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치주질환은 가장 흔한 구강질환의 하나로 세계 으로

10-15%가 치주질환에 이환되어 있으며[1], 우리나라의

경우 외래 다빈도 상병 성기 지염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질환이다[2]. 치주질환의 주요 험요인으로는 흡

연, 당뇨, 식이, 구강 생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3], 이러

한 인자들 흡연과 당뇨는 치주질환을 악화시키는 주

요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3].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치

주질환 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험요인을 가지고 있

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치주질환의 경우 앞에서 언 한

험요인 외에도 비만, 심 계질환 등이 제시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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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비만은 지방이 체내에 많이축 된 상태로 직간

으로 심 계질환, 당뇨, 고 압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요한 험요인으로[5], 선행연구에서도 비만

이 구강질환, 특히 치주질환과 연 성이 있음을 보고하

고 있다. Nishida 등과 Jagannathachary 등은 비만인 경

우 상당수가 치주질환자인 으로 미루어 볼 때, 비만이

치주질환의 다른 험요인일 가능성을제시하고 있다

[4,5]. 한 지방조직이 염증과정에 여하는 사이토카인

과 호르몬을 분비하여 비만과 치주질환의 병리생리학

경로에 여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5]. 그러나 치주

질환의 주요 험요인인 흡연을 하지 않거나 당이 높

지 않은 상자들에서도 비만만으로 치주질환발생이 증

가할 수 있는지에 해서는 아직 그 증거가부족하다. 이

에 본 연구는 비만을 진단하는 기 인 체질량지수에 따

라 우리나라 인구집단에서의 치주질환 험차이를 평가

하고, 치주질환의 주요 험요인인 흡연, 당뇨에의 노출

없이 비만이 치주질환 발생에 독립 인 험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기 해 수행하 다.

2. 연

2.1 연 료  상

본 연구는 국민건강 양조사 2015년도 제6기

(2013-2015) 2차년도 원시자료를 분석하 다. 본 자료의

조사 상은 국단 표본에서 추출된 표본인구이며, 표

본추출틀은 주민등록자료와 아 트단지시세로 매년 192

개 조사구의 20개 표본가구를 계통추출법을 이용하여 선

정되었다[6]. 연구 상은 치주질환 발생에 험성이 높은

19세 이상 성인을 상으로 하 으며, 분석에 필요한 건

강면 조사, 검진조사, 구강검진조사를 완료한 총 5,945

명을 상자로 하 다. 이 지역사회치주지수 검사와

신장과 체 모두를 측정한 4,827명을 최종분석 상자로

하 다.

2.2 연 에 사용  변수

2.2.1 종 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치주질환 유무로 분류 기 은

지역사회치주지수(CPI, Community Periodontal Index)

를 활용하 다. 이는 지역사회의 주민이나 특정집단의

치주치료의 요구도를 조사하는 지표이다. 지역사회치주

지수는 상악우측구치부, 상악 치부, 상악좌측구치부, 하

악우측구치부, 하악 치부, 하악좌측구치부 6군데로 나

어 측정되었다. 치주질환 여부는 Code 0은 건 치주

조직이며, Code 1는 탐침 후치은출 , 그리고 Code 2는

치은연상과 치은연하에 치석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Code

1, 2, 3을 ‘비치주질환군’으로 정의 하 으며, Code 3의

4～5mm의 병 인 치주낭과 Code 4의 6mm 이상의 병

인 치주낭을 ‘치주질환군’으로 구분하 다[7].

2.2.2 독립변수

체질량지수(BMI)는 한비만학회의 기 에 따라 3개

의 범주로 구분하여 사용하 다. BMI는 신장과 체 을

계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체 (kg)/신장 (m2) 산출

하 으며, <18.5 체 , 18.5～24.9 정상, ≥25 비만 세군

으로 구분하 다. 연령은 19-39세, 40-59세, 그리고 60세

이상으로 구분하 다. 교육수 은 졸, 졸, 고졸, 졸

이상으로 구분하 으며, 결혼상태는 결혼, 미혼, 이혼․

별거․사별로 구분하 다. 흡연상태는 비흡연, 흡연으로

구분하 으며, 치과방문은 , 아니오로 구분하 다. 당

뇨는 2003년미국 당뇨병학회에서 제시한 기 을 근거로

정상 당군(<100mg/dL)과 공복 당 장애군(100～125

mg/dL)을 정상군으로 하 으며, 당이 ≥126 mg/dL인

경우를 당뇨군으로 구분하 다[8].

2.3 료

국민건강 양조사는 다단계층화집락추출에 의한 표

본설계이므로 복합표본설계 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

상자의 체질량수 과 인구학 특성과의 련성을 평가

하기 해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 다. 체질량수 에 따

른 치주질환 험의 교차비와 95% 신뢰구간은 이분형로

지스틱회귀모형을 통해 산출되었으며, 흡연여부 당뇨

여부에 따라 층화 분석을 실시하 다. 흡연과 당뇨를 동

시에 고려한 층화분석에서는, 체 상자를 비흡연자와

정상 당을 가진자와 그 지 않은 자의 두 군으로 나

뒤 정상, 체 비만군의 치주질환에 한 험을 비

교하 다. 모든 통계 유의수 은 p<0.05로 하 다. 통

계분석은 STATA 14.0을 사용하 다.

3. 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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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연 상  적 특

체 연구 상자 4,827명 남성이 49.3%, 여성이

50.7%를 차지하 으며, 평균 연령은 51.2세(표 편차

16.5세)로 확인되었다. 체질량수 은 체 군이 4.5%,

정상군이 61.2%, 비만군이 34.3%를 차지하 고, 여성이

남성보다 비만군에서 더 많이 분포하는양상이 찰되었

다. 연령이 높고, 교육수 이 낮고, 이혼․별거․사별인

경우, 흡연을 하는 경우 당뇨인 경우에 체질량수 이

비만군인 경우에서 높은 분포를 보 다. 그러나 체질량

수 에 따른 치과방문여부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는 보이지 않았다. Table 1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BMI

Characteristicsa
BMI(kg/m2)

p-value<18.5 18.5-24.9 ≥25

No(%) No(%) No(%)

Total 188(4.5) 2,941(61.2) 1,698(34.3)

Gender

Male 57(3.0) 1,206(57.5) 821(39.6)
<0.001

Female 131(6.1) 1,735(64.8) 877(29.1)

Age(year)

19-39 101(7.9) 835(63.6) 353(28.5)

<0.00140-59 43(2.3) 1,157(61.0) 686(36.6)

≥60 44(2.8) 949(57.3) 359(39.9)

Education

Elementary school 23(2.3) 518(51.1) 443(46.6)

<0.001
Middle school 15(2.6) 293(60.7) 186(36.7)

High school 61(5.4) 966(64.1) 475(30.5)

≥College 77(5.1) 968(64.0) 440(30.9)

Marital status

Married 103(3.3) 2,033(60.7) 1,201(36.0)

<0.001
Never married 71(9.1) 509(64.3) 203(26.6)

Separated,

divorced, widowed
14(2.0) 398(57.4) 294(40.6)

Smoking status

Non-smoking 126(5.4) 1,820(64.6) 918(30.0)
<0.001

Smoking 53(3.1) 1,050(57.5) 718(39.5)

Diabetes

No 157(4.9) 2,353(62.6) 1,236(32.5)
<0.001

Yes 3(0.5) 247(51.6) 220(47.9)

Dental visit

Yes 88(3.8) 1,568(62.4) 884(33.8)
0.591

No 91(5.1) 1,301(60.5) 752(34.4)
aNumbers may not sum to total due to missing information

3.2 체질량수 에 따  치주질환 차비

Table 2는 체질량수 (BMI)에따라 치주질환 발생

험이 달라지는가에 한 분석 결과, 정상군에 비해 비만

군은 치주질환 험이 1.29배(95% CI=1.11-1.49) 높게 나

타났다. Table 2

Table 2. Odds ration and 95% CI for periodontitis 

according to BMI

BMI
No. of

periodontitis
aORa (95% CI) p-trend

All case

<18.5 41 0.78 (0.51-1.22)

0.00118.5-24.9 909 Ref

≥25 690 1.29 (1.11-1.49)
aAdjusted for sex, age, smoking, education, and diabetes mellitus

3.3 흡연  당뇨여 에 따  치주질환

체질량수 이 치주질환 발생의 주요한 험요인인 흡

연 당뇨와 련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해 흡연여

부와 당뇨여부에 따라 층화분석을 시행하 다. 흡연을

하지 않는 상자에서는 정상군에 비해 비만군에서 치주

질환 험이 약 1.29배(95% CI=1.06-1.57) 높았다. 흡연

군의 경우 정상군에 비해 비만군에서 치주질환 험이

1.31배(95% CI=1.03-1.60) 높았으며, 체질량수 에 따른

이러한 추세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뇨여부에 따른 층화분석에서는 당뇨가 없는 경우 정상

인 군에 비해 비만군에서 치주질환 험이 약 1.26배

(95% CI=1.08-1.48) 높았고, 체질량수 에 따른 험의

추세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당뇨군에서는 정상군

비해 비만군에서 1.28배의 치주질환 험이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3

Table 3. Odds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 

for periodontitis according to smoking or 

diabetes

BMI
No. of

periodontitis
aOR* (95% CI)a p-trend

Smoke No smoking

<18.5 21 0.82 (0.47-1.42)

0.01418.5-24.9 477 Ref

≥25 337 1.29 (1.06-1.57)

Smoking

<18.5 17 0.78 (0.38-1.58)

0.02518.5-24.9 406 Ref

≥25 330 1.31 (1.03-1.60)

Diabetes No diabetes

<18.5 29 0.74 (0.47-1.16)

0.00518.5-24.9 688 Ref

≥25 466 1.26 (1.08-1.48)

Diabetes

<18.5 3 1.00 -

0.21118.5-24.9 113 ref

≥25 113 1.28 (0.87-1.87)
aAdjusted for sex, age an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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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흡연  당뇨여  동시 고 에 따  치주질환 

차비 

Table 4는 흡연여부와 당뇨여부를 동시에 고려한 분

석에서는, 비흡연과 정상 당군에서는 정상군에 비해 비

만군에서 치주질환 험이 1.20배(95% CI=1.02-1.48) 유

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흡연군과 당뇨군에서는 정상군에

비해 비만군에서 치주질환 험이 0.93배로 낮게 나타났

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4

Table 4. Odds ratios and 95% CI for periodontitis 

according to both risk factors of smoking 

and diabetes

BMI
No. of

periodontitis
aOR* (95% CI)a p-trend

Subjects with smoking(-) and diabetes(-)

<18.5 17 0.81 (0.46-1.41)

0.44918.5-24.9 374 ref

≥25 237 1.20 (1.02-1.48)

Subjects with smoking(+) and diabetes(+)

<18.5 3 1.00 -

0.79518.5-24.9 57 ref

≥25 53 0.93 (0.53-1.62)
aAdjusted for sex, age and education

4. 고찰

본 연구에서 비만인 경우의 치주질환 발생이 정상군

에 비해 1.29배 높은 험이 찰되었으며, 체질량지수에

따른 양-반응 계가 흡연군과 정상 당군에서 찰되

었다. 이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로 비만과 치주질환과

의 련성에 해 국내외의 코호트연구 환자- 조군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미국인 1,038명을 상으로 27년

간 추 찰한 코호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역학 연구

들의 제한 이던 표본 크기를 극복한연구결과로 비만이

치주질환발생에 험요인임을 보고하 다[9]. 일본인을

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도 체질량지수증가에 따른

치주질환 양-반응 계를 입증하 다[10]. 이러한 국외

결과는 우리나라에 비해 치주질환이 낮은지역이라는

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인을 상으로 한 단면연구에서

는 비만에서약 1.15배의치주질환 험을 보 다[12]. 한

편, 유럽의 일부 연구에서는 비만인 경우 유의하지 않은

치주질환 발생 험의 증가를 보고하기도하여 상충되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 다[11]. 그러나 본 연구결과와 선

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 으로 악했을 때, 비만이 치

주질환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음을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흡연여부에 한 층화분석에서 흡연군에

서 비만에 의한 치주질환 험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흡

연과 비만은 면역 감소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들

요인이 치주조직의 류량을 감소시키고 염증성 매개 물

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흡연이 치주질환

으로의 진행을 가속화시켰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4].

한편, 흡연과 함께 치주질환 발생에 주요 험요인인

당뇨에 한 층화분석 결과에서는 정상 당군에서 비만

에 의한 치주질환 험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이 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14]. 비만 진단의 기 과 분

석에 이용된 통제 변수가 연구 간에 서로 다르다는 을

고려해야겠지만, 이는 당뇨와 무 하게 비만이 독립 으

로 치주질환에 향을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

나 여러 선행연구에서 당뇨와 비만간의 유의한 교호작용

이 보고된 이 있으며[15], 당뇨가 있는 집단 보다 당뇨

가 없는집단에서 험이 더 높은 결과가 보고된 이많

지 않다는 이 특이하다. 본 연구 결과는 정상 당군에

서 비만이 분명한 험요인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당뇨에 의해 치주질환이 발생하는 기 과 별개

의 경로로 상정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따라서 비만과 치주질환은 연 성이 있으며, 치주질

환 발생에 비만이 험인자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비만으로 인한 치주질환 발생 과정에 한 분자수

의 기 은 여러 실험연구를 통해 가설이 제시되고 있다.

비만은 염증을 일으키는 TNFa를 증가시키며,

microRNAmiR로 인한 감염경로를 변화시켜 치주조직을

감염에 취약한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한 Bullon 등은 치은열구액과 청 렙틴 농도 간의 유

의한 음의 상 계가 있으며, 임상부착소실의 증가와

유의한 연 성이 있음을 보고하 다. 한 렙틴 감소는

치주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과 연 성이 있었다[17].

지역사회치주지수를 이용한 미국연구에서는 치주질환자

의 30%가 비만이었으며, 건강한 치주를 가진 경우의 비

만율은 12%로 나타났다. 한 치주낭은 비만인 경우에서

의 더 깊었으며, 치태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8].

Saito 등은 치주질환 험증가에 지방이 축 된 부 도

요함을 강조하면서 복부내장 지방의 증가는 임상부착

수 치주낭깊이 증가에 더높은 험을나타내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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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고하 다[19]. 이러한 결과는 두 질환 간의 연

성에 한 합리 인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비만에 의한 치주질환 발생 가능성을 단정

하기는 쉽지 않으며, 본 연구에서 찰된 련성이 비만

과 치주질환 모두에 어떠한 공통 원인에 의한 결과로 서

로 시간차이를 두고 나타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본 연구는 비만 기 을 신장과 몸무게 비율로만 측정

된 BMI를 이용하 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비만을 진단하

기 해서는 체질량지수 뿐만 아니라 체지방 등이 확인

되어야 한다고 보고하고있다[20]. 본 연구에서는 신장과

체 검사 결과만을 기 으로 WHO(Asia-Pacific

Region) 기 을[21] 사용하여 체질량지수를 분류하 으

므로실제 임상 진단에 의한 분류와 차이가 있을수 있

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비만인 경우에 용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연구의 제한 으로는 첫째, 단면연구로 체질량지수

와 치주질환간의 인과 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이다.

둘째, 본 연구의 치주상태는 CPI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역학연구들에서 신건강과 치주상태간의 연 성을 평

가하기 한 지표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22]. 그러나 CPI

는 표치아와 가성치주낭을 측정하므로 치주질환에

한 유병률 측정시 과 평가나 과소평가가능성이 있으므

로 신 하게 고려되어야만 한다[23]. 마지막으로 치주질

환에 향을미칠 수있는다른 질환에 해서 분석에 고

려하지 못하여 이들 요인에 의한 치주질환의 험의 차

이를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인

구집단을 표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하 다는 과 치

주질환의 험요인으로 알려진 흡연, 당뇨에 해 층화

분석 을 실시하여 교란 변수의 향을 최소화 하 다는

이다.

5. 결

본 연구는 치주질환을 발병하게 할 수 있는 험인자

로 비만의 가능성을 평가한 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우리

나라 비만 유병자의 경우 치주질환 험이 약 1.29배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우리나라 비만율의 지속

증가를 생각할 때. 비만으로 인해 발생한 치주질환으

로 인한 국민의 질병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측

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국민의 구강건강수 향상을

해 치주질환을 리하고자 할 때 비만도 함께 고려되어

야 함을 의미한다. 한, 흡연과 당뇨력이 없는 사람에게

서도 비만이 독립 으로 치주질환을 가져올 수 있는 원

인으로서의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므로, 비만과 치주질환

간의 련성을 뒷받침해 수 있는 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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