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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에서 구강건강상태와 당뇨병의 관련성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해서 유병자 수가 약 3억 5천만명 

정도로 추정되며(WHO, 2011), 생활양식이 점차 서구화되고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당뇨병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치주병과 당뇨병은 

서로 영향을 미쳐서, 당뇨병은 치주병을 악화시키고, 치주병은 혈당조절을 더욱 

어렵게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양방향성관련성을 가지나, 미진단된 당뇨병의 조

기발견 기준에 치주병 등의 치과관련 항목은 아직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된 4년 동안의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원시자

료를 이용하여 구강검진자료와 당뇨병 유병여부 자료가 모두 존재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21,41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당뇨병과 구강건강과의 관

련성을 살펴보고 당뇨 스크리닝 요인들과 치주병이 당뇨병 및 미진단 당뇨병을 

예측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치아관련 지표인 DMFT index, 현존치아수, 기능치아단위지수(FTUs index),

FST index, T-Health index, 상실치아수 모두에서 정상군보다 당뇨군의 구강상태가 악

화되는 경향을 보였다(p<0.05). 그러나 각 세부연령군에서 DMFT index는 당뇨군이 

정상군보다 구강상태가 악화되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2. 치주관련 지표인 지역사회치주지수(이하 CPI), 치주병유병여부(이하 CPI≥3),

치주유병분악수(이하 CPI-Num), 6분악CPI총합(이하 CPI-Sum) 모두 70세이상 군을 제외

한 다른 모든 연령군에서 당뇨군의 치주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p<0.05).



- viii -

3. 현존치아수를 종속변수로 두고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당뇨병 유병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p<0.05). 그 외에 CPI-Num, 거주지역, 연령

현재흡연여부(이상 p<0.0001), 교육수준(대학이상 vs. 고졸), 민간보험가입여부(이상 

p<0.01), 최근 1년간 구강검진여부, 가구소득(상위 25% vs. 하위 25%), 교육수준

(대학이상 vs. 중졸)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이상 p<0.05).

4. CPI-Num를 종속변수로 두고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당뇨병유병여부가 

치주유병분악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p<0.0001). 그 외에 현존

치아수, 치실사용여부, 연령, 성별 (이상 p<0.0001), 거주지역, 교육수준, 현재흡연여

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요인이었다(이상 p<0.01).

5. 공복혈당량을 종속변수로 두고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치주유병분악수가

공복혈당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p<0.01). 그 외에 성별,

비만여부(이상 p<0.0001), 민간보험가입여부, 고혈압여부, 지질이상여부 등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위험요인이었다(p<0.05)

6. 당뇨병 유병여부를 종속변수로 두고 현존치아수 20개(이하 PT20)과 치주병 및 

CPI 상태에 따른 단변량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PT20 여부(교차비 3.92)

와 치주병 유병여부(교차비 2.37), 심한 치주병 유병여부(교차비 2.44)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p<0.0001).

7. 당뇨병 유병여부를 종속변수로 두고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치주병

유병여부(교차비 1.8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p<0.0001). 그 외에 연령,

비만여부(이상 p<0.0001), 민간보험가입여부, 고혈압여부, 심혈관질환 경험여부(이상 

p<0.01), 거주지역, 활동제한여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요인이었다(이상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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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PI≥3을 종속변수로 두고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당뇨병유병여부(교차비

1.80)가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p<0.0001). 그 외에 연령, 성별(이상 p<0.0001),

치실사용여부, 거주지역, 현재흡연여부(이상 p<0.001), PT20 여부, 교육수준(대학이상

vs. 고졸이하), 고혈압여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요인이었다(이상 p<0.05).

9. PT20 여부를 종속변수로 둔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당뇨병유병여부(교차비 1.34)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p<0.05). 그 외에 연령(p<0.0001), 치실사용

여부, 최근 1년간 구강검진여부, 거주지역, 교육수준(대학이상 vs. 고졸, 대학이상 

vs. 중졸), 현재흡연여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요인이었다(이상 p<0.01).

10. CPI≥3과 당뇨병 스크리닝 요인들이 당뇨병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치주병 유병여부(교차비 1.44)와 만45세 이상여부(교차비 

3.73), 고혈압여부(교차비 2.06), 비만여부(교차비 1.80), 심혈관병력여부(교차비 1.86),

활동제한여부(교차비 1.51) (이상 p<0.0001), 지질이상여부(교차비 1.64, p=0.002) 등이

당뇨병을 예측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11. 예측요인의 수는 적으면서 예측력이 높은 효율적인 예측 모형을 찾아내기 위해서

당뇨병 스크리닝 요인 6가지와 CPI≥3 요인을 사용해서 ROC Curve를 구한 결과, 가장 

효율적인 당뇨병 예측 모형은 치주병 유병여부, 만45세 이상여부, 고혈압여부, 비만

여부, 활동제한여부, 심혈관질환 병력으로 구성된 예측 모형 6이었으며, 치주병 여

부는 유의한 당뇨병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p<0.0001).

12. CPI≥3과 당뇨 스크리닝 요인들이 미진단 당뇨병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CPI≥3(교차비 1.42, p<0.01)와 만45세 이상여부

(교차비 1.96), 고혈압여부(교차비 2.13), 비만여부(교차비 2.54) (이상, p<0.0001),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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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여부(교차비 1.67, p<0.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활동

제한여부와 심혈관질환병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3. 예측요인의 수는 적으면서 예측력이 높은 효율적인 예측 모형을 찾아내기 위해서

당뇨병 스크리닝 요인 6가지와 CPI≥3 요인을 사용해서 ROC Curve를 구한 결과, 가장 

효율적인 미진단 당뇨병 예측 모형은 치주병 유병여부, 만45세 이상여부, 고혈압여

부, 비만여부로 구성된 예측 모형 4였으며, 치주병 여부는 유의한 미진단 당뇨병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p<0.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당뇨병은 구강상태를 악화시키고 치주병 역시 당뇨병

발생위험을 높여주게 되어 치주병과 당뇨병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양방향성관련성

을 가지는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치주병 유병여부가 다른 당뇨병 스크리닝 

요인들과 같이 당뇨병 예측에 유용한 당뇨병 스크리닝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당뇨병교육에 치주병을 포함한 구강건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당뇨병 스

크리닝 요인에 치주병 유병여부를 포함시켜서 당뇨병 스크리닝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 당뇨병, 미진단 당뇨병, 치주, 현존치아수, 스크리닝, 구강건강, 국

민건강영양조사, 양방향성 관련성, R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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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에서 구강건강상태와 

당뇨병의 관련성

<지도교수 김 백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서 동 구

I. 서론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해서 당

뇨병 유병자 수가 약 3억 5천만명 정도로 추정되며(WHO, 2012), 우리나라에서도 생활

양식이 점차 서구화되고 인구집단의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은 1970년에 

1%미만으로 추정되던 것이 1980년대 말에 약 3%로 증가하다가(김응진 등, 2005), 2001

년에 8.9%에서 2007년 9.7%, 2010년에 10.1%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a).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중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자살에 이어서 당뇨병이 

5번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망률 2위의 뇌혈관질환, 3위의 심장질환, 10위인 고혈

압 등이 모두 당뇨병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통계청, 2011).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인슐린 작용 중 하나 또는 두 기능 모두의 결함으로 인하여 

부적절하게 고혈당증이 초래되는 대표적인 만성 대사장애 질환이다(WHO, 1999). 일단 

발병하면 질병 경과의 조절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대부분 완치가 어렵고 평생 동안 치

료와 자가 관리를 요하는 질환으로 당뇨병 관리의 목표는 급성 및 만성 합병증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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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Edelman SV, 1998). 당뇨병의 주된 합병증으로는 미세혈관 장애로 인한 

망막, 신장, 신경 계통의 병변과 대혈관 장애로 인한 관상동맥, 말초동맥, 뇌혈관 질환 

등이 있으며(Kidambi 등, 2008), 치주질환은 당뇨병 환자에서 발병하는 합병증 중에 6

번째로 호발하는 주된 합병증으로 여겨진다(Löe, 1993).

대표적인 구강질환으로는 치주질환과 치아우식증이 있으며, 우리나라 성인의 만30세 

이상 치주질환 유병률은 2007년 42.4%, 2008년 40.0%, 2009년 36.2%, 2010년 28.0%였

고, 치아우식증의 경우 19세이상 영구치 우식유병률1)이 2007년 39.1%, 2008년 35.7%,

2009년 34.3%, 2010년 34.1%로, 성인 세 명 중에 한명은 치주질환이나 치아우식증을 

앓고 있을 정도로 유병률이 높다(보건복지부, 2011a). 최근 들어 구강병의 발생이 과거

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여전히 우리 국민

의 10대 만성질환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외래 진료건수 및 급여 지출순

위에서도 10위안에 포함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강질환에 따른 개인 및 사회적 부담

이 가중되고 있는데 2008년도 치과의료비 급여부담은 약 1조 1천억원(비급여 포함시 4조

원 이상)이었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관절염, 고혈압, 시력문제 등과 함께 성인

의 주요 활동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b).

기존에는 구강질환과 전신건강과의 관련성은 단지 구강에 부착을 잘하는 특이세균에 

의한 감염의 결과로 여겨질 뿐 구강상태가 전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고 주로 

세균성 심내막염(bacterial endocarditis)과 같은 면역이나 영양이 부족한 사람에게서만 

전신질환을 고려하였다(Slavkin 등, 2000). 최근 미국 치주학회에서는 치주조직이 세균

과 그 생성물, 염증과 면역 매개체들의 저장고(reservoir) 역할을 하게 되어 그 영향이 

혈관을 통해 다른 신체기관에 작용하게 됨으로써 당뇨, 임산부의 저체중아 분만, 그리

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해서 치주조직관리의 중요성을 부각

하였다(AAP, 2000).

1) 치료를 완료하지 않거나 발거하지 않은 영구치 치아우식증을 현재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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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과 치주질환의 관련성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Khader

등(2006)의 메타분석결과, 당뇨병 환자, 특히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 치

주질환의 심도는 증가하였으나, 이환되는 범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당뇨병환자

는 정상군에 비해서 치주조직 소실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증가된 혈당수준은 교원질

의 회복 및 치은의 섬유아세포 합성을 손상시켜 치주 섬유와 치조골의 소실을 초래한

다(Kiran, 2005). 고혈당 상태의 부산물인 AGEs(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는 

더 많은 병원성 치은연하 세균층을 만들며, 면역세포의 이동과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Mealey and Oates, 2006). 치주질환은 전신질환에 두 가지 기전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첫째가 치주질환 유발 세균과 그 독소가 직접 혈액을 순환하면서 

전신 면역 염증을 일으키는 방식이고, 둘째는 치주병소에서 만들어진 염증매개물질

(IL-1, IL-6, TNF-a) 및 CRP(C-Reactive Protein)등이 혈류를 타고 전신의 각 조직에 전

달되는 방식이다(Nagasawa, 2010; Deshpande, 2010). 치주질환과 당뇨병은 서로 영향을 

미쳐서, 당뇨병은 치주질환을 악화시키고, 치주질환은 혈당조절을 더욱 어렵게 하는 악

순환을 거듭한다(Kahder, 2006). 잘 관리되지 못하는 당뇨병(망막병증, 신장질환, 신경병

증 및 대혈관 질환 등 합병증이 있는 당뇨병)은 잘 관리되는 당뇨병에 비해서 치주질환

과 골소실 위험이 증가하였다(Taylor, 2008). 또한 적절한 치주치료는 당뇨병 환자의 혈

당조절의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Stewart 등, 2001; Taylor, 2003), 치주병과 당뇨병

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양방향관련성(bidirectional association)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

다(Taylor, 2001). 치주질환과는 달리 치아우식증은 당뇨병과 일관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Muhammad 등(2011)의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치아우식증 지수인 DMFT index

가 당뇨군이 대조군 보다 더 높았으나, Lin 등(1999) 등과 Taylor 등(2004)은 당뇨군과 

정상군의 우식 치아의 개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상실 치아수는 당뇨군이 

정상군에 비해서 많았다고 보고했다.

스크리닝(Screening)이란 어떤 특정 질환에 대해 충분히 고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들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WHO, 2001). 당뇨병은 지속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고, 질환이 존재한다고 인지될 때 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상당수의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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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미진단된 상태로 존재하므로 당뇨병 스크리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WHO,

2003). Borell 등(2007)이 미국국민건강영양조사(NHANES) III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 따

르면, 당뇨병을 앓고 있는 미국인의 약 1/3이 미진단된 당뇨병 환자이고 미국인의 연

간 치과방문 비율이 약 60%인 상황에서 당뇨병과 치주질환의 관련성은 미진단된 당뇨

병을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며 자가설문된 당뇨병 가족력,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치주질환 등이 미진단된 당뇨병 환자를 발견하는 예측력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고 보고했다. ADA(American Diabetes Association)는 만치주질환 이상여부,

고혈압유병여부, 비만유병여부, 지질이상여부, 심혈관질환 병력여부, 활동제한여부, 인

종, 가족력 등의 무증상의 미진단된 당뇨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당뇨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될 경우에 당뇨병 스크리닝을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

다. 하지만 당뇨병 스크리닝 가이드라인에 치주질환 등의 치과관련 항목은 아직 포함

되지 않고 있고(ADA, 2012), Strauss 등(2010)의 연구에 의하면 치주질환이 있는 사람

들 중에서 무려 93.4%가 ADA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뇨병 스크리닝이 필요하다고 권고

될 정도로 치과진료가 당뇨병 스크리닝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

다.

국내에서는 심혈관 질환의 경우 최 등(2002)이 직장인 건강검진 자료를 통해 심혈관

질환병력이 있거나 혈압이 높을수록 추적기간 동안 새롭게 치아를 상실할 위험이 각각 

3.2배, 1.3배 증가하였다고 보고 하였으나 당뇨병과의 유의한 관련성은 보이지 않았다.

최 등(2004)이 결손치아수와 관련이 있는 유의한 전신질환 변수는 연령, 공복혈당, 흡

연여부 등이며, Cart 알고리즘 결과에서 공복혈당농도와 고혈압이 다른 요인보다 우선

적으로 결손치아의 유무와 관련이 있는 전신건강관련 요인이었다고 보고했다. 김 등

(2006)은 직장근로자 550명을 2년 동안 추적한 결과 대사증후군, 고혈압, 비만, 콜레스

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및 당뇨병 등은 치주질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했

으며, 이 등(2007)은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구강검사 및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당

뇨 이환기간이 증가할수록 치주질환이 심화되고, 당뇨환자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이 구

강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정상군과 구강건강상태의 차이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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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는 못하였다. 백 등(2010)이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통해 만 19세 이상 

성인 2,808명을 대상으로 대사질환과 치주질환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대사질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주질환 위험에 대한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보정한 

보정교차비(Adjusted odds ratio)가 1.23 으로 높게 나타났다(p=0.03). Kwon 등(2011)이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통해 만 19세 이상 성인 6,520명을 대상으로 대사증

후군과 치주질환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대사질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

에 비해 치주질환 위험에 대한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보정한 보정교차비가 1.55(95%

신뢰구간: 1.32-1.83)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당뇨환자의 보정교차비가 1.43(95% 신뢰구

간: 1.22-1.68)으로 높게 나타나 당뇨병과 치주질환이 관련성이 있었다.　

두 질환의 유병률이 높고,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면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악화 

및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보건경제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

구하고, 국내에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모집단으로 한 당뇨병과 구강건강, 특히 치주병

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표본의 대표성을 

가지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원시자료를 통해 당뇨병과 구강건강, 특히 치주병과의 관련

성을 규명함으로서 치주병과 기존 당뇨 스크리닝 요인들이 당뇨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

력을 분석하고 유의한 관련성을 보일 경우 당뇨병 스크리닝 요인으로 제시하고자 하였

으며,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당뇨병 유병여부에 따른 구강건강 상태를 비교한다.

2) 당뇨병 유병여부가 치아우식증 및 치주병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는지 알아본다.

3) 치주병 유병여부와 기존 당뇨 스크리닝 요인들이 당뇨병과 미진단 당뇨병 예측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서, 치주병의 당뇨병 스크리닝 요인으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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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1995년에 공표된 국민건강증진법 제 16조에 근거하여 한국인의 건강수준,

건강관련 의식 및 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된 국민건강영양

조사 제 4기 1∼3차년도(2007년∼2009년)와 제 5기 1차년도(2010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제4기(2007~2009) 표본설계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표본추출 틀로 사용하

였으며, 1차 추출단위는 동읍면, 2차 추출단위는 인구주택조사구, 3차 추출단위는 가구로

구성되었다. 3개의 순환표본들 간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1차 추출단위인 동읍면별 

연령대별 인구구성비 자료를 기초로 서울, 6개 광역시, 경기, 충청, 경상/강원, 전라/제

주를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내재적 층화가 실시되었다. 동읍면별 조사구 크기 비례

로 200개의 1차 추출단위로 구성된 전국적인 순환표본 3개가 추출되었고, 아파트조사

구와 일반조사구로 층화 후에 층별 조사구 크기 비례로 표본조사구가 추출되었다. 표

본 동읍면당 1개의 조사구가 표본으로 추출되므로 실질적인 1차 추출단위는 조사구로 

볼 수 있으며, 연도별로 200개 표본 조사구 내에서 23개 표본가구가 계통추출되었다.

제5기(2010~2012)는 제4기 표본설계와 같이 순환표본조사 방식을 적용하였으나 일반

지역과 아파트지역을 분리하여 두 개의 표본추출 틀(일반지역-주민등록인구 자료, 아파

트지역-아파트단지 시세조사 자료)이 사용되었다. 일반지역의 1차 추출단위는 통반리로 

구성된 조사구, 2차 추출단위는 조사구내 가구이며, 아파트지역의 1차 추출단위는 아파

트단지로 구성된 조사구, 2차 추출단위는 조사구내 가구로 구성되었다. 3개의 순환표본

들 간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읍면별(일반지역) 또는 아파트단지별(아파트지역)자

료를 기초로 하여 서울, 6개 광역시, 경기 , 충청, 경상/강원, 전라/제주 권역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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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내재적 층화가 실시되었다. 동읍면별 조사구 크기 비례로 192개의 1차 추출단

위로 구성된 전국의 순환표본 3개가 추출되었으며, 순환표본당 층별 조사구 수는 동일

하게 추출되었고, 연도별로 192개표본 조사구 내에서 20개 표본가구가 계통추출되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조사부문별로 건강설문조사, 영양조사, 검진조사로 이루어진다.

건강설문조사의 만1세 이상 공통조사영역으로는 이환, 손상, 활동제한, 의료이용, 교육,

비만 및 체중조절, 안전의식 등이 있으며 성인(만19세 이상)과 청소년(만 12~18세)의 경우

경제활동, 흡연, 음주, 정신건강 등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삶의 질은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가구당 성인 1인에게 세대유형, 주택소유여부, 주택형태, 월평균소득, 결혼

여부 등을 묻는 가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영양조사는 식행태, 식이보충제, 영양지식, 식품

안정성 등에 관한 현황(식생활조사)과 조사1일전 식품섭취내용(24시간 회상법)등이 있으며,

만12세 이상을 대상으로 63개 항목의 식품에 대한 식품섭취빈도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검진조사는 신체계측, 혈압 및 맥박측정, 혈액 및 소변검사, 구강검사, 폐기능검사 등 

기존 항목에 2008년에 안(눈)검사, 이비인후(귀, 코, 목)검사, 골밀도 및 체지방검사, 흉

부X-선검사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2009년에는 골관절염검사가 추가되었다. 검사항목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어, 만10세미만 조사항목은 신체계측과 구강검사, 안(눈)검사, 이

비인후(귀, 코, 목)검사 등이었으며, 만10세 이상 조사항목에는 혈압 및 맥박 측정, 혈액 및

소변검사가 추가되었다. 흉부X-선검사는 만1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만

19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폐기능검사, 골밀도 및 체지방검사를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건강

설문조사와 검진조사는 이동검진센터에서 실시하였으며 영양조사는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2007년에서 2008년 상반기까지는 조사구 인접 거리 내 관공서,

마을회관 등의 20평가량의 공간에서 이동검진센터를 설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08년 하반기부터는 이동검진차량을 도입하여 이동검진차량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이용된 국민검진조사 기준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기준(한국, 보건복지부, 2007)이었으며, 이동검진차

량에 구비된 진료의자와 조명하에서 치과의사가 조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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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ariables examined by the KNHANES 2007-2010

조사구분 해당연령 조사항목

건 강

설 문

조사

가구조사 만19세 이상 성, 연령, 결혼상태, 가구원수, 세대유형, 가구소득, 건강보험 가입, 민간보험 가입

교육 만1세 이상 학력, 수학여부, 부모 학력

경제활동 만15세 이상 경제활동여부, 미취업사유, 취업형태, 종사상지위, 근로시간형태,
사업체규모, 직업, 직장내 지위, 최장 직업, 부모 직업

이환 만1세 이상 최근 2주간 이환, 천식증상 경험, 만성질환별(38개) 이환

의료이용 만1세 이상 외래이용, 입원이용, 약국이용

건강검진 만19세 이상 건강검진 수진, 암검진 수진

예방접종 만1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활동제한 만1세 이상 활동제한여부, 활동제한이유, 와병경험, 결근결석

삶의 질 만19세 이상 주관적 건강인지, EQ-5D(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

손상 만1세 이상 손상경험, 손상부위, 사고중독발생기전, 사고중독발생장소, 사고중독 당시 
활동, 손상치료처, 손상으로 인한 와병, 손상으로 인한 결근결석

흡연 만12세 이상 평생흡연, 현재흡연, 과거흡연, 금연, 간접흡연

음주 만12세 이상 평생음주, 음주시작연령, 음주빈도, 음주량, 폭음빈도

신체활동 만12세 이상 격렬한신체활동, 중등도신체활동, 걷기실천, 근력운동, 유연성운동

정신건강 만12세 이상 수면시간, 스트레스인지, 우울증상, 자살, 정신문제상담

안전의식
만1-11세 자동차보호장구 착용, 자전거헬멧 착용

만12세 이상 안전벨트 착용

비만 및 체중조절 만1세 이상 주관적 체형인지, 체중변화, 체중조절

영 양

조사

식생활조사

만1세 이상 결식, 간식 및 외식 빈도, 가족동반식사여부, 식이보충제 복용경험, 현재 
복용중인 식이보충제 정보, 식품지원프로그램 수혜, 식품안정성

초등학생이상 식생활지침 인지 및 실천, 영양표시 이용현황, 영양교육 및 상담 수혜

만1~3세 출생정보, 수유 방법 및 기간, 이유식 및 영아기 식이보충제 섭취 정보

식품섭취빈도조사 만12세 이상 에너지 및 영양소 주요 급원식품(63항목)에 대한 섭취빈도 식품섭취조사

식품섭취조사 조리자 조사1일전 가구에서 섭취한 음식에 대한 조리 내용

만1세 이상 조사1일전 섭취 음식의 종류 및 섭취량(24시간 회상법)

검 진

조사

신체계측 만1세 이상 신장, 체중, 허리둘레

혈압 및 맥박 만10세 이상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맥박수

혈액검사

만10세 이상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혈중요소질소,
크레아티닌, 공복 혈당, 인슐린, B형간염표면항원, 지오티, 지피티,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 페리틴, 비타민D,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

만10세 이상 당화혈색소(당뇨병 환자)

만20세 이상 수은, 납, 카드뮴, 망간(매년 2,000명)

만50세 이상 부갑상선 호르몬

소변검사
만10세 이상 요단백, 요당, 요잠혈, 요비중, 요산도, 요크레아티닌, 요나트륨,

코티닌(매년 2,000명), 유로빌리노겐, 케톤, 빌리루빈, 아질산염

만20세 이상 비소(매년 2,000명)

구강검사 만1세 이상 치아상태 및 치료 필요, 보철물 상태 및 필요, 치주조직 상태,
저작불편경험, 구강검진수진, 칫솔질 실천 등

폐기능검사 만19세 이상 FVC(Forced Vital Capacity), FEV1(Forced Expiratory Volume)

흉부X-선검사 만15세 이상 결핵, 폐기종

안(눈)검사 만3세 이상 시력 및 굴절이상, 사시, 안검하수, 세극등검사, 안압검사,
무산동안저촬영검사 (※필요시 산동후 안저촬영, 시야검사)

이비인후검사 만1세 이상 안면신경마비, 전이개누공, 외이기형, 고막검사, 수축전비강검사,
수축후비강검사, 후두내시경, 어지럼증검사, 청력검사

골밀도 및 
체지방검사 만19세 이상 골밀도, 체지방(※2009년 7월부터 만10세 이상으로 대상연령 하향조정)

골관절염검사 만50세 이상 무릎관절, 엉덩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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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석대상자

제 4기 1∼3차년도(2007년-2009년)와 제 5기 1차년도(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순

환표본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각 조사년도별 원시자료가 건강설문조사, 검

진조사, 영양조사가 각각 구분되어 별도로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2007∼2010년도 자료

를 모두 이용하기 위해서는 분석자료에 따른 별도의 통합과정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

에서는 건강설문조사 자료와 검진조사 자료만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건강설문조사 자

료와 검진자료가 모두 존재하는 조사대상자를 선별해서 구강검진 자료가 없거나 당뇨

병 유병여부 변수가 누락된 자료를 제외한 후, 성인이상에서 주로 발병하는 당뇨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만19세 이상의 대상자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된 4년 동안의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

여 구강검진자료와 당뇨병 유병여부 자료가 모두 존재하는 만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

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최종 연구대상자 수는 21,410명으로, 그 중 정상군이 19,329

명이고 당뇨군이 2,081명이며, 남성이 9,148명이고 여성이 12,26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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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방법

2.3.1 변수의 선정

독립변수로는 인구학적 변수(연령, 성별, 거주지역 등), 사회경제학적 변수(가구소득

수준, 건강보험종류, 민간의료보험가입여부, 교육수준 등), 구강건강상태 변수(우식경험

영구치지수(DMFT index), 기능치아단위지수(FTUs index), FST index, T-Health index,

현존치아수, 현존치아수 20개 이상여부(이하 PT20), 상실치아수, 지역사회 치주지수

(Community Periodontal Index, CPI), 치주병유병여부(이하 CPI≥3), 치주유병분악수

(이하 CPI-Num), 6분악CPI총합(이하 CPI-Sum) 등), 구강건강의식행태 변수(흡연경험여

부, 음주경험여부, 지난 1년간 구강검진 여부, 칫솔질 횟수, 치실사용여부 등)와 당뇨 

및 당뇨와 관련된 전신질환 변수들(당뇨유병여부, 고혈압유병여부, 비만유병여부, 지질

이상여부, 심혈관질환 병력여부, 활동제한여부 등)이 포함되었다(Table 2).

인구학적 변수의 연령은 2007∼2010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사용된 만연령으로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의 분류기준과 ADA에서 

제시한 당뇨병 스크리닝 요인 중 하나인 만45세 이상 여부를 사용하였다. 성별은 남,

여로 구분하였고, 거주지역은 동, 읍면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사회경제학적 변수로는 가구소득수준, 건강보험종류, 민간의료보험가입여부, 교육수

준 등을 사용하였다. 가구소득수준2)은 가구소득수준별 4분위수를 사용하였고, 건강보험

종류는 지역 및 직장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자로 구분하였다. 민간의료보험가입여

부는 민간의료보험에 하나이상 가입한 사람과 가입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였고, 교

육수준은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이하, 고등학교졸업이하, 대학이상으로 구분하

2) 가구소득수준과 함께 개인소득수준도 조사되었으나, 당뇨병 유병여부와의 상관분석 결과 개인소득수준
(상관계수 0.03, p<0.0001)에 비해서 가구소득수준(상관계수 0.11, p<0.001)이 훨씬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한꺼번에 분석에 사용시 다중공선성이 우려되므로 소득변수로는 가구소득수준을 분석에 이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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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구강건강상태에 관한 변수는 치아우식증, 치주병 변수들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며, 구

강병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발거되는 비율이 높은 제 3 대구치는 제외하고 분석하였

다. 치아우식증의 경우 통합된 자료를 이용하여 각각의 건전치아수, 우식치아수, 상실

치아수, 충전치아수, PT20 등을 각각 계산한 후, DMFT index, 현존치아수, FST index,

기능치아단위지수, T-Health index, PT20 등을 계산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현존치아

수는 전체 치아수에서 상실치아수를 제외한 값으로 정의하였으며, Sheiham이 DMFT

지수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한 FST index는 건강한 치아와 처치치

아가 같은 ‘기능’을 한다는 기능치아(functioning teeth)의 개념에 의해서 건강한 치아수

와 충전치아수를 합산한 값으로 정의하였다(Sheiham, 1987). 전체 FTUs는 구강기능과 

저작능력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지수인 FTUs(Functional Tooth Units) index는 대합

되는 치아가 쌍으로 존재하는 경우 대구치부는 2 unit, 소구치부는 1 unit으로 가중치

를 부여한 값으로 정의하였다(Ueno, 2010). Sheiham이 DMFT 지수의 한계점을 극복하

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한 지수인 T-Health index는 치아의 상태에 따라 건강한 치아는 

4점, 충전치아는 2점, 우식치아는 1점, 상실치아는 0점으로 가중치를 부여해서 전체 치

아를 합산한 값으로 정의하였고(Sheiham, 1987), PT20은 현존치아수 20개 이상 여부로 

정의하였다. 상실치아수는 우식 경험 및 우식비경험 상실치아수를 모두 합한 값으로 

구하였다.

치주상태의 경우도 통합된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CPI(Community Periodontal

Index, 이하 CPI) 지수와 각 분악별 CPI 지수를 구한 후, CPI, CPI≥3, CPI-Num,

CPI-Sum 변수를 새롭게 정의해서 분석에 사용하였다. CPI는 개인의 CPI 대표값으로 

전체 6분악 CPI 지수 중 가장 높은 값으로 정의하였으며, CPI≥3은 CPI 값이 3(4mm

이상 치주낭형성)이상인 치주병유병 여부로 정의하였고, CPI≥4는 CPI 값이 4(6mm 이

상 치주낭형성)이상인 심한 치주병유병 여부로 정의하였다. CPI-Num은 개인에서 CPI

값이 3이상인 분악의 개수(치주유병분악수)로 정의하였으며, CPI-Sum은 개인에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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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악 CPI 지수를 모두 합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구강건강의식행태 변수로는 흡연경험여부, 알콜경험여부, 지난 1년간 구강검진 여부,

점심식사후 칫솔질여부3), 치실사용여부4) 등으로 구분하였다. 흡연경험여부는 평생 담

배 5 갑(100 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현재 흡연자로 정의하여 

구분하였다. 알콜경험여부는 평생음주유경험자와 무경험자로 구분하였고, 구강검진 여

부는 최근 1년간 구강검진 수행과 미수행으로 구분하였고, 점심식사후 칫솔질여부는 

실시와 미실시로 치실사용여부는 사용과 미사용으로 구분하였다.

당뇨병 관련 변수로는 당뇨병 및 미진단 당뇨병, 당뇨병 스크리닝 요인들5)(만45세 

이상여부, 혈압유병여부, 비만유병여부, 지질이상여부6), 심혈관질환 병력여부, 활동제한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공복혈당이 126 ㎎/㎗ 이상이거나 의사에게 당뇨병 진단을 받

았거나 혈당강하제를 복용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투여 받는 모든 경우를 당뇨병으로 정

의하여 구분하였다. 이전까지 한번도 의사에게 당뇨병 진단을 받지 않았고 혈당강하제

를 복용하지 않았으며 인슐린 주사를 투여 받지 않은 사람들 중, 이번 조사에서 처음

으로 공복혈당이 126 ㎎/㎗ 이상으로 나타난 경우를 미진단 당뇨병으로 정의하여 구분

하였다. 고혈압 유병여부는 수축기혈압이 140 mmHg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

mmHg이상 또는 혈압강하제를 복용한 경우를 고혈압으로 정의하여 구분하였다. 비만

유병여부는 BMI가 25 이상인 경우를 비만으로 정의하여 구분하였다. 지질이상여부에

서는 고콜레스테롤혈증은 공복시 총콜레스테롤 240 ㎎/㎗이상이거나 콜레스테롤 약을 

3) 시기별 칫솔질 여부 중에서는 점심식사후 칫솔질 여부(상관계수 -0.076, p<0.0001)가 자기전 칫솔질 여부
(상관계수 -0.047, p<0.0001)와 나머지 시기별 칫솔질 여부보다도 당뇨상태와 가장 상관계수가 높았으
며, 모두 분석에 사용시 다중공선성이 우려되므로 칫솔질관련 변수로는 점심식사후 칫솔질 여부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4) 구강보조용품 사용여부에서는 치실사용여부(상관계수 -0.052, p<0.0001)가 치간칫솔사용여부(상관계수 
-0.010, p=0.47) 및 다른 구강보조용품사용여부보다 당뇨상태와 상관계수가 높았으며, 모두 분석에 사용
시 다중공선성이 우려되므로 구강보조용품관련 변수로는 치실사용여부 변수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5) 4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구할 수 있는 당뇨병 스크리닝 요인인 만45세 이상여부, 고혈압유병여부, 비
만유병여부, 지질이상여부, 심혈관질환 병력여부, 활동제한여부만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6)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면서 중성지방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편의상 지질이상여부로 표시하였다.



- 13 -

복용한 경우로 정의하고 중성지방이상은 12시간 이상 공복시 중성지방 200 ㎎/㎗이상

인 경우로 정의해서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로 정의하여 구분하였다. 심혈관질

환 병력여부는 뇌졸중 또는 심근경색 또는 협심증 유병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를 심혈

관질환 병력자로 정의해서 구분하였다. 활동제한여부는 활동제한 건강설문에서 활동제

한 응답내용에 따라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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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범주 변수 측정기준

인구학적

요인

(만)연령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만45세 이상 여부 만45세 이상, 만45세미만

성별 남성, 여성

지역 동, 읍면

사회경제

학적

요인

가구소득수준 하, 중하, 중상, 상

건강보험종류 지역 및 직장 의료보험, 의료급여

민간의료보험가입여부 가입, 가입하지 않음

교육수준 초등졸이하, 중등졸이하, 고등졸이하, 대학이상

구강건강

상태요인

DMFT index 우식치, 상실치, 충전치아의 총합

현존치아수 구강 내에 존재하는 현존치아수

기능치아단위지수
(FTUs index)

대합되는 치아가 쌍으로 존재할 때의 전체 가중합 

(대구치부 2점, 소구치부 1점)

FST index 건강한 치아와 충전 치아를 합산한 값

PT20 현존치아수 20개 이상 여부

상실치아수 우식경험 및 우식비경험 상실치아를 합산한 값

CPI 개인별 CPI 값(각 분악별 CPI 중 가장 높은 값)

CPI≥3 CPI 값이 3(4 mm 이상 치주낭형성) 이상인 사람

CPI≥4 CPI 값이 4(6 mm 이상 심치주낭형성) 이상인 사람

CPI-Num 전체 6분악 중 CPI가 3(4 mm 이상 치주낭형성)이상인 분악수

CPI-Sum 전체 6분악 CPI 지수의 총합

구강건강

행태요인

흡연경험여부 현재 흡연, 현재 비흡연(평생 금연, 과거 5갑이내 흡연)

알콜경험여부 평생 알콜 경험, 평생 알콜 비경험

지난1년간 구강검진여부 시행, 미시행

점심식사후 칫솔질 여부 시행, 미시행

치실사용여부 사용, 미사용

전신질환

요인

당뇨병 유병여부 정상, 유병

미진단 당뇨병 유병여부 정상, 유병

고혈압 유병여부 정상, 유병

비만 유병여부 정상, 유병

지질이상 여부 정상, 유병

심혈관질환 병력 여부 정상, 유병

활동제한여부 정상, 활동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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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연구의 진행 과정

본 연구는 총 4가지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실시된 제4기 및 5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구강검진자료

와 당뇨병 유병여부 자료가 모두 존재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병합

하였으며, 최종 연구대상자 수는 21,410명이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당뇨상태 및 구

강상태요인에 대한 기술통계를 구하고, 당뇨상태에 따라 구강상태요인들이 차이가 있

는지를 검정하였다. 또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사용될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를 

선정하기 위해서 당뇨와 구강상태요인 및 주요 변수들 간에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구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사용해서 구강상태요인 등

이 당뇨병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당뇨요인이 치주병 등의 구강상태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치주요인을 포함한 당뇨병 스크리닝 요인

이 당뇨병 및 미진단 당뇨병 예측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고, ROC 분석을 통해 당뇨병 스크리닝 요인과 치주요인을 조합한 각 예

측 모형별 예측력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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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자료 병합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ROC 분석

2007년∼2009년

제 4기 

국민건강

영양조사

당뇨상태와 

구강상태요인 

기술통계 및 

당뇨상태에 따른 

구강상태

구강상태요인: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당뇨스크리닝요인과 

치주요인의 당뇨병 및 

미진단 당뇨병 

예측력 비교

+ ⇩ + ⇩

2010년 

제 5기 1차 

국민건강

영양조사

당뇨와 관련요인 

상관분석: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사용될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선정

당뇨요인: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ROC 분석:

당뇨스크리닝요인과 

치주요인을 조합한 각 

예측 모형별 당뇨병 및 

미진단 당뇨병 

예측력 비교

    

Fig 1. Process of this study



- 17 -

2.3.3 통계분석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층화집락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한 복합표본 설계이므로 단순임의

추출을 가정하고 통계분석시 편향된 결과가 산출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복합표본 설계 요소인 층화변수와 집락변수, 가중치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가중치의 

경우 단일 조사는 개별조사 가중치를 적용하고, 여러 조사부분의 변수들을 이용한 연계

분석 시에는 적절한 연관성분석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 방법상

가능한 경우에는 복합표본 설계 요소인 층화변수와 집락변수, 가중치를 모두 고려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9.2 통계패키지(SAS Institute Inc.,

cary, U.S.A.)를 이용해서 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당뇨 상태 및 연령에 따른 구강상태요인의 기술통계를 구하고 당뇨상태에 따른 

구강상태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2)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사용될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를 선정하기 위해서 당뇨

병과 주요 변수들 간에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3) 선정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사용해서 구강상태요인 등이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당뇨요인이 치주병 등의 구강

상태요인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4) 당뇨병과 미진단 당뇨병에서 치주요인을 포함한 당뇨병 스크리닝 요인이 당뇨병 

예측에 끼치는 영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당뇨

병 스크리닝 요인들과 치주요인을 조합한 각 당뇨예측 예측 모형별 예측력을 비교하기 위

해 ROC 분석7)을 시행하였다.

7) SAS 9.2 복합표본통계에서는 ROC 분석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복합표본설계요소를 고려하지 못하고 일
반적인 방법으로 ROC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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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당뇨 상태 및 연령에 따른 분포

총 연구대상자 수는 21,410명으로 그중 정상군이 19,329명 당뇨군이 2,081명이었으며, 남

성이 9,148명, 여성이 12,262명이었다. 당뇨병 전체 유병률은 9.72%였고, 남성의 유병률이 

11.15%로 8.65%인 여성의 유병률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3. Distribution of subjects by age, sex and diabetic conditions

Ages
Males Females Total

n % n % n %

19∼29

Normal 1,157 99.31 1,576 98.99 2,733 99.13

Diabetic group 8 0.69 16 1.01 24 0.87

Total 1,165 100.00 1,592 100.00 2,757 100.00

30∼39

Normal 1,745 96.94 2,487 97.95 4,232 97.53

Diabetic group 55 3.06 52 2.05 107 2.47

Total 1,800 100.00 2,539 100.00 4,339 100.00

40∼49

Normal 1,711 92.19 2,259 95.60 3,970 94.10

Diabetic group 145 7.81 104 4.40 249 5.90

Total 1,856 100.00 2,363 100.00 4,219 100.00

50∼59

Normal 1,343 83.89 1,983 91.09 3,326 88.04

Diabetic group 258 16.11 194 8.91 452 11.96

Total 1,601 100.00 2,177 100.00 3,778 100.00

60∼69

Normal 1,204 78.44 1,596 81.93 2,800 80.39

Diabetic group 331 21.56 352 18.07 683 19.61

Total 1,535 100.00 1,948 100.00 3,483 100.00

Over 70

Normal 968 81.28 1,300 79.12 2,268 80.03

Diabetic group 223 18.72 343 20.88 566 19.97

Total 1,191 100.00 1,643 100.00 2,834 100.00

Total

Normal 8,128 88.85 11,201 91.35 19,329 90.28

Diabetic group 1,020 11.15 1,061 8.65 2,081 9.72

Total 9,148 100.00 12,262 100.00 21,41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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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당뇨 상태, 연령, 성별에 따른 구강건강상태

3.2.1 당뇨 상태, 연령, 성별에 따른 치아요인

3.2.1.1 당뇨 상태, 연령, 성별에 따른 DMFT index 분포

전체 DMFT index는 당뇨군이 6.73으로 정상군의 5.83보다 높아서 구강상태가 나쁘

게 나타났으나(p<0.0001), 세부 연령별로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남성에서는 

19∼29세와 30∼39세를 제외하고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상군에 비해서 당뇨군이 높게 

나타나서 구강상태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여성에서는 세부 연령별로 당뇨군이 

정상군에 비해서 구강상태가 나쁘다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Table 4).

Table 4. Distribution of DMFT index† by age, sex and diabetic conditions

Ages
Males Females Total

Mean SE Mean SE Mean SE

19∼29
Normal 5.28 0.12 6.69 0.10 5.97 0.08

Diabetic group 5.02 1.32 8.11 1.61 6.79 1.14

30∼39
Normal 4.33 0.09 5.70 0.08 5.00 0.06

Diabetic group 4.31 0.51 5.98 0.60 4.90 0.39

40∼49
Normal 3.89 0.09 5.72 0.08 4.80 0.06

Diabetic group 4.03 0.37 6.05 0.45 4.76 0.29

50∼59
Normal 4.57 0.11 6.54 0.10 5.59 0.08

Diabetic group 4.91 0.29 6.73 0.37 5.56 0.23

60∼69
Normal 6.73 0.16 8.13 0.14 7.48 0.11

Diabetic group 6.73 0.32 7.43 0.32 7.08 0.23

Over 70
Normal 9.04 0.22 10.73 0.19 10.04 0.14

Diabetic group 9.35 0.46 10.61 0.37 10.17 0.29

Total
Normal 4.95 0.05 6.69 0.04 5.83 0.03

Diabetic group 5.69** 0.17 7.94*** 0.19 6.73*** 0.13

† DFMT index: Sum of decayed, missing and filled teeth

**: p<0.01 by Surveyreg SAS procedure for Complex sampling design

***: p<0.0001 by Surveyreg SAS procedure for Complex sampling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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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당뇨 상태, 연령, 성별에 따른 현존치아수 분포

전체 현존치아수는 당뇨군이 20.95, 정상군이 25.19개로 당뇨군의 현존치아수가 무

려 4.24개나 적었다(p<0.001). 세부 연령별로도 당뇨군이 정상군에 비해서 현존치아수

가 적어서, 당뇨군의 구강건강 상태가 정상군에 비해서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40∼49세(p<0.05), 50∼59세(p<0.0001), 60∼69세(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현

존치아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서는 19∼29세를 제외하고는 연령이 증가할

수록 정상군에 비해서 당뇨군이 현존치아수가 적어서 구강상태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

였으며, 여성에서는 7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남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Table 5).

Table 5. Distribution of Number of Present teeth† by age, sex and diabetic conditions

Ages
Males Females Total

Mean SE Mean SE Mean SE

19∼29
Normal 27.61 0.03 27.37 0.03 27.49 0.02

Diabetic group 27.70 0.40 26.99 0.85 27.29 0.54

30∼39
Normal 27.38 0.03 27.30 0.03 27.34 0.02

Diabetic group 26.92 0.28 26.79 0.52 26.88 0.27

40∼49
Normal 26.39 0.07 26.66 0.05 26.53 0.04

Diabetic group 25.43 * 0.36 25.98 0.31 25.63* 0.25

50∼59
Normal 24.25 0.15 24.62 0.10 24.44 0.09

Diabetic group 22.57** 0.43 23.30** 0.45 22.83*** 0.32

60∼69
Normal 20.58 0.23 20.46 0.19 20.51 0.15

Diabetic group 18.54** 0.48 19.93 0.44 19.24** 0.32

Over 70
Normal 14.96 0.31 13.48 0.27 14.08 0.20

Diabetic group 14.08 0.63 13.63 0.52 13.79 0.40

Total
Normal 25.42 0.06 24.96 0.06 25.19 0.04

Diabetic group 21.57*** 0.25 20.23*** 0.27 20.95*** 0.19

† Present teeth: Sum of Sound, filled and decayed teeth

*: p<0.05 by Surveyreg analysis of SAS procedure for Complex sampling design

**: p<0.01 by Surveyreg analysis of SAS procedure for Complex sampling design

***: p<0.0001 by Surveyreg analysis of SAS procedure for Complex sampling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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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당뇨 상태, 연령, 성별에 따른 기능치아단위지수 분포

상하악 치아가 서로 대합되는 쌍을 나타내는 기능치아단위지수는 당뇨군이 6.61, 정상군

이 9.5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당뇨군의 지수값이 낮았다(p<0.0001). 세부 연령별로

도 당뇨군이 정상군보다 기능치아단위지수값이 낮아서, 당뇨군의 구강건강 상태가 정

상군에 비해서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40∼49세(p<0.01), 50∼59세(p<0.0001),

60∼69세(p<0.01)에서 당뇨군이 정상군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남성에서는 19∼29세를 제외하고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상군에 비해서 당뇨군의 기

능치아단위지수가 낮게 나타나서 구강상태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성에서는 

7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남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Table 6).

Table 6. Distribution of FTUs index† by age, sex and diabetic conditions

Ages
Males Females Total

Mean SE Mean SE Mean SE

19∼29
Normal 11.60 0.03 11.35 0.03 11.48 0.02

Diabetic group 11.77 0.30 10.88 0.72 11.26 0.46

30∼39
Normal 11.23 0.04 11.14 0.03 11.19 0.02

Diabetic group 10.81 0.36 10.63 0.35 10.74 0.25

40∼49
Normal 10.19 0.07 10.33 0.05 10.26 0.04

Diabetic group 9.35* 0.29 9.48* 0.33 9.40** 0.22

50∼59
Normal 8.47 0.11 8.31 0.08 8.38 0.07

Diabetic group 7.46** 0.27 7.50* 0.30 7.47*** 0.20

60∼69
Normal 5.93 0.13 5.65 0.11 5.78 0.08

Diabetic group 4.89** 0.25 5.41 0.23 5.15** 0.17

Over 70
Normal 3.43 0.13 2.79 0.11 3.05 0.08

Diabetic group 3.01 0.26 2.86 0.20 2.91 0.16

Total
Normal 9.74 0.04 9.33 0.04 9.53 0.03

Diabetic group 7.03*** 0.15 6.12*** 0.14 6.61*** 0.10

†FTUs(Functional Tooth Units) index: Pairs of opposing molar & premolar teeth(Two opposing

premolars were defined as one FTU & two opposing molars were defined as two FTUs)

function as well as oral condition and dietary intake

*: p<0.05 by Surveyreg analysis of SAS procedure for Complex sampling design

**: p<0.01 by Surveyreg analysis of SAS procedure for Complex sampling design

***: p<0.0001 by Surveyreg analysis of SAS procedure for Complex sampling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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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 당뇨 상태, 연령, 성별에 따른 FST index 분포

충전치아와 건전치아의 합을 나타내는 FST index는 당뇨군이 20.32, 정상군이 24.62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당뇨군의 지수값이 낮았다(p<0.001). 세부 연령별로도 당뇨군

이 정상군에 비해서 FST index가 낮아서, 당뇨군의 구강건강 상태가 정상군에 비해서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30∼39세(p<0.05), 40∼49세(p<0.01), 50∼59세(p<0.0001),

60∼69세(p<0.01)에서 당뇨군이 정상군에 비해서 FST index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

게 나타났다. 남성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상군에 비해서 당뇨군의 FST index가 

낮게 나타나서 구강상태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성에서도 70세 이상을 제외하

고는 남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Table 7).

Table 7. Distribution of FST† index by age, sex and diabetic conditions

Ages
Males Females Total

Mean SE Mean SE Mean SE

19∼29
Normal 26.66 0.06 26.62 0.05 26.64 0.04

Diabetic group 26.47 0.95 25.79 0.86 26.08 0.63

30∼39
Normal 26.76 0.05 26.83 0.04 26.80 0.03

Diabetic group 26.04 0.36 25.78 0.61 25.95* 0.33

40∼49
Normal 25.95 0.07 26.31 0.06 26.13 0.05

Diabetic group 24.92* 0.39 25.23* 0.41 25.03** 0.29

50∼59
Normal 23.80 0.15 24.28 0.11 24.05 0.09

Diabetic group 22.03** 0.44 22.77** 0.46 22.29*** 0.32

60∼69
Normal 20.04 0.23 19.99 0.19 20.01 0.15

Diabetic group 18.09** 0.48 19.42 0.44 18.76** 0.32

Over 70
Normal 14.04 0.31 12.86 0.26 13.34 0.20

Diabetic group 13.11 0.63 12.89 0.51 12.97 0.40

Total
Normal 24.79 0.06 24.46 0.06 24.62 0.04

Diabetic group 20.96*** 0.26 19.57*** 0.27 20.32*** 0.19

† FST index: Sum of filled and sound teeth

*: p<0.05 by Surveyreg analysis of SAS procedure for Complex sampling design

**: p<0.01 by Surveyreg analysis of SAS procedure for Complex sampling design

***: p<0.0001 by Surveyreg analysis of SAS procedure for Complex sampling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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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 당뇨 상태, 연령, 성별에 따른 T-Health index 분포

DMFT index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건전치아와 충전치아, 우식치아에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한 T-Health index는 당뇨군이 71.95 정상군이 88.56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당뇨군이 낮았다(p<0.0001), 세부 연령별로도 당뇨군이 정상군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서, 당뇨군의 건강상태가 정상군에 비해서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40∼49

세(p<0.05), 50∼59세(p<0.01)에서 당뇨군이 정상군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남성에서는 19∼29세 연령대를 제외하고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당뇨군의 

T-Health index가 정상군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서 구강상태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으

며, 여성에서는 7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남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Table 8).

Table 8. Distribution of T-health index† by age, sex and diabetic conditions

Ages
Males Females Total

Mean SE Mean SE Mean SE

19∼29
Normal 98.76 0.31 95.21 0.26 97.04 0.20

Diabetic group 99.68 3.55 90.19 4.19 94.25 3.03

30∼39
Normal 99.61 0.26 96.77 0.21 98.22 0.17

Diabetic group 97.70 1.62 94.76 2.36 96.66 1.35

40∼49
Normal 96.18 0.36 93.51 0.29 94.85 0.23

Diabetic group 92.05* 1.78 91.04 1.84 91.69* 1.30

50∼59
Normal 86.34 0.66 84.05 0.49 85.15 0.40

Diabetic group 79.64** 1.79 80.63 1.88 79.99** 1.31

60∼69
Normal 69.35 0.92 66.27 0.76 67.70 0.59

Diabetic group 62.45* 1.88 66.06 1.67 64.27 1.26

Over 70
Normal 46.99 1.13 41.45 0.94 43.70 0.72

Diabetic group 43.92 2.25 42.04 1.82 42.70 1.42

Total
Normal 90.96 0.26 86.23 0.23 88.56 0.17

Diabetic group 75.40*** 1.03 67.90*** 1.05 71.95*** 0.74

† T-Health index: Sum of weighting values of each teeth(Weighting as score 4 for sound

teeth, 2 for filled teeth, 1 for decayed teeth and 0 for missing teeth)

*: p<0.05 by Surveyreg analysis of SAS procedure for Complex sampling design

**: p<0.01 by Surveyreg analysis of SAS procedure for Complex sampling design

***: p<0.0001 by Surveyreg analysis of SAS procedure for Complex sampling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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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 당뇨 상태, 연령, 성별에 따른 상실치아수 분포

전체 상실치아수는 당뇨군이 7.05개, 정상군이 2.81개로 당뇨군의 상실치아수가 무

려 4.24개나 많았다(p<0.001). 세부 연령별로도 당뇨군이 정상군에 비해서 상실치아수

가 많아서, 당뇨군의 구강건강 상태가 정상군에 비해서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40∼49세(p<0.05), 50∼59세(p<0.0001), 60∼69세(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당

뇨군의 상실치아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서는 19∼29세를 제외하고는 연령

이 증가할수록 정상군에 비해서 당뇨군이 상실치아수가 많아서 구강상태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성에서는 7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남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Table 9).

Table 9. Distribution of Number of teeth loss† by age, sex and diabetic conditions

Ages
Males Females Total

Mean SE Mean SE Mean SE

19∼29
Normal 0.39 0.03 0.63 0.03 0.51 0.02

Diabetic group 0.30 0.40 1.01 0.85 0.71 0.54

30∼39
Normal 0.62 0.03 0.70 0.03 0.66 0.02

Diabetic group 1.08 0.28 1.21 0.52 1.12 0.27

40∼49
Normal 1.61 0.07 1.34 0.05 1.47 0.04

Diabetic group 2.57* 0.36 2.02 0.31 2.37* 0.25

50∼59
Normal 3.75 0.15 3.38 0.10 3.56 0.09

Diabetic group 5.43** 0.43 4.70** 0.45 5.17*** 0.32

60∼69
Normal 7.42 0.23 7.54 0.19 7.49 0.15

Diabetic group 9.46** 0.48 8.07 0.44 8.76** 0.32

Over 70
Normal 13.04 0.31 14.52 0.27 13.92 0.20

Diabetic group 13.92 0.63 14.37 0.52 14.21 0.40

Total
Normal 2.58 0.06 3.04 0.06 2.81 0.04

Diabetic group 6.43*** 0.25 7.77*** 0.27 7.05*** 0.19

†teeth loss: Sum of missing teeth

*: p<0.05 by Surveyreg analysis of SAS procedure for Complex sampling design

**: p<0.01 by Surveyreg analysis of SAS procedure for Complex sampling design

***: p<0.0001 by Surveyreg analysis of SAS procedure for Complex sampling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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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당뇨 상태, 연령, 성별에 따른 치주상태

3.2.2.1 당뇨 상태, 연령, 성별에 따른 CPI 분포

전체 CPI는 당뇨군이 2.19, 정상군은 1.78로 당뇨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001). 세부 연령별로도 7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당뇨군이 정상군에 비해서 높아서,

당뇨군의 치주상태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30∼39세(p<0.01), 40∼49세(p<0.0001),

50∼59세(p<0.0001)에서 당뇨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남성에서는 7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당뇨군의 CPI가 높게 나타나서 치주상태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성에서는 60∼69세를 제외하고는 남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Table 10).

Table 10. Distribution of CPI† by age, sex and diabetic conditions

Ages
Males Females Total

Mean SE Mean SE Mean SE

19∼29
Normal 1.44 0.03 1.09 0.03 1.27 0.02

Diabetic group 2.20* 0.39 1.27 0.27 1.67 0.24

30∼39
Normal 1.78 0.03 1.42 0.02 1.60 0.02

Diabetic group 2.07 0.14 1.76** 0.12 1.96** 0.10

40∼49
Normal 2.21 0.03 1.72 0.02 1.97 0.02

Diabetic group 2.54** 0.10 2.12** 0.11 2.39*** 0.08

50∼59
Normal 2.37 0.03 2.01 0.03 2.19 0.02

Diabetic group 2.69** 0.07 2.15 0.09 2.50*** 0.06

60∼69
Normal 2.28 0.03 2.10 0.03 2.18 0.02

Diabetic group 2.31 0.07 2.05 0.07 2.18 0.05

Over 70
Normal 1.96 0.05 1.72 0.04 1.81 0.03

Diabetic group 1.81 0.09 1.72 0.08 1.76 0.06

Total
Normal 1.95 0.01 1.61 0.01 1.78 0.01

Diabetic group 2.39*** 0.04 1.95*** 0.04 2.19*** 0.03

†CPI: Maximum value of CPI in sextants

*: p<0.05 by Surveyreg analysis of SAS procedure for Complex sampling design

**: p<0.01 by Surveyreg analysis of SAS procedure for Complex sampling design

***: p<0.0001 by Surveyreg analysis of SAS procedure for Complex sampling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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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당뇨 상태, 연령, 성별에 따른 CPI-Num 분포

CPI가 3이상(치주낭이 4mm이상)인 치주분악수인 CPI-Num index는 당뇨군 1.29,

정상군은 0.68로 당뇨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01). 세부 연령별로도 70

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당뇨군이 높아서, 당뇨군의 치주상태가 정상군에 비해서 악화

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40∼49세(p<0.0001), 50∼59세(p<0.0001), 60∼69세(p<0.05)에

서 당뇨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남성에서는 7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당뇨군의 CPI-Num index가 정상군에 비해 높아서 치주상태가 악

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성에서는 19∼29세를 제외하고는 남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

였다(Table 11).

Table 11. Distribution of CPI-Num† by age, sex and diabetic conditions

Ages
Males Females Total

Mean SE Mean SE Mean SE

19∼29
Normal 0.15 0.02 0.09 0.01 0.12 0.01

Diabetic group 0.78 0.62 0.04 0.05 0.36 0.24

30∼39
Normal 0.61 0.03 0.26 0.02 0.44 0.02

Diabetic group 0.72 0.17 0.35 0.15 0.59 0.12

40∼49
Normal 1.20 0.04 0.58 0.03 0.89 0.02

Diabetic group 1.72** 0.15 0.93* 0.16 1.43*** 0.11

50∼59
Normal 1.46 0.05 0.84 0.03 1.14 0.03

Diabetic group 2.01*** 0.11 1.16* 0.12 1.70*** 0.09

60∼69
Normal 1.30 0.05 1.03 0.04 1.15 0.03

Diabetic group 1.65** 0.10 1.05 0.08 1.35* 0.06

Over 70
Normal 1.14 0.05 0.81 0.04 0.94 0.03

Diabetic group 0.89* 0.09 0.90 0.07 0.90 0.06

Total
Normal 0.86 0.02 0.51 0.01 0.68 0.01

Diabetic group 1.58*** 0.06 0.95*** 0.05 1.29*** 0.04

†CPI-Num: Number of CPI≥3 in sextants

*: p<0.05 by Surveyreg analysis of SAS procedure for Complex sampling design

**: p<0.01 by Surveyreg analysis of SAS procedure for Complex sampling design

***: p<0.0001 by Surveyreg analysis of SAS procedure for Complex sampling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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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 당뇨 상태, 연령, 성별에 따른 CPI-Sum 분포

전체 치주분악의 CPI값을 합한 CPI-Sum index는 당뇨군 6.84, 정상군은 5.01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당뇨군이 높았다(p<0.0001). 세부 연령별로도 70세 이상을 제외하

고는 당뇨군이 그 값이 높아서, 당뇨군의 치주상태가 정상군에 비해서 악화되는 경향

을 보였다. 특히 30∼39세(p<0.05), 40∼49세(p<0.0001), 50∼59세(p<0.0001)에서 당뇨군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남성에서는 7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당뇨군의 CPI-Sum index가 정상군에 비해 높아서 치주상태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성에서는 60∼69세를 제외하고는 남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Table 12).

Table 12. Distribution of CPI-Sum† by age, sex and diabetic conditions

Ages
Males Females Total

Mean SE Mean SE Mean SE

19∼29
Normal 3.69 0.11 2.32 0.08 3.02 0.07

Diabetic group 5.93 2.09 4.11 0.96 4.89 0.97

30∼39
Normal 5.13 0.12 3.39 0.08 4.28 0.07

Diabetic group 6.33 0.68 5.24* 0.65 5.94 * 0.48

40∼49
Normal 7.24 0.14 4.62 0.10 5.94 0.09

Diabetic group 8.68* 0.48 6.27** 0.52 7.81*** 0.37

50∼59
Normal 7.85 0.16 5.54 0.11 6.65 0.09

Diabetic group 9.37** 0.37 6.65* 0.41 8.39*** 0.28

60∼69
Normal 6.94 0.16 6.01 0.13 6.44 0.10

Diabetic group 7.46 0.32 5.97 0.29 6.71 0.22

Over 70
Normal 5.74 0.17 4.51 0.14 5.01 0.11

Diabetic group 4.84* 0.34 4.60 0.27 4.69 0.21

Total
Normal 5.92 0.06 4.14 0.04 5.01 0.04

Diabetic group 7.85*** 0.18 5.67*** 0.16 6.84*** 0.13

†CPI-Sum: Total Sum of CPI in sextants

*: p<0.05 by Surveyreg analysis of SAS procedure for Complex sampling design

**: p<0.01 by Surveyreg analysis of SAS procedure for Complex sampling design

***: p<0.0001 by Surveyreg analysis of SAS procedure for Complex sampling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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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4 당뇨 상태, 연령, 성별에 따른 CPI≥3 분포

치주병 유병여부(CPI가 3이상(4mm 이상의 치주낭))를 나타내는 CPI≥3 값은 당뇨

군 0.48, 정상군은 0.2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당뇨군이 높았다(p<0.0001). 세부 연령

별로도 7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당뇨군의 값이 정상군보다 높아서, 당뇨군의 치주상

태가 정상군에 비해서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40∼49세(p<0.0001)와 50∼59세

(p<0.0001)에서 당뇨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남성에서는 7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당뇨군의 CPI≥3 값이 정상군에 비해 높아서 치주상태

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성에서는 19∼29세와 60∼69세를 제외하고는 남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Table 13).

Table 13. Distribution of CPI≥3† by age, sex and diabetic conditions

Ages
Males Females Total

Mean SE Mean SE Mean SE

19∼29
Normal 0.07 0.01 0.05 0.01 0.06 0.00

Diabetic group 0.36 0.18 0.04 0.05 0.18 0.08

30∼39
Normal 0.25 0.01 0.12 0.01 0.19 0.01

Diabetic group 0.29 0.06 0.14 0.05 0.24 0.04

40∼49
Normal 0.45 0.01 0.26 0.01 0.35 0.01

Diabetic group 0.60** 0.04 0.36 0.05 0.52*** 0.03

50∼59
Normal 0.53 0.01 0.37 0.01 0.44 0.01

Diabetic group 0.68*** 0.03 0.43 0.04 0.59*** 0.02

60∼69
Normal 0.51 0.01 0.44 0.01 0.47 0.01

Diabetic group 0.57 0.03 0.42 0.03 0.49 0.02

Over 70
Normal 0.46 0.02 0.37 0.01 0.40 0.01

Diabetic group 0.41 0.03 0.40 0.03 0.40 0.02

Total
Normal 0.33 0.01 0.23 0.00 0.28 0.00

Diabetic group 0.56*** 0.02 0.38*** 0.01 0.48*** 0.01

†CPI≥3: Moderate Periodontitis was defined as who CPI≥3(Pocket depth ≥4mm) in any sextants

*: p<0.05 by Surveyreg analysis of SAS procedure for Complex sampling design

**: p<0.01 by Surveyreg analysis of SAS procedure for Complex sampling design

***: p<0.0001 by Surveyreg analysis of SAS procedure for Complex sampling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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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당뇨요인과 구강건강요인 등의 상관분석

3.3.1 당뇨요인과 구강상태요인과의 상관분석 결과

구강상태요인인 치아지수와 치주지수 모두에서 당뇨병 유병여부와 상관성이 가장 높

은 연속형 및 이분형 변수들을 각각 다중회귀분석과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에 사용하고

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혼란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연령의 효과를 보정한 편상관분석

을 실시하였다(Table 14).

치아지수 중에서 당뇨병 유병여부와 가장 관련이 높아 다중회귀분석에 사용될 연속

형변수는 FST, 기능치아단위지수, 현존치아수 순서였으나(p<0.0001), 상관계수 값의 차

이가 거의 없어서 세 지수 중에서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현존치아수를 다중회귀분

석에 사용하였다.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에 사용될 이분형 변수는 현존치아수 20개 이

상 여부인 PT20을 사용하였다. 치주지수 중에서 당뇨병 유병여부와 가장 관련이 높아 

다중회귀분석에 사용될 연속형변수는 치주유병분악수인 CPI-Num(p<0.0001), 다중로지스

틱회귀분석에 사용될 이분형 변수는 치주병유병여부인 CPI≥3(p<0.0001)이었다.

Table 14. Result of Age-adjusted Partial correlation analysis for variables selection
of multiple regression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ith DM variable

　 Correlation Strength with DM

Tooth

facto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ST***(r=0.06) > FTUs***(r=0.06) > PT*** (r=0.06)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PT20***(r=0.05)

Perio

facto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PI-Num***(r=0.06) > CPI-Sum***(r=0.05)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CPI≥3***(r=0.05)

***: p <0.0001 by Age-adjusted Partial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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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당뇨요인과 인구·사회경제학적, 구강건강행태 및 전신요인과의

상관분석 결과

인구·사회경제학적, 구강건강행태 및 전신요인들과 당뇨병 유병여부 간의 상관분석

을 통해서 상관성이 높은 해당 변수들을 각각 다중회귀분석과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에 

독립변수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가구소득수준과 개인소득수준, 점심식사후 칫솔질과 

자기전 칫솔질, 치실사용과 치간칫솔 사용 등 비슷한 변수의 경우 분석에 함께 사용했

을 때 다중공선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변수를 찾아서 분석

에 사용하고자 하였다(Table 15).

인구학적 변수 중에서는 성별(p<0.0001)과 거주지역(p<0.001) 모두 당뇨병 유병여부

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서 분석에 사용하였다.

사회경제학적 요인 중에서는 가구소득수준이 개인소득수준보다 당뇨병 유병여부와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 분석에 사용했으며(p<0.0001), 교육수준과 건강보험종류, 민간의

료보험가입여부 등도 당뇨병 유병여부와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서 분석에 사용하였다

(p<0.0001).

구강건강행태변수에서는 점심후 칫솔질 여부가 자기전 칫솔질 여부보다, 치실사용 

여부가 치간칫솔 사용여부보다 당뇨병 유병여부와 상관성이 높아서 분석에 사용했으며

(p<0.0001), 알콜경험여부와 최근 1년간 구강검진여부가 당뇨병 유병여부와 상관성이 높아

서 분석에 사용했다(p<0.0001). 현재흡연여부의 경우 당뇨병 유병여부와 상관성이 유의하

지 않게 나타났으나 치주병의 주요한 위험요인이므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신적 요인의 경우 고혈압여부, 비만여부, 지질이상여부, 심혈관질환병력, 활동제한

여부 모두가 당뇨병 유병여부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여서 분석에 사용하였다(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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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for variables selection of multiple regression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ith DM variable

　 Correlation Strength with DM

Demographic

factors
Age***(r=0.26) Over 45 years***(r=0.22) Sex***(r=0.03) area**(r=0.02)

Socio-economic

factors

house income***(r=0.11) > income***(r=0.03), edu***(r=0.18),

National health insurance***(r=0.06) Private health insurance***(r=0.14)

Oral health

related

behavioral

factors

Brushing after lunch***(r=0.08) > Brushing before sleeping***(r=0.03)

Dental floss***(0.05) > Interdental brush(r=0.01) Present Smoking(r=0.003)

Alcohol Experience***(r=0.06), Oral exam within 1 year**(r=0.04)

Systemic

factors

Hypertension***(r=0.20), Obesity***(r=0.12), CVD history***(r=0.11)

HDL & TG disorder***(r=0.05), Physical inactivity***(r=0.12)

**: p <0.001 by Correlation analysis

***: p <0.0001 by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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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당뇨요인과 구강상태요인과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3.4.1 종속변수를 현존치아수로 둔 다중회귀분석 결과

현존치아수를 종속변수로 두고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Table 16), 당뇨병 유

병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그 외에 CPI-Num, 거주지역, 연령,

현재흡연여부(이상 p<0.0001), 교육수준(대학이상 vs. 고졸), 민간보험가입여부(이상 

p<0.01), 최근 1년간 구강검진여부, 가구소득(상위 25% vs. 하위 25%), 교육수준(대학

이상 vs. 중졸)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이상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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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Multiple regression model for explanation of the variance of number of
Present teeth

Variables Regression Coefficients t value p value
Diabetes No 0.64 1.99 0.05

Yes 0.00 . .

CPI-Num Number of CPI≥3 in sextants 0.40 5.05 <0.0001

Brushing after
lunch

No 0.27 1.49 0.14

Yes 0.00 . .

Dental floss No -0.19 -1.48 0.14

Yes 0.00 . .

Oral exam
within 1 year

No -0.42 -2.38 0.02

Yes 0.00 . .

Area Urban 1.01 4.29 <0.0001

Rural 0.00 . .

Age Age -0.25 -19.45 <0.0001

Sex Male -0.15 -0.76 0.45

Female 0.00 . .

House income
level

Quartile1(low) -0.78 -2.56 0.01

Quartile2 -0.17 -0.82 0.41

Quartile3 -0.27 -1.37 0.17

Quartile4(high) 0.00 . .

Education level Elementary ↓ -0.76 -2.09 0.04

Middle 0.66 2.51 0.01

High 0.43 2.78 0.01

University ↑ 0.00 . .

National health
insurance

Non-medical aid -0.02 -0.02 0.98

Medical aid 0.00 . .

Private health
insurance

No -0.94 -3.56 0.00

Yes 0.00 . .

Present
Smoking

No 1.04 4.93 <0.0001

Yes 0.00 . .

Alcohol
Experience

No -0.17 -0.48 0.63

Yes 0.00 . .

Hypertension Yes -0.21 -1.01 0.31

No 0.00 . .

Obesity Yes -0.28 -1.61 0.11

No 0.00 . .

HDL & TG
Disorder

Yes 0.88 1.04 0.30

No 0.00 . .

CVD history Yes 1.24 1.91 0.06

No 0.00 . .

Physical
inactivity

Yes 0.38 1.18 0.24

No 0.00 . .

R-square: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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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종속변수를 치주유병분악수로 둔 다중회귀분석 결과

치주유병분악수(CPI-Num)를 종속변수로 두고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Table

17), 당뇨병유병여부가 치주병 유병분악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나타

났다(p<0.0001). 그 외에 PT20, 치실사용여부, 연령 성별 (이상 p<0.0001), 거주지역,

교육수준, 현재흡연여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이상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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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Multiple regression model for explanation of the variance of CPI-Num

Variables Regression Coefficients t value p value

Diabetes No -0.40 -4.49 <0.0001

Yes 0.00 . .

PT Number of Present teeth 0.02 4.94 <0.0001

Brushing after
lunch

No 0.05 1.13 0.26

Yes 0.00 . .

Dental floss No 0.17 4.31 <0.0001

Yes 0.00 . .

Oral exam
within 1 year

No 0.08 1.57 0.12

Yes 0.00 . .

Area Urban -0.28 -2.98 0.00

Rural 0.00 . .

Age Age 0.01 3.94 <0.0001

Sex Male 0.29 6.47 <0.0001

Female 0.00 . .

House income
level

Quartile1(low) -0.01 -0.17 0.86

Quartile2 -0.02 -0.34 0.73

Quartile3 0.02 0.33 0.74

Quartile4(high) 0.00 . .

Education level Elementary ↓ 0.34 3.32 0.00

Middle 0.29 3.78 0.00

High 0.22 3.62 0.00

University ↑ 0.00 . .

National health
insurance

Non-medical aid -0.14 -0.80 0.42

Medical aid 0.00 . .

Private health
insurance

No 0.04 0.58 0.56

Yes 0.00 . .

Present
Smoking

No -0.24 -3.68 0.00

Yes 0.00 . .

Alcohol
Experience

No -0.01 -0.08 0.93

Yes 0.00 . .

Hypertension Yes -0.05 -1.04 0.30

No 0.00 . .

Obesity Yes 0.01 0.12 0.90

No 0.00 . .

HDL & TG
Disorder

Yes 0.06 0.30 0.76

No 0.00 . .

CVD history Yes -0.02 -0.13 0.89

No 0.00 . .

Physical
inactivity

Yes 0.11 1.69 0.09

No 0.00 . .

R-square: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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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종속변수를 공복혈당량으로 둔 다중회귀분석 결과

공복혈당량을 종속변수로 두고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Table 18), 치주유병분악

수가 공복혈당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p<0.01). 그 외에 성별,

비만여부(이상 p<0.0001), 민간보험가입여부, 고혈압여부, 지질이상여부 등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 37 -

Table 18. Multiple regression model for explanation of the variance of FPG*

Variables Regression Coefficients t value p value

CPI-Num Number of CPI≥3 in sextants 1.90 3.50 0.00

PT Number of Present teeth -0.17 -1.61 0.11

Brushing
after lunch

No 0.40 0.43 0.66

Yes 0.00 . .

Dental floss No -0.08 -0.09 0.93

Yes 0.00 . .

Oral exam
within 1 year

No 1.19 1.47 0.14

Yes 0.00 . .

Area Urban 1.66 1.70 0.09

Rural 0.00 . .

Age Age 0.10 1.43 0.15

Sex Male 4.61 5.01 <0.0001

Female 0.00 . .

House income
level

Quartile1(low) -0.44 -0.30 0.77

Quartile2 -0.20 -0.22 0.83

Quartile3 1.81 1.56 0.12

Quartile4(high) 0.00 . .

Education level Elementary ↓ 0.64 0.34 0.74

Middle 3.45 1.95 0.05

High 1.38 1.03 0.30

University ↑ 0.00 . .

National health
insurance

Non-medical aid 1.94 0.45 0.66

Medical aid 0.00 . .

Private health
insurance

No 4.38 2.16 0.03

Yes 0.00 . .

Present
Smoking

No 2.19 1.69 0.09

Yes 0.00 . .

Alcohol
Experience

No 0.18 0.16 0.87

Yes 0.00 . .

Hypertension Yes -3.09 -2.49 0.01

No 0.00 . .

Obesity Yes -6.27 -5.33 <0.0001

No 0.00 . .

HDL & TG
Disorder

Yes -6.89 -2.21 0.03

No 0.00 . .

CVD history Yes -0.98 -0.36 0.72

No 0.00 . .

Physical
inactivity

Yes -2.90 -1.70 0.09

No 0.00 . .

R-square: 0.091

* FPG: Fasting plasma gluc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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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당뇨요인과 구강상태요인과의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3.5.1 구강건강 상태에 따른 당뇨병 유병여부 교차표

당뇨병 유병여부를 종속변수로 두고 현존치아수 20개 이상 여부와 치주 상태에 따른 

교차표를 만들고 단변량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Table 19), 현존치아수 20개 

이상 여부(교차비 3.92)와 치주병 유병여부(교차비 2.37), 심한 치주병 유병여부(교차비 

2.44) 모두에서 당뇨병 유병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p<0.0001).

Table 19. Cross table and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 model for explanation of
the variance of DM

Variables
DM Odds

ratio
p value

No Yes Total

PT20

No 16,512 1,354 17,866 reference

Yes 2,817 727 3,544 3.92 <0.0001

Total 19,329 2,081 21,410

Periodontitis

(CPI≥3)

No 13,430 1,091 14,521 reference

Yes 5,899 990 6,889 2.37 <0.0001　

Total 19,329 2,081 21,410

Severe

Periodontitis

(CPI≥4)

No 18,231 1,846 20,077 reference

Yes 1,098 235 1,333 2.44 <0.0001

Total 19,329 2,081 2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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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종속변수를 당뇨병 여부로 둔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당뇨병 유병여부를 종속변수로 두고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Table 20),

치주병 유병여부(교차비 1.8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인자로 나타났다(p<0.0001). 그 

외에 연령, 비만여부(이상 p<0.0001), 민간보험가입여부, 고혈압여부, 심혈관질환 경험여

부(이상 p<0.01), 거주지역, 활동제한여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이상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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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 for explanation of the variance of DM

Variable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 value

Periodontitis
(CPI≥3)

Yes 1.85 1.44 2.38 <0.0001

No reference 　

Present teeth ≥ 20 No 1.18 0.90 1.57 0.24

Yes reference 　 　 　

Brushing after lunch Yes 0.88 0.67 1.16 0.38

No reference　 　 　 　

Dental floss Yes 1.11 0.67 1.84 0.69

No reference 　 　 　

Oral exam
within 1 year

Yes 0.85 0.64 1.13 0.25

No reference 　 　 　

Area Urban 0.74 0.55 1.00 0.05

Rural reference 　 　 　

Age Age 1.03 1.01 1.04 <0.0001

Sex Male 0.74 0.56 0.99 0.04

Female reference 　 　 　

House income level Quartile1(low) 1.12 0.77 1.63 0.56

Quartile2 1.22 0.82 1.82 0.34

Quartile3 0.94 0.65 1.36 0.74

Quartile4(high) reference 　 　 　

Education level Elementary ↓ 0.95 0.65 1.39 0.78

Middle 1.01 0.67 1.54 0.95

High 0.78 0.45 1.35 0.38

University ↑ refere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Non-medical aid 0.60 0.30 1.20 0.15

Medical aid reference 　 　 　

Private health
insurance

Yes 0.56 0.39 0.80 0.00

No reference 　 　 　

Present Smoking Yes 1.02 0.76 1.37 0.92

No reference　 　 　 　

Alcohol experience Yes 0.98 0.72 1.34 0.91

No reference　 　 　 　

Hypertension Yes 1.64 1.28 2.11 0.00

No reference　 　 　 　

Obesity Yes 1.88 1.48 2.39 <0.0001

No reference 　 　 　

HDL & TG
Disorder

Yes 1.65 0.97 2.81 0.06

No reference 　 　 　

CVD history Yes 1.70 1.17 2.46 0.01

No reference 　 　 　

Physical inactivity Yes 1.50 1.08 2.08 0.01

No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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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종속변수를 치주병 유병여부로 둔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치주병 유병여부(CPI≥3)를 종속변수로 두고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Table 21), 당뇨병유병여부(교차비 1.80)가 유의한 위험인자로 나타났다(p<0.0001). 그 

외에 연령, 성별(이상 p<0.0001), 치실사용여부, 거주지역, 현재흡연여부(이상 p<0.001),

PT20, 교육수준(대학이상 vs. 고졸), 고혈압 유병여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이상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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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 for explanation of the variance of Periodontitis

Variable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 value

Diabetes Yes 1.80 1.40 2.32 <0.0001

No reference 　 　 　

Present teeth ≥ 20 No 0.76 0.60 0.96 0.02

Yes reference 　 　 　

Brushing after lunch Yes 0.84 0.69 1.02 0.07

No reference 　 　 　

Dental floss Yes 0.61 0.45 0.84 0.00

No reference 　 　 　

Oral exam
within 1 year

Yes 0.87 0.71 1.08 0.20

No reference 　 　 　

Area Urban 1.51 1.13 2.00 0.00

Rural reference 　 　 　

Age Age 1.03 1.02 1.04 <0.0001

Sex Male 0.60 0.49 0.73 <0.0001

Female reference 　 　 　

House income level Quartile1(low) 1.07 0.84 1.38 0.58

Quartile2 1.09 0.83 1.43 0.52

Quartile3 1.04 0.78 1.37 0.80

Quartile4(high) reference 　 　 　

Education level Elementary ↓ 1.08 0.79 1.49 0.61

Middle 0.92 0.66 1.28 0.61

High 0.63 0.44 0.90 0.01

University ↑ refere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Non-medical aid 1.66 0.92 3.01 0.09

Medical aid reference 　 　 　

Private health
insurance

Yes 1.19 0.94 1.50 0.15

No reference 　 　 　

Present Smoking Yes 1.48 1.17 1.86 0.00

No reference 　 　 　

Alcohol experience Yes 1.05 0.81 1.34 0.73

No reference 　 　 　

Hypertension Yes 1.24 1.02 1.50 0.03

No reference 　 　 　

Obesity Yes 1.11 0.90 1.36 0.33

No reference 　 　 　

HDL & TG
disorder

Yes 0.62 0.34 1.15 0.13

No reference 　 　 　

CVD history Yes 0.81 0.54 1.20 0.29

No reference 　 　 　

Physical inactivity Yes 0.87 0.67 1.12 0.28

No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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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종속변수를 현존치아수 20개 이상 여부로 둔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현존치아수 20개 이상 여부(PT20)를 종속변수로 두고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Table 22), 당뇨병유병여부(교차비 1.34)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인자로 나타났

다(p<0.05). 그 외에 연령(p<0.0001), 치실사용여부, 최근 1년간 구강검진여부, 거주지

역, 교육수준(대학이상 vs. 고졸, 대학이상 vs. 중졸), 현재흡연여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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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 for explanation of the variance of PT20

Variable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 value

Diabetes Yes 1.34 1.01 1.78 0.04

No reference 　 　 　

Periodontitis
(CPI≥3)

Yes 0.93 0.74 1.18 0.55

No reference 　 　 　

Brushing after
lunch

Yes 1.10 0.85 1.42 0.48

No reference 　 　 　

Dental floss Yes 0.33 0.17 0.64 0.00

No reference 　 　 　

Oral exam
within 1 year

Yes 0.65 0.47 0.90 0.01

No reference 　 　 　

Area Urban 1.50 1.14 1.97 0.00

Rural reference 　 　 　

Age Age 1.13 1.11 1.14 <0.0001

Sex Male 0.78 0.58 1.03 0.08

Female reference 　 　 　

House income level Quartile1(low) 0.98 0.73 1.30 0.87

Quartile2 1.11 0.74 1.68 0.61

Quartile3 1.08 0.78 1.49 0.66

Quartile4(high) reference 　 　 　

Education level Elementary ↓ 0.79 0.58 1.07 0.12

Middle 0.63 0.44 0.89 0.01

High 0.53 0.34 0.83 0.01

University ↑ refere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Non-medical aid 0.71 0.37 1.37 0.31

Medical aid reference 　 　 　

Private health
insurance

Yes 1.02 0.78 1.34 0.90

No reference 　 　 　

Present Smoking Yes 1.54 1.11 2.14 0.01

No reference 　 　 　

Alcohol Experience Yes 0.86 0.63 1.19 0.37

No reference 　 　 　

Hypertension Yes 1.02 0.80 1.30 0.90

No reference 　 　 　

Obesity Yes 1.07 0.85 1.35 0.57

No reference 　 　 　

HDL & TG
disorder

Yes 1.29 0.56 2.95 0.55

No reference 　 　 　

CVD history Yes 1.47 0.95 2.28 0.09

No reference 　 　 　

Physical inactivity Yes 1.02 0.74 1.40 0.90

No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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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당뇨 스크리닝 요인들과 치주병 유병여부가 당뇨병 예측에

미치는 영향 

3.6.1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치주병 유병여부와 당뇨 스크리닝 요

인이 당뇨병 예측에 미치는 영향 비교  

치주병 유병여부(CPI≥3)와 당뇨 스크리닝 요인들이 당뇨병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Table 23), 치주병 유병여부(교차비 1.44)와 

만45세 이상여부(교차비 3.73), 고혈압여부(교차비 2.06), 비만여부(교차비 1.80), 심혈관

병력여부(교차비 1.86), 활동제한여부(교차비 1.51) (이상 p<0.0001), 지질이상여부(교차

비 1.64, p=0.002) 등이 당뇨병을 예측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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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Adjusted odds ratio(OR) of DM screening factors and Periodontitis(CPI
≥3) with 95% confidence interval for DM

Variables OR 95% Confidence Interval p value

Over 45 years
Yes 3.73 3.14 4.43 <0.0001

No reference 　 　 　

Hypertension
Yes 2.06 1.83 2.32 <0.0001

No reference 　 　 　

CVD history
Yes 1.86 1.52 2.26 <0.0001

No reference 　 　 　

Obesity
Yes 1.80 1.60 2.03 <0.0001

No reference 　 　 　

HDL & TG
disorder

Yes 1.64 1.21 2.24 0.002

No reference　 　 　 　

Physical
inactivity

Yes 1.51 1.33 1.73 <0.0001

No reference　 　 　 　

Periodontitis

(CPI≥3)

Yes 1.44 1.27 1.62 <0.0001

No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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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ROC Curve를 이용한 치주병 유병여부와 당뇨 스크리닝 요인들의 

예측 모형 비교 

ADA에서 제시한 당뇨병 스크리닝 요인 중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이용 가능한 

6가지와 치주병 유병여부(CPI≥3) 요인을 포함한 총 7개의 스크리닝 요인을 사용했다.

스크리닝 요인의 수는 적으면서 예측력이 높은 효율적인 예측 모형을 찾아내기 위해서 

ROC 통계값인 AUC(Area Under Curve)가 0.7571로 가장 예측력이 높은 예측 모형 7

(스크리닝 요인이 7개)에서 스크리닝 요인을 하나씩 감소시키면서 가장 효율적인 예측 

모형을 찾기 위해 ROC Curve를 구했다(Fig 2, Table 24). 스크리닝 요인의 수가 6개인 

예측 모형 6은 치주병여부, 만45세 이상여부, 고혈압여부, 비만여부, 활동제한여부, 심

혈관질환 병력으로 구성되었고, 예측 모형 7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력이 

감소하지 않았으며, 그때의 ROC 통계값인 AUC는 0.7560이었다. 스크리닝 요인의 수

가 5개인 예측 모형 5는 치주병여부, 만45세 이상여부, 고혈압여부, 비만여부, 활동제한

여부로 구성되었고, 예측 모형 7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력이 감소했고

(p<0.0001), 예측 모형 4, 예측 모형 3, 예측 모형 2, 예측 모형 1 모두 예측 모형 7 보

다 유의하게 예측력이 감소했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당뇨병 예측 모형은 치주병 유

병여부, 만45세 이상여부, 고혈압여부, 비만여부, 활동제한여부, 심혈관질환 병력으로 

구성된 예측 모형 6이었으며, 치주병 여부는 유의한 당뇨병 예측 인자로 나타났다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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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in the model name indicates the number of screening factors used in the model.

†Model (0.7571) is the Model 7 which has the highest predictive power among models.

Fig 2. Summary of ROC curve modeling of DM screening factors and Periodontitis to

predict the presence of 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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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Summary of ROC curve modeling of DM screening factors and Periodontitis to predict the presence of DM

Model 7 Model 6 Model 5 Model 4 Model 3 Model 2 Model 1

Variables

Over 45 years
○*** ○*** ○*** ○*** ○*** ○*** ○***

(3.86) (3.87) (3.98) (4.27) (4.61) (4.60) (6.48)

Hypertension
○*** ○*** ○*** ○*** ○*** ○***

(2.08) (2.08) (2.14) (2.15) (2.22) (2.45)

Obesity
○*** ○*** ○*** ○*** ○***

(1.70) (1.72) (1.72) (1.73) (1.73)

Physical
inactivity

○*** ○*** ○*** ○***

(1.45) (1.45) (1.53) (1.52)

Periodontitis
(CPI≥3)

○*** ○*** ○***

(1.35) (1.36) (1.36)

CVD history
○*** ○***

(1.76) (1.76)

HDL & TG
disorder

○***

(1.76)

ROC Statistics 0.7571 0.7560 0.7525 0.7476 0.7415 0.7237 0.6674

p value# 0.0835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Number in the model name indicates the number of screening factors used in the model.

O indicates that the variabl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creening factor in the model (*: p<0.05, **: p<0.01, ***: p<0.0001).

( ) indicates the odds ratio of the variable.
# The p-value was determined by the ROC statistics conducted between model 7 and other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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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당뇨 스크리닝 요인들과 치주병 유병여부가 미진단 당뇨병 

예측에 미치는 영향

3.7.1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치주병 유병여부와 당뇨 스크리닝 요

인이 미진단 당뇨병 예측에 미치는 영향 비교  

치주병 유병여부(CPI≥3)와 당뇨 스크리닝 요인들이 미진단 당뇨병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Table 25), 치주병 유병여부(교차비 

1.42, p<0.01)와 만45세 이상여부(교차비 1.96), 고혈압여부(교차비 2.13), 비만여부(교차비

2.54) (이상, p<0.0001), 지질이상여부(교차비 1.89, p<0.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활동제한여부와 심혈관질환병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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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Adjusted odds ratio(OR) of DM screening factors and Periodontitis(CPI≥3) with
95% confidence interval for DM

Variables OR 95% Confidence Interval p value

Obesity
Yes 2.54 1.98 3.26 <0.0001

No reference　 　 　 　

Hypertension
Yes 2.13 1.64 2.77 <0.0001

No reference　 　 　 　

Over 45 years
Yes 1.96 1.47 2.62 <0.0001

No reference 　 　 　

HDL & TG
disorder

Yes 1.89 1.10 3.24 0.022

No reference　 　 　 　

Periodontitis

(CPI≥3)

Yes 1.42 1.11 1.82 0.006

No reference　 　 　 　

Physical
inactivity

Yes 0.90 0.67 1.21 0.48

No reference 　 　 　

CVD history
Yes 0.93 0.54 1.57 0.78

No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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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ROC Curve를 이용한 치주병 유병여부와 당뇨 스크리닝 요인들의

예측 모형 비교 

ADA에서 제시한 당뇨병 스크리닝 요인 중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이용 가능한 

6가지와 치주병 유병여부(CPI≥3) 요인을 포함한 총 7개의 요인을 사용했다. 스크리닝 

요인의 수는 적으면서 예측력이 높은 효율적인 예측 모형을 찾아내기 위해서 ROC 통

계값인 AUC(Area Under Curve)가 0.7297로 가장 예측력이 높은 예측 모형 7(스크리

닝 요인이 7개)에서 스크리닝 요인을 하나씩 감소시키면서 가장 효율적인 예측 모형을 

찾기 위해 ROC Curve를 구하였다. 스크리닝 요인의 수가 6개인 예측 모형 6은 치주

병여부, 고혈압여부, 비만여부, 만45세 이상여부, 지질이상여부, 활동제한여부로 구성되

었고, 예측 모형 7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력이 감소하지 않았으며, 그때의 

ROC 통계값인 AUC(Area Under Curve)은 0.7296이었다(Fig 3, Table 26). 스크리닝 요

인의 수가 5개인 예측 모형 5는 치주병여부, 고혈압여부, 비만여부, 만45세 이상여부,

지질이상여부로 구성되었고, 예측 모형 7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력이 감

소했다(p<0.049). 스크리닝 요인의 수가 4개인 예측 모형 4는 치주병여부, 고혈압여부,

비만여부, 만45세 이상여부로 구성되었으며, 예측 모형 7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예측력이 감소하지 않았으며, 그때의 ROC 통계값(AUC)은 0.7257이었다. 예측 모형 

3, 예측 모형 2, 예측 모형 1 모두 예측 모형 7 보다 유의하게 예측력이 감소했다

(p<0.0001).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미진단 당뇨병 예측 모형은 치주병 유병여부, 만45세 

이상여부, 고혈압여부, 비만여부로 구성된 예측 모형 4였으며, 치주병 여부는 유의한 미

진단 당뇨병 예측 인자로 나타났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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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in the model name indicates the number of screening factors used in the model.

†Model (0.7297) is the Model 7 which has the highest predictive power among models.

Fig 3. Summary of ROC curve modeling of DM screening factors and Periodontitis to

Predict the presence of undiagnosed 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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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 Summary of ROC curve modeling of DM screening factors and Periodontitis to predict the presence of undiagnosed DM

Model 7 Model 6 Model 5 Model 4 Model 3 Model 2 Model 1

Variables

Hypertension
○*** ○*** ○*** ○*** ○*** ○*** ○***

(2.22) (2.21) (2.19) (2.19) (2.22) (2.77) (3.36)

Obesity
○*** ○*** ○*** ○*** ○*** ○***

(2.42) (2.42) (2.42) (2.45) (2.47) (2.45)

Over 45 years
○*** ○*** ○*** ○*** ○***

(1.90) (1.89) (1.84) (1.85) (1.96)

Periodontitis
(CPI≥3)

○** ○** ○** ○**

(1.31) (1.31) (1.31) (1.33)

HDL & TG
disorder

○* ○* ○*

(1.78) (1.79) (1.79)

Physical
inactivity

○ ○

(0.86) (0.86)

CVD history
○

(0.92)

ROC Statistics 0.7297 0.7296 0.7276 0.7257 0.7221 0.6996 0.6433

p value# 0.7214 0.0493 0.0704 0.0362 <0.0001 <0.0001

Number in the model name indicates the number of screening factors used in the model.

O indicates that the variabl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creening factor in the model (*: p<0.05, **: p<0.01, ***: p<0.0001).

( ) indicates the odds ratio of the variable.
# The p-value was determined by the ROC statistics conducted between model 7 and other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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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인구고령화, 국민들의 생활양식의 변화, 환경 악화 등에 따라 우리나라의 만성질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HP 2020의 목표인 “건강수명연장과 건강형

평성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방중심의 상병관리, 건강생활 실천 확산,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등의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c). 이는 과거에는 사망의 

주된 원인이 급성질환이었다면, 최근에는 만성질환과 퇴행성 질환이 주요한 사망원인

으로 대두되고 있고(Goulding, 2003), 서구화된 식습관과 생활패턴의 변화, 신체활동의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Seong 등, 2004).

주요한 만성질환인 당뇨병의 경우 1970년대 1.5%에서 최근에는 10%까지 그 유병률

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a). 당뇨병은 일단 발병하면 질병 경과의 조

절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대부분 완치가 어렵고 평생 동안 치료와 자가관리를 요하는 

만성질환이다(Edelman SV, 1998). 치주병 또한 우리나라 성인 37.0%가 이환되어 있는 

매우 유병률이 높은 비가역적인 만성질환이면서(국민건강통계, 2009), 당뇨 등의 전신

질환의 위험요인이므로 과거에 비해서 치주조직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AAP,

2000). 게다가 치주병과 당뇨는 서로 영향을 미쳐서, 당뇨병은 치주병을 악화시키고, 치

주병은 혈당조절을 더욱 어렵게 하는 악순환을 보이고(Kahder, 2006), 두 질환이 동시

에 존재할 경우에는 이러한 나쁜 영향이 더욱 상승된다(Iacopino AM, 2001). 두 질환

의 유병률이 높고,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이는 장차 국민의 전신 및 구강 건

강을 악화시키고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켜 보건경제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표본의 대표성을 가지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원시

자료를 통해, 당뇨병과 구강건강, 특히 치주병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주요 변수들을 

사용해서 치주병과 기존 당뇨 스크리닝 요인들로 만든 당뇨병 예측모형을 통해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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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이 당뇨병 예측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유의한 관련성을 보일 경우 당뇨

병 스크리닝 요인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했다.

당뇨병과 구강건강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같이 전국적인 대표

성을 가지는 연구에서 당뇨병과 구강건강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 동시에 조사되어야 

하나, 제 3기 국민건강영양조사까지는 구강건강 항목이 일부 설문항목만 존재할 뿐 구

강검진이 시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전신건강과 구강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정부와 학계에 고조됨에 따라, 2007년 제 4기 국민건강영양조사 부터는 구강

검진이 추가되어 당뇨병 등의 전신질환과 구강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전국적인 대표

성을 가지는 연구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2010-2012년 제 5기 조사에서도 구강검진이 

시행되고 있다.

DMFT index, 현존치아수, 기능치아단위지수, FST index, T-Health index, 상실치아

수 모두에서 정상군보다 당뇨병 이환군의 구강상태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p<0.0001). 정(2011)과 Kapellas 등(2008)의 연구에서 당뇨군이 비당뇨군보다 더 많은 

치아상실을 보였고 최 등(2004)의 연구에서는 결손치아수와 관련이 있는 전신질환 변

수에 당뇨병과 관련된 공복혈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유사한 연구결과를 보고 했다. 세

부 연령군에서 DMFT index만 동일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DMFT index가 우

식, 충전, 상실 치아에 동일한 가중치를 주어서 예방적 충전과 발치가 동일한 수준으로 

계산되어 충전 및 보철치료를 통해 개인의 구강상태가 개선되어도 반영되지 않는 한계

점을 가지기 때문이며, 이는 당뇨병은 치아우식증과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Taylor 등(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Sheiham이 

제시한 FST index와 T-Health index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 기존의 DMFT index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조남억, 2005; Marcenes과 Sheiham, 1993). 본 연구에서도 FST

index와 T-Health index가 당뇨군의 구강건강상태가 정상군보다 나쁜 경향을 잘 표현

했으며, 현존치아수와 상실치아수, 기능치아단위지수(Masayuki 등, 2010) 등도 DMFT

보다 당뇨군의 구강건강상태가 정상군보다 나쁜 경향을 더 잘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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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지수인 CPI, CPI≥3, CPI-Num, CPI-Sum 모두에서 70세 이상 군을 제외하고는 

당뇨군이 정상군보다 그 값이 증가되어 정상군보다 당뇨군의 치주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p<0.0001). 이는 당뇨병환자가 정상집단에 비해 치은염증, 부착소실과 같

은 치주조직의 파괴가 증가한다는 Mattout(2006)의 연구와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치주염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는 Tsai(2002)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그 이유는 당

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치주병의 주요 악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Khader 등(2006)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에서 치주병의 심도(severity)는 증가하였으나 이환되는 범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치주병의 심도에 해당하는 CPI나 CPI-Sum

뿐만 아니라 치주병의 범위에 해당되는 CPI-Num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당뇨

군이 정상군에 비해서 치주상태가 나쁘게 나타났다(p<0.05).

현존치아수를 종속변수로 두고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당뇨병 유병여부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고(p<0.05), 그 외에 CPI-Num, 거주지역, 연령,

현재흡연여부(이상 p<0.0001), 교육수준(대학이상 vs. 고졸), 민간보험가입여부(이상 

p<0.01), 최근 1년간 구강검진여부, 가구소득(상위 25% vs. 하위 25%), 교육수준(대학이

상 vs. 중졸)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이상 p<0.05). 이는 치주병과 치아우

식 등의 직접적인 치아상실 이외에 당뇨병 등의 전신질환변수, 인구학적, 사회경제학

적, 구강건강관련 행동 변수 등의 다양한 수준의 변수들이 치아상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준다(정, 2011). 특히 당뇨병의 경우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

제한 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상군이 당뇨군에 비해 현존치아수가 0.64개 많

아(p<0.05), 당뇨병이 현존치아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전신질환 요인임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당뇨군이 비당뇨군보다 더 많은 치아상실을 보였다는 정(2011)과 Kapellas

등(2008)의 연구와 일치한다.

치주유병분악수(CPI-Num)를 종속변수로 두고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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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여부가 치주유병분악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고(p<0.0001), 그 

외에 PT20, 치실사용여부, 연령 성별 (이상 p<0.0001), 거주지역, 교육수준, 현재흡연여

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이상 p<0.01). 이는 현존치아수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치

주병과 치아우식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아상실 이외에 당뇨병 등의 전신질환 변수,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구강건강관련 행동 변수 등의 다양한 수준의 변수들이 치아상

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특히 당뇨병의 경우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당뇨군이 정상군에 비해 치주유병분악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40개 많아서(p<0.0001), 당뇨병이 치주상태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전신질환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당뇨병환자가 정상인에 비해서 치은염증, 부착소실과 같

은 치주조직의 파괴가 증가하고(Mattout, 2006), 당뇨병이 치주병 위험에 대한 다른 변

수들의 영향을 보정한 교정교차비가 1.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p<0.05) 백(2011)

의 연구결과,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치주염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는(Tsai, 2002)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공복혈당량을 종속변수로 두고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치주유병분악수가 공복

혈당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고(p<0.01), 그 외에 성별, 비만여부

(이상 p<0.0001), 민간보험가입여부, 고혈압여부, 지질이상여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p<0.05). 특히 CPI-Num의 경우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제한 상황에서 치주

유병분악수가 하나 증가할수록 공복혈당량이 1.9㎎/㎗ 증가했는데, 이는 치주병이 당뇨

병 예측의 독립적인 예측인자라는 NHANES 1의 종적 관찰연구 결과(Ryan 등, 2008)와 

일치한다. 잘 관리되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공복혈당이 낮음을 고려할 때 실제는 공복혈

당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여겨진다. 앞서 다중회귀분석결과에서 당뇨병유병여부가 

현존치아수와 치주유병분악수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음을 고려할 때, 치주유병분악수

는 당뇨병과 서로 양방향으로 영향을 끼치는(bidirectional association) 관계임을 알 수 있

으며, 이는 Lalla 등(2011), Iacopino(2001)와 Taylor(2001)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당뇨병 유병여부를 종속변수로 두고 현존치아수 20이상 여부와 CPI 상태에 따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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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현존치아수 20이상 여부(교차비 3.92)와 치주병 

유병여부(교차비2.37), 심한 치주병 유병여부(교차비 2.4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p<0.0001). 현존치아수 20개 이상여부의 경우 당뇨병이 발생할 교

차비가 3.92배 높았는데, 이는 당뇨군이 비당뇨군보다 더 많은 치아상실을 보인 정

(2011)과 Kapellas 등(2008)의 연구 등과 일치한다. 치주 상태의 경우 기준이 되는 CPI

지수가 높은 심한 치주병의 교차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치주상태가 더 나빠질수

록 혈당조절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며 치주상태와 혈당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Kahder, 2006).

당뇨병 유병여부를 종속변수로 두고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치주병 

유병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인자로 나타났고(p<0.0001), 그 외에 연령, 비만여부 

(이상 p<0.0001), 민간보험가입여부, 고혈압여부, 심혈관질환 경험여부(이상 p<0.01), 거

주지역, 활동제한여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이상 p<0.05). 특히 치주병 유병군이 

정상군에 비해 당뇨병이 발생할 교차비가 1.85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교차비가 

1.43(1.22-1.68)인 Kwon(2011) 등의 연구와 유사하다.

치주병 유병여부(CPI≥3)를 종속변수로 두고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당뇨병유병여부가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으며(p<0.0001), 그 외에 연령, 성별(이상 

p<0.0001), 치실사용여부, 거주지역, 현재흡연여부(이상 p<0.001), PT20, 교육수준(대학

이상 vs. 고졸), 고혈압 유병여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이상 p<0.05). 특

히 당뇨군이 정상군에 비해 치주병이 발생할 교차비가 1.80으로 유의하게 높아서

(p<0.0001), 당뇨병 유병여부가 치주병 위험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위험요

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당뇨병이 치주미생물군의 과염증반응을 일으켜 치주조직 파

괴를 증가시킨다는 Lalla 등(2011)의 연구결과와 당뇨병이 치주병 위험에 대한 다른 변

수들의 영향을 보정한 교정교차비가 1.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p<0.05) 백(2011)

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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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저작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현존치아수는 20개로 여겨지므로

(Gotfredsen과 Walls, 2007; Helkimo 등, 1978), 현존치아수 20개 이상 여부를 종속변수

로 두고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당뇨병유병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고(p<0.05), 그 외에 연령(p<0.0001), 치실사용여부, 최근 1년간 구

강검진여부, 거주지역, 교육수준(대학이상 vs. 고졸, 대학이상 vs. 중졸), 현재흡연여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1). 특히 당뇨군이 정상군에 비해서 현존치아수 20개미

만이 될 교차비가 1.3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서, 당뇨병 유병여부가 현존치아수 

20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위험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치주병 유병여부(CPI≥3)와 당뇨병 스크리닝요인이 당뇨병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한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치주병 유병여부(교차비 1.44)와 만45세 이상

여부(교차비 3.73), 고혈압여부(교차비 2.06), 비만여부(교차비 1.80), 심혈관병력여부(교

차비 1.86), 활동제한여부(교차비 1.51) (이상 p<0.0001), 지질이상여부(교차비 1.64,

p=0.002) 등이 당뇨병을 예측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치주병 유

병여부( CPI≥3)와 당뇨병 스크리닝 요인 6가지를 사용해서 ROC Curve를 구한 결과,

가장 효율적인 당뇨병 예측 모형은 치주병 유병여부, 만45세 이상여부, 고혈압여부, 비

만여부, 활동제한여부, 심혈관질환 병력으로 구성된 예측 모형 6이었으며, 치주병 여부

는 유의한 당뇨병 예측 인자로 나타났다(p<0.0001). 이는 자가설문된 당뇨병 가족력, 고

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치주병 등이 미진단된 당뇨병 환자를 발견하는데 유의한 예측

력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한 Borrell 등(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치주병 유병여부(CPI≥3)와 당뇨 스크리닝 요인들이 미진단 당뇨병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치주병 유병여부(교차비 1.42,

p<0.01)와 만45세 이상여부(교차비 1.96), 고혈압여부(교차비 2.13), 비만여부(교차비 

2.54) (이상, p<0.0001), 지질이상여부(교차비 1.67, p<0.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치주병 유병여부(CPI≥3)와 당뇨병 스크리닝 요인 6가지를 사용

해서 ROC Curve를 구한 결과, 가장 효율적인 미진단 당뇨병 예측 모형은 치주병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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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여부, 만45세 이상여부, 고혈압여부, 비만여부로 구성된 예측 모형 4였으며, 치주병 

여부는 유의한 미진단 당뇨병 예측 인자로 나타났다(p<0.001). 특히 당뇨병뿐만 아니라 

미진단 당뇨병 예측에서도 치주병 유병여부가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치

주병 유병여부를 당뇨병 스크리닝 요인에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ADA(American Diabetes Association)는 무증상의 미진단된 당뇨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만45세 이상여부, 고혈압유병여부, 비만유병여부, 지질이상여부, 심혈관질환 병력여부,

활동제한여부, 인종, 가족력 등의 당뇨병 가이드라인에 해당될 경우에 스크리닝을 시행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당뇨병 스크리닝 가이드라인에 치주병 등의 치과관련 항목

은 아직 제외되어 있다(ADA, 2012). Strauss 등(2010)의 연구에서 치주병이 있는 사람

들 중에서 무려 93.4%가 ADA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뇨병 스크리닝이 필요하다고 권고

될 정도로 치과진료가 당뇨병 스크리닝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

다. Borell 등(2007)은 미국국민건강영양조사(NHANES) III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당

뇨병을 앓고 있는 미국인의 약 1/3이 미진단된 당뇨병 환자이고 미국인의 연간 치과방

문 비율이 약 60%인 상황에서 당뇨병과 치주병의 관련성은 미진단된 당뇨병을 스크리

닝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며 자가설문된 당뇨병 가족력, 고혈압, 높은 콜레스

테롤, 치주병 등이 미진단된 당뇨병 환자를 발견하는 예측력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고 

보고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 ROC Curve를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치주병 유병여부

(CPI≥3)는 기존 당뇨병 스크리닝 요인들과 비교할 때 당뇨병 예측확률을 유의하게 높

일 뿐만 아니라, 미진단 당뇨병에서도 유의하게 예측확률을 높여주므로, 치주병 유병여

부를 당뇨병 스크리닝 요인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치주병 유병여부를 당뇨병 스크리닝 요인에 포함시키게 되면 미진단된 당뇨병을 확

인하는 장점뿐만 아니라 치주병과 당뇨병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Iacopino(2001)에 따르면 치주병과 당뇨병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서로간의 악영향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므로, 혈당조절을 통한 당뇨병 관리나 치주치료를 통한 치주병 관

리를 통해 당뇨병과 치주병을 동시에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치주치료는 구강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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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과 치주염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므로

(Lalla 등, 2011; Mealey 등, 2008), 의사와 치과의사는 양방향성 관련성을 가지는 당뇨

병과 치주병을 동시에 가진 환자를 치료할 때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당뇨병 환자들

은 많은 경우 당뇨병이 구강건강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건강한 구강상

태를 유지하기 위한 태도가 불량하므로, 치과계와 의료계 전문가 모두가 당뇨병의 구

강 증상과 구강내 합병증 등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ldarrat, 2011). 우리나라 제 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2020)의 당뇨병 관리목표 

중에서 당뇨병 합병증을 낮추기 위해 연간 치과수진율을 높이고, 건강검진 결과 당뇨

병 위험관리군은 유선상담 및 건강정보제공, u-Health 활용 상담을 통해, 당뇨병 집중

관리군은 방문상담, 건강정보제공, 유선상담, u-Health 활용을 통해 당뇨병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항목이 있다(보건복지부, 2011c). 따라서 당뇨병 사후관리에 치주치료 제공 등

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당뇨병과 치주병을 동시에 관리하고, 당뇨병과 치주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치아 및 치주요인과 당뇨병 요인과의 인과관계를 찾기 위해 설계된 코호

트 연구나 환자대조군 연구가 아니라 단면적 연구이고, 생물학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연구의 한계점을 가진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제 4기(2007-2009년)

와 제 5기(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구강검진 항목이 추가되어 당뇨병 등의 전

신질환과 구강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전국적인 대표성을 가지는 최초의 자료이고, 단순

임의추출을 가정하고 분석을 시행하지 않고 가능한 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복합표본 

설계 요소인 층화변수와 집락변수, 가중치를 모두 고려해서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단순

한 이변량 분석이 아니라 혼란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의 영향력을 보정한 

포괄적 모형 하에서 다변량 분석을 통해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당뇨병은 치주상태와 치아상태를 모두 악화시키고 치주상태 역시 당뇨병 발생위험을 

높여주는 양방향관련성(bidirectional association)을 가지는 관계임을 확인하였으며,

치주병 유병여부가 당뇨병 및 미진단 당뇨병 발생에 유의한 위험요인이었을 뿐만 아

니라,당뇨병 및 미진단 당뇨병 예측모형의 예측력을 유의하게 높여주는 요인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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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따라서 치주병 유병여부를 당뇨병 스크리닝 요인으로 포함시켜서 당뇨병 

스크리닝 효율을 높이는 것이 추후 HP 2020의 목표인 “건강수명연장과 건강형평성 제

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물학적 요인 

등이 보완된 종적연구를 통한 당뇨병과 구강건강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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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표본의 대표성을 가지는 2007∼2010년 제 4기 및 

5기 1차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당뇨병과 구강건강과의 관련성을 살

펴보고 당뇨 스크리닝 요인들과 치주병이 당뇨병 및 미진단 당뇨병을 예측하는데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치아관련 지표인 DMFT index, 현존치아수, 기능치아단위지수, FST index,

T-Health index, 상실치아수 모두에서 정상군보다 당뇨군의 구강상태가 악화되는 경향

을 보였다(p<0.05). 그러나 각 세부연령군에서 DMFT index는 당뇨군이 정상군보다 구

강상태가 악화되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2. 치주관련 지표인 CPI(개인의 CPI 값), CPI≥3(CPI가 3이상인 치주병유병여부),

CPI-Num(CPI가 3이상인 치주분악수), CPI-Sum(각 분악별 CPI 총합) 모두 70세 이상 

군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군에서 당뇨군이 정상군보다 그 값이 증가되어 당뇨군의 

치주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p<0.05).

3. 현존치아수를 종속변수로 두고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당뇨병 유병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p<0.05). 그 외에 CPI-Num, 거주지역, 연령 

현재흡연여부(이상 p<0.0001), 교육수준(대학이상 vs. 고졸), 민간보험가입여부(이상 

p<0.01), 최근 1년간 구강검진여부, 가구소득(상위 25% vs. 하위 25%), 교육수준(대학

이상 vs. 중졸)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이상 p<0.05).

4. 치주유병분악수(CPI-Num)를 종속변수로 두고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당뇨병

유병여부가 치주유병분악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p<0.0001).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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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PT20, 치실사용여부, 연령 성별 (이상 p<0.0001), 거주지역, 교육수준, 현재흡연여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요인이었다(이상 p<0.01).

5. 공복혈당량을 종속변수로 두고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치주유병분악수가 공

복혈당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p<0.01). 그 외에 성별, 비만여

부(이상 p<0.0001), 민간보험가입여부, 고혈압여부, 지질이상여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위험요인이었다(p<0.05)

6. 당뇨병 유병여부를 종속변수로 두고 PT20과 치주병 및 CPI 상태에 따른 단변량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현존치아수 20개(PT20) 여부(교차비 3.92)와 치주병 유

병여부(교차비 2.37), 심한 치주병 유병여부(교차비 2.44)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요인

으로 나타났다(p<0.0001).

7. 당뇨병 유병여부를 종속변수로 두고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치주병 

유병여부(교차비 1.8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p<0.0001). 그 외에 

연령, 비만여부 (이상 p<0.0001), 민간보험가입여부, 고혈압여부, 심혈관질환 경험여부

(이상 p<0.01), 거주지역, 활동제한여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요인이었다(이상 

p<0.05).

8. 치주병 유병여부(CPI≥3)를 종속변수로 두고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한 결

과, 당뇨병유병여부(교차비 1.80)가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p<0.0001). 그 외에 

연령, 성별(이상 p<0.0001), 치실사용여부, 거주지역, 현재흡연여부(이상 p<0.001), PT20,

교육수준(대학이상 vs. 고졸), 고혈압 유병여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요인이었

다(이상 p<0.05).

9. 현존치아수 20개(PT20) 여부를 종속변수로 두고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한 결

과, 당뇨병유병여부(교차비 1.34)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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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연령(p<0.0001), 치실사용여부, 최근 1년간 구강검진여부, 거주지역, 교육수준

(대학이상 vs. 고졸, 대학이상 vs. 중졸), 현재흡연여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요

인이었다(이상 p<0.01).

10. 치주병 유병여부(CPI≥3)과 당뇨병 스크리닝 요인들이 당뇨병 예측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치주병 유병여부(교차비 1.44)와 만45세 

이상여부(교차비 3.73), 고혈압여부(교차비 2.06), 비만여부(교차비 1.80), 심혈관병력여부

(교차비 1.86), 활동제한여부(교차비 1.51) (이상 p<0.0001), 지질이상여부(교차비 1.64,

p=0.002) 등이 당뇨병을 예측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11. 예측 요인의 수는 적으면서 예측력이 높은 효율적인 예측 모형을 찾아내기 위해서 

당뇨병 스크리닝 요인 6가지와 치주병 유병여부(CPI≥3) 요인을 사용해서 ROC Curve를 구한 

결과, 가장 효율적인 당뇨병 예측 모형은 치주병여부, 만45세 이상여부, 고혈압여부, 비

만여부, 활동제한여부, 심혈관질환 병력으로 구성된 예측 모형 6이었으며, 치주병 여부

는 유의한 당뇨병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p<0.0001).

12. 치주병 유병여부(CPI≥3)와 당뇨 스크리닝 요인들이 미진단 당뇨병 예측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치주병 유병여부(교차비 1.42, p<0.01)

와 만45세 이상여부(교차비 1.96), 고혈압여부(교차비 2.13), 비만여부(교차비 2.54) (이상,

p<0.0001), 지질이상여부(교차비 1.67, p<0.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

났으며, 활동제한여부와 심혈관질환병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3. 당뇨병 스크리닝 요인 6가지와 치주병 유병여부(CPI≥3) 요인을 사용해서 ROC Curve

를 구한 결과, 가장 효율적인 미진단 당뇨병 예측 모형은 치주병여부, 만45세 이상여부,

고혈압여부, 비만여부로 구성된 예측 모형 4였으며, 치주병 여부는 유의한 미진단 당뇨

병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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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당뇨병은 구강상태를 악화시키고 치주병 역시 당뇨병 

발생위험을 높여주게 되어 치주병과 당뇨병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양방향관련성

(bidirectional association)을 가지는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치주병 유병여부가 

다른 당뇨병 스크리닝 요인들과 같이 당뇨병 예측에 유용한 당뇨병 스크리닝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당뇨병교육에 치주병을 포함한 구강건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당뇨병 스크리닝 요인에 치주병 유병여부를 포함시켜서 당뇨병 스크리닝의 효

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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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ociation between oral health status and diabetes 
in Korean adults

Dong-Gu Seo, D.D.S, M.D.S.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Baek-Il Kim, D.D.S, Ph.D)

The global prevalence of diabetes has rapidly increased to an estimated

number of diabetic patients of approximately 350 million (WHO, 2011). In

Korea as well, the prevalence of diabetes has steadily increased due to

continuing Westernization and rapid aging. Periodontal disease and diabetes

influence each other, with diabetes worsening periodontal diseases and

periodontal diseases making it difficult to control blood sugar levels. Despite

this bidirectional association, which repeats its vicious cycle, dental-related

categories such as periodontal diseases are not yet included in the early

detection criteria for undiagnosed diabetes. Therefore this research was

conducted on 21,410 adults aged 19 or older with existing dental examination

records and diabetes records, using the primitive data of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for the 4 years from 2007 to 2010.

The association between diabetes and oral health was investigated,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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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diabetes screening elements and periodontal disease on predicting

diabetes and undiagnosed diabetes was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tooth related indicators of DMFT index, number of present teeth, FTUs

index, FST index, T-Health index, and number of tooth loss, the diabetes group

displayed a tendency for deterioration compared to the normal group (p<0.05).

However, in each age group, the DMFT index did not show clear deterioration

in the diabetes group compared to the normal group.

2. In periodontal-related indicators of CPI, CPI≥3 (CPI≥3 in any sextants),

CPI-Num (number of CPI≥3 in sextants), and CPI-Sum (total sum of CPI in

sextants), the values had increased more in the diabetes group than in the

normal group in all age groups excluding those 70 years or older, showing the

deteriorating tendency of the periodontal state in the diabetes group (p<0.05).

3. Results of perform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number of present

teeth as the dependent variable showed the existence of diabetes 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isk factor (p<0.05). Other statistically significant risk

factors were CPI-Num, residential area, and current smoking status (p<0.0001

for the above) educational level (university or higher vs. high school) and

private insurance membership (p<0.01 for the above) and dental examination in

the past year, family income (upper 25% vs. lower 25%), and educational level

(university or higher vs. middle school) (p<0.05 for the above).

4. Results of perform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CPI-Num as the dependent

variable showed that diabetes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isk factor for CPI-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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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01). Other statistically significant risk factors were PT20 (whether present teeth

≥ 20 or not), usage of dental floss, age, and sex (p<0.0001 for the above) and

residential area, educational level, and current smoking status (p<0.01 for the above).

5. Results of perform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fasting plasma glucose

as the dependent variable showed that CPI-Num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isk

factor for elevated fasting blood sugar (p<0.01). Other statistically significant

risk factors were sex and obesity (p<0.0001 for the above), as well as private

insurance membership, high blood pressure, and HDL & TG disorder (p<0.05).

6. Results of performing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PT20,

periodontal disease, and CPI state with diabetes as the dependent variable showed that

PT20 (odds ratio 3.92), periodontal disease (odds ratio 2.37), and severe periodontal

disease(odds ratio 2.44)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isk factors (p<0.0001).

7. Results of perform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diabetes as the

dependent variable showed that periodontal disease (odds ratio 1.85)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isk factor (p<0.0001). Other statistically significant risk factors

were age and obesity (p<0.0001 for the above), private insurance membership, high

blood pressure, and experience of cardiovascular disease (p<0.01 for the above)

and residential area and limitations in mobility (p<0.05 for the above).

8. Results of perform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periodontal

disease as the dependent variable showed that diabetes(odds ratio 1.80)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isk factor (p<0.0001). Other statistically significant risk factors were

age and sex (p<0.0001 for the above) usage of dental floss, residential area, and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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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king status (p<0.001 for the above) and PT20, educational level (university

or higher vs. high school), and high blood pressure (p<0.05 for the above).

9. Results of perform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PT20 as the

dependent variable showed that diabetes (odds ratio 1.34)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isk facto (p<0.05). Other statistically significant risk factors were age

(p<0.0001), usage of dental floss, dental examination in the past year, residential

area, educational level (university or higher vs. high school, university or higher

vs. middle school), and current smoking status (p<0.01 for the above).

10. Results of perform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periodontal disease (CPI≥3) and diabetes screening elements on

predicting diabetes showed that periodontal disease (odds ratio 1.44), age of 45 years

or older (odds ratio 3.73), high blood pressure (odds ratio 2.06), obesity (odds ratio

1.80), history of cardiovascular disease (odds ratio 1.86), limitations in mobility

(odds ratio 1.51) (p<0.0001 for the above), and HDL & TG disorder (odds ratio

1.64, p=0.002)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in predicting diabetes.

11. An ROC curve was obtained using the 6 diabetes screening factors and

periodontal disease factor to seek out an effective prediction model with high

predictive power with the lowest number of predicting facto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st effective diabetes prediction model was the prediction model 6,

consisting of periodontal disease, age of 45 years or older, high blood pressure, obesity,

limitations in mobility, and history of cardiovascular disease. Periodontal

disease appeared to be a significant predicting factor for diabetes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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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Results of perform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periodontal disease and diabetes screening elements on predicting

undiagnosed diabetes showed that periodontal disease (odds ratio 1.42, p<0.01), age

of 45 years or older (odds ratio 1.96), high blood pressure (odds ratio 2.13),

obesity (odds ratio 2.54) (p<0.0001 for the above), and HDL & TG disorder

(odds ratio 1.67, p<0.05)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while limitations in

mobility and history of cardiovascular disease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13. Results of obtaining an ROC curve using the 6 screening factors for diabetes

and periodontal disease factor showed that the most effective undiagnosed diabetes

prediction model was the prediction model 4, consisting of periodontal disease, age

of 45 years or older, high blood pressure, and obesity. Periodontal disease appeared

to be a significant predicting factor for undiagnosed diabetes (p<0.001).

From the above results, diabetes leads to deterioration in oral state and periodontal

disease also increases the risk of diabetes, so it was confirmed that periodontal disease and

diabetes have a bidirectional association. It was also evident that periodontal

disease was a useful screening factor for diabetes together with other screening

factors. Therefore it is deemed necessary to strengthen education regarding oral

health including periodontal disease in diabetes education, and to include

periodontal disease in diabetes screening factor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diabetes screening.

Key words: Diabetes, Undiagnosed Diabetes, Periodontitis, Present teeth,

Screening, Oral health, KNHANES, Bidirectional association, RO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