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1 

알코올 소비는 횟수와 양이 다양하고 매우 범 하

다[1]. 지나친 음주는 면역체계에 향을 주며[2], 치주

괴와 치아상실에 높은 험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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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음주가 골 사에 향을 주어 범 한 골소실을 유

도하기 때문이며[3,4], 이러한 련성에 해 선행연구들

이 보고되었다[5,6]. 그러나 음주가 치주질환 유병의가능

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와 둘 사이에는통계 유의

성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논란 에 있다. 약 3만 명의 미

국 남성을 상으로 한 코호트연구에서는음주와 치주질

환 간의 유의한 연 성을 보고하 으며[7], 일본 성인 남

성들을 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도 비음주 비해 음

주를 매일 하는 경우 치주질환 험도는 2.03배가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8]. 반면, Hach 등의 단면연구에서는

음주량과 치주질환발생 간의 유의한 연 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9], 18개의 연구결과들을 정량 으로요약한 메

타분석에서는 음주와 치주질환간의 유의한 련성이 나

타났으나 련성이 약한것으로 나타났다[10]. 이에 해

선행연구에서는 음주는 치주질환의 기단계에 작용하

므로, 음주와 치주질환의 계를 확인하기 해서는 충

분한 시간의 경과와 상자수가 있어야 한다는 가설을

제기하 다[9]. 의료 문직 종사자들을 상으로 추

찰기간이 충분한 큰 규모의 코호트 연구를 진행하여 음

주여부에 따른 치주질환 험증가를 확인하 으나, 치주

질환 발생 험은 유의하게 증가하 으나 정도가 높지

않게 보고되는 등 용량-반응 계는 여 히 논의의 상

이 되고 있다[7].

우리나라 성인의 음주율이 높고, 치주질환 발생이 가

속화되고 있으므로, 음주로 인한 치주질환 발생 험이

작다고 해도 공 보건학 으로 그 향은 클 것이다. 더

욱이 우리나라 성인의 연도별 알코올 소비량은 2011년

기 8.9리터에서 2015년 9.1리터로, 캐나다(8.3→8.11),

랑스(12.4→11.9) 등 선진국은 감소하는데 비해 우리나

라는 증가하는 추세이다[11]. 이와 같이 음주와 치주질환

간의 련성이 아직 일치하지 않으며, 특히 우리나라 성

인을 상으로 한 체계 인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음주의 향을 고려하 으나

주로 치주질환의 험요인으로 흡연, 당뇨 등을 주요 원

인변수로 하여, 음주를 보정하는 정도로 사용하 으므로

정확한 험을 악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음주율이높은 실을 감안할때 우

리나라 성인들에서 음주와 치주질환 간의 련성에 해

악하고자 하 다.

2. 연

2.1 연 료  대상

본 연구는 국민건강 양조사 제6기(2014) 원시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하 다. 본 자료의 조사 상은 국단

표본에서 추출된 표본인구이며, 표본추출틀은 주민등록

아 트단지 자료로 매년 192개조사구 별로 20개표본

가구를 추출하여 선정되었다[12]. 연구 상은 치주질환

발생에 험성이 높은 30세 이상 성인 5,286명을 상으

로 분석에 필요한건강면 조사, 검진조사, 구강검진조사

를 완료하고, 지역사회치주지수검사와 음주항목에 모두

응답한 4,328명을 최종분석 상자로 선정하 다.

2.2 변수정

2.2.1 종 변수

본 연구에서 치주질환 유무는 지역사회치주지수(CPI,

Community Periodontal Index)를 활용하 다. 측정방법

은 상악우측구치부, 상악 치부, 상악좌측구치부, 하악우

측구치부, 하악 치부, 하악좌측구치부 6군데로 분할하

여 조사되었다. 치주질환 여부는 Code 0 (건 한 치주조

직), Code 1 (탐침 후 치은출 ) 그리고 Code 2 (치은연

상과 치은연하 치석 존재)는 ‘비치주질환군’으로, Code 3

(4～5mm의 병 인치주낭)과 Code 4 (6mm 이상의 병

인 치주낭)는 ‘치주질환군’으로 분류하 다[13].

2.2.2 독립변수

연령은 30 , 40 , 50 , 60 , 70세 이상으로 구분하

다. 교육수 은 무학 졸, 졸, 고졸, 졸로 구분

하 으며, 결혼상태는 결혼, 미혼, 이혼·별거·사별로 구분

하 다. 직업은 직업있음과직업없음으로, 흡연상태는 비

흡연, 과거흡연, 재흡연으로 구분하 으며, 당뇨여부는

정상과 당뇨로 구분하 다.

2.3 

본 연구는 복합표본설계분석을 이용하 다. 연구 상

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치주질환 분포를 나타냈다. 음

주 련 변수인 음주경험여부와 최근 1년간 음주빈도, 폭

음빈도, 한 번에 마시는 음주량, 음주시작연령, 음주기간

에 따른 치주질환 분포를살펴보고, 교란변수가 될 수 있

는 성별, 연령, 교육수 , 그리고당뇨력을 공변량으로 보

정하 다. 험요인으로 추정되는 각 변수들에 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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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의 크기를 범주화하여 오즈비(Odds ratio)를 산출

하 다. 이 성별에 따른 치주질환유병 정도와 양상이

상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14], 치주질환 발생여부에

한 성별과 음주간의 교호작용 여부를 검증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호작용이 없어 성별로 층화하지 않았다.

비치주질환을 참조군으로 하 으며, 음주정보에 따른 치

주질환 교차비와 95% 신뢰구간은 이분형 로지스틱회귀

분석을 통해 산출하 다. 자료분석은 STATA 14.0을 이

용하여 분석하 다.

3. 연 결과

3.1 적 특 과 치주질

Table 1에서 우리나라 30 이상 성인 치주질환자는

1,534명(34.3%)이었다. 성별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치

주질환 가능성이 0.5배(95% CI=0.44-0.57) 낮았고, 연령

에 따라 치주질환이 증가하 다. 교육수 은 높을수록

치주질환 가능성은 낮게 나타났으며, 흡연의 경우 비흡

연자에 비해 과거흡연 2.37배(95% CI=2.01-2.80), 재흡

연 1.74배(95% CI=1.18-2.06) 치주질환 가능성이 높게 나

타났으며, 당뇨는 정상 당에 비해 당뇨인 경우 치주질

환 가능성이 2.41배(95% CI=1.97-2.94) 높게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by periodontal disease  

3.2 주경험과 치주질

Table 2는 평생음주경험에 따른 치주질환 분포를 나

타냈다. 비음주에 비해 음주경험이 있는 경우 치주질환

가능성은 1.04배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2. ORs and 95% CIs for periodontal disease 

according to drinking experience

3.3 주빈도, 폭 빈도  주량과 치주질

1년간 음주빈도, 폭음빈도 음주량에 따른 치주질환

험을 살펴본 결과, 최근1년간 음주빈도는 비음주에 비

해 주2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경우 치주질환 가능성이 1.30

배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폭음빈도가 높을수

록, 음주량이 높을수록 치주질환 험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추세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음주량의경우, 비음주에 비해 한번에마시

는 음주량이 7잔 이상인 경우 1.39배(95% CI=1.01-1.90)

치주질환 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선형 증가경향이

나타났다. Table 3

Table 3. ORs and 95% CIs for periodontal disease 

according to drinking frequency and amount

Characteristics a

No

periodontitis
Periodontitis Univariate OR

(95% CI)
N (%) N (%)

Total 2,794 (65.7) 1,534 (34.3)

Gender

Male 991 (34.1) 802 (51.9) 1.00

Female 1,803 (65.9) 732 (48.1) 0.50 (0.44-0.57)

Age(year)

30-39 725 (27.0) 142 (9.6) 1.00

40-49 614 (24.2) 252 (18.0) 2.10 (1.66-2.64)

50-59 550 (20.4) 404 (28.1) 3.75 (3.01-4.38)

60-69 437 (14.0) 402 (25.2) 4.70 (3.75-4.88)

≥70 468 (14.4) 334 (19.1) 3.64 (2.90-4.58)

Education

Elementary school 546 (54.0) 466 (46.0) 1.00

Middle school 259 (55.6) 202 (44.4) 0.91 (0.73-1.14)

High school 783 (66.4) 411 (33.6) 0.62 (0.52-0.73)

≥College 927 (76.6) 306 (23.4) 0.39 (0.32-0.46)

Marital status

Married 2,207 (79.7) 1,229 (80.2) 1.00

Never married 195 (7.2) 56 (4.0) 0.52 (0.38-0.70)

Separated, divorced,

widowed
387 (13.1) 249 (15.8) 1.16 (0.97-1.37)

Occupation

Job with 1,467 (60.0) 814 (59.3) 1.00

Job without 1,046 (40.0) 572 (40.7) 1.00 (0.86-1.13)

Smoking status

Never 1,765 (67.2) 716 (50.4) 1.00

Former 391 (15.2) 376 (27.0) 2.37 (2.01-2.80)

Current 471 (17.6) 333 (22.6) 1.74 (1.18-2.06)

Diabetes

No 2,093 (91.7) 1,010 (80.5) 1.00

Yes 205 (8.3) 238 (19.5) 2.41 (1.97-2.94)
a Numbers may not sum to total due to missing information

Characteristics a

No

periodontitis
Periodontitis Adjusted OR a

(95% CI)
N (%) N (%)

Drinking experience

Never 347 (11.8) 204 (13.8) 1.00

Experienced 2,285 (88.2) 1,223 (86.2) 1.04 (0.82-1.31)
a Adjusted for gender, age, education and diabetes

Characteristics a

No

periodontitis
Periodontitis Adjusted OR b

(95% CI)
N N

Drinking frequency

Never 347 204 1.00

Never in the latest

year
465 258 1.01 (0.77-1.32)

≤1(month) 790 347 1.01 (0.78-1.30)

2-4(month) 524 229 0.92 (0.6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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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시 연   주기간과 치주질

Table 4에서 음주시작 연령과 음주기간의 경우 치주

질환과 유의한 련성이 없었으나. 음주기간은 추세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이었다(p for trend=0.30).

Table 4. ORs and 95% CIs for periodontal disease 

according to drinking starting age and 

drinking duration

Characteristicsa
No periodontitis Periodontitis Adjusted OR b

(95% CI)N N

Drinking starting age

Never 347 204 1.00

≥20 1,259 668 1.01 (0.80-1.27)

< 20 1,019 544 1.11 (0.85-1.15)

p for trend 0.334

Drinking duration(year)

Never 347 204 1.00

<30 1,506 492 0.84 (0.65-1.08)

≥30 728 691 1.21 (0.95-1.54)

p for trend 0.030
b Adjusted for gender, age, education and diabetes

4. 고찰

본 연구에서는 30세이상 성인의 음주상태에 따른 치

주질환 험은비음주군에비해폭음빈도가 주 1회 이상

인경우와한 번에 마시는음주량이 7잔 이상인경우에서

치주질환 험이 높음을 확인하 으며, 증가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음주빈도와 음주시작연령 증가에

따른 치주질환 험 증가에 한 경향성은 찰할 수 없

었다. 이에 해 본 연구의 상자 음주량이 높은 군

에서 음주빈도가 더 많은 을 고려하 을 때(자료 제시

하지 않음) 음주가 치주질환 발생 험을 증가시키거나,

용량-반응 계로 인하여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 음을

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라질[8]과 국[15]

등의 연구 결과에서도 찰되었다.

본 연구에서 비음주군에 비해 음주경험군에서 치주질

환 발생 험 높았으나 유의한 연 성이 나타나지 않았

다. 이는 건강이 악화되어 음주를 더 이상 할 수 없었거

나 건강이상 징후로 인해 방 차원에서 주를 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인을 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도 유의하지는 않았지만[8] 음주군에서 치주질

환 발생이 높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

다. 음주를 하는 경우 재 음주군에 비해 과거음주군에

서 치주질환 발생 험이 높을 수 있으므로 재와 과거

음주군을 분리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1981-2003년까지 추 조사한 코호트 연구에서 참가자

의 반이 추 조사 끝나는 시 에서 음주량이 변화한

것을 볼 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라 할 수 있다[9].

본 연구결과 최근1년 동안의 음주빈도와 치주질환 발

생 험간의 유의한 연 성이 찰되지 않았다. 이는

라질 성인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술을 마시

지 않는 경우와 술을 매일 마시는 경우에서 치주질환 발

생 험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결과와 일치한다[16].

본 연구에서 한 번에 마시는 음주량이 7잔 이상인 군

에서 치주질환 발생 험이 증가한 경향이 찰 되었으

며,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7,9,16]. 이는 치주질

환이 음주로 인하여 직 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음주를 하면 에탄올이골흡

수를 유발하고 골 형성을 억제하며, 치주에 직 인 독

성을 가져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4,17].

한, 음주기간이 30년 미만인 군과 30년 이상인 군간

에 치주질환 험의 선형 증가경향(p for trend=0.030)

이 찰된 결과는 음주량에서 찰된 용량-반응 계를

지지하는 결과라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로 인해

치주질환이 발생하기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경과하여야

한다는 가설[9]을 고려할 때, 음주 자체는 순수하게 치주

질환의 기 발생자로서 작용한 후 지속 인 음주량으로

인해 치주질환으로 진행하기에 충분한 기간효과 유무에

따라 치주질환 발생 험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음주와 치주질환 발생 험간의 용량-반

응 계를 확인한 메타분석에서도 치주질환 발생 험이

선형 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10]. 그러나 본 연

구는 음주와 치주질환간의 인과성을 확인하기 한 목

≥2(week) 506 389 1.30 (0.99-1.71)

p for trend 0.072

Binge drinking frequency

Never 347 204 1.00

Less than monthly 1,435 655 0.99 (0.78-1.26)

Weekly 301 208 1.34 (0.98-1.83)

Daily or almost

daily
83 102 2.01 (0.34-30.3)

p for trend <0.001

Amount of drinking at one time(glasses)

Never 347 204 1.00

1-2 847 353 0.93 (0.72-1.20)

3-6 610 373 1.24 (0.94-1.63)

≥7 363 239 1.39 (1.01-1.90)

p for trend 0.007
b Adjusted for gender, age, education and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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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계되지 않은 단면연구이기 때문에음주 련 정보

의 정확성이 부족할 수 있다. 음주습 은항시 변화할 수

있으므로[9] 체 으로 한 번에 마시는 음주량과 음주

기간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 외에 특정 시기별로 음주량

을 조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방법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첫째, 본 연구의 자료는 단면

연구이므로 음주와 치주질환간의 련성은 제시할수 있

으나인과 계는설명할 수없다. 둘째, 음주에 해서 기

억에 의존하여 기술함으로써 실제보다 게기록될 소지

가 있다. 셋째, 치주질환과 련된여러 험요인들 본

연구에서 고려된 성별, 연령, 흡연상태, 당뇨력 이외에도

사성질환, 구강건강행태 등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

았던교란변수에 의한바이어스가 존재할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 찰을 통한 자료의 신뢰도를 향상시키

고, 교란변수로서음주빈도, 음주량, 술의 종류 등의 상호

작용에 한 향까지를 고려한 코호트연구를 수행하여

우리나라 성인의 음주와 치주질환간의 연 성을 악하

기 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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