.

Total

Cabrera et al. [7] Cannot find relationship between tooth loss and cancer

Michaud et al. [22]
People with a history of periodontal disease had a significant risk of cancer compared

with normal person.

Grant [13]
There is risk factor between periodontal disease and tooth loss with cancer. Vitamin D

reduces the risk of cancer.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정기적인 치과 진료는 이러한 위험 요

소들을 감소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25]. 치아 손실과 구강 위

생은 흡연과 음주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강의 발암에 영향

을 줄 것이다. 또한 알려진 위험 요소들의 상관 정도는 인두,

후두, 구강 등 부위에 따라서 다양하므로, 추후의 연구들은

이런 특정 부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Michaud 등[22]은 치주 질환이나 치아 손실이 전체적인 암

의 위험과 연관되어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다. HPFS의 표본

을 분석하며, 저자들은 흡연이나 식단과 같은 잘 알려진 위험

요인 효과를 조정한 뒤, 치주 질환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

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전체적인 발암 위험이 높았다. 통계적

모델은 나이와 태생, 신체활동, 흡연 기간, 당뇨병 이력, 지리

학적 지역, 키, 음주, 비타민 D 점수, 칼슘 섭취, 과일과 채소

섭취, 육류 섭취, 그리고 전체 칼로리 섭취에 의해 계층화되었

다. 흡연을 비롯한 다른 위험 요소를 통제하니 치주 질환과

간, 신장, 췌장, 혈액의 암들 사이의 확실한 상관관계가 드러났

다. 0개에서 16개 사이의 적은 치아를 가진 것 또한 높은 폐암

위험과 관련되었다. 한 번도 흡연하지 않은 사람들에서 치주

질환은 전체적인 암과 혈액암(leukemia) 위험의 증가와 관련

이 있었으나, 폐암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흥미롭게도, 반

대의 연관성이 치아의 수와 피부의 흑색종(melanoma), 진전

된 전립선암(prostate cancer) 사이에서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수많은 발암 부위에서 이루어진 만큼 우연의 일치

일 수 있으며, 결과는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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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 연구는 피부의 흑색종의 위험 요소 중 하나인 태양

광 노출에 대한 보정을 하지 않았고, 가설적으로는 치아의 수

와 연관되거나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일 수 있다. 세 개의

다른 연구들은 치주 질환과 모든 암에 의한 사망과의 관계에

서 제한된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Cabrera 등[7]은 나이, 허리

와 엉덩이 둘레 비율, BMI, 흡연, 출산 경력, 사회경제적 위치

등을 고려하였다. Tu 등[28]은 그들의 전향연구에서 치아 손

실과 암 사이의 연관성을 찾지 못하였으며, Hujoel 등[14]은

심각한 암의 위험성이 치주염, 치은염, 무치의 등과 관련 있음

을 밝혔다.

결 론

현재 치주 질환과 암 사이의 가능한 연관성에 대해 수많은

가설들이 있으며, 중요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Table 1에 정리하

였다. 그러나 많은 암들은 물론 치주 질환, 치아 손실의 위험

요소로도 이미 알려진 흡연으로 인한 나머지 명확하지 않은

효과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식단과 당뇨병 이력 또한 직

접적인 요인일 수 있으며, 이들은 치주 질환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염증은 치주 질환과 암 둘 다에

모두 영향 준다. 치주 병원균에 의한 만성 염증은 세포분열을

촉진시키고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여 발을 일으키는데 기여

할 수 있다. 만성 염증은 또한 체내에 종양이 자라는 것을 감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징후일 수도 있다. 아울러 박테리아에

의한 내인성 니트로사민의 형성은 불충분한 구강 위생과 치주

질환에 의해 증진될 수 있다[21]. 흥미롭게도 Grant [13]는 치

주 질환 및 치아 손실과 암 사이 관계의 숨겨진 요소로 “혈청

에서의 25-hydroxyvitamin D (calcidiol)의 낮은 농도”를 제시

했다. 비타민 D는 cathelicidin (LL37)을 유도함으로써 치주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며, 이로 인해 Epstein-Barr virus를

비롯한 바이러스성 감염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결국 몇 가지

암들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제안하였다.

치주 질환은 전체적인 면역 체계의 결핍을 나타내는 신호이

거나, 혹은 암을 직접 유발하는 요인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

건, 몇몇 연구들은 치주 질환과 암 사이의 잠재적 연관을 보여

주었고, 몇몇은 그러지 못했다. 남겨진 과제는 이 연관성이

확실한 인과관계인지 우연인지 밝히는데 있을 것이다. 마지막

으로, 우리는 치주 질환을 비롯한 구강 감염을 방지하고 즉각

적인 치료를 위해 정기적인 치과 진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구강의 건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신체적 건강을 증진

시켜준다. 올바른 구강 위생 관리는 암 뿐만 아니라 다른 심각

하고 치명적인 질병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이자 수단

이다. 치과 전문의는 심각한 치주 감염이나 치아 손실이 있는

환자에게 내과에서 철저한 검사를 받아보도록 조언하는 것이

확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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