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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장애인환자에서 타액 내 헤모글로빈 농도 및 치주 설문을

이용한 치주질환 선별검사의 타당성

치주질환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의 하나이다,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건강

증진으로 전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초기

에 치료할 수 있는 검사법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

진 조사에서 치주낭을 가지고 있는 고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

는 지역사회치주지수(Community periodontal index, CPI)대신, 주관적인 자가보고 설

문지와 객관적인 검사법인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를 사용하여 만든 치주질환 선별

검사를 사용하는 것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에 내원한 18세 이상 장애인 환자 195명을 대상으

로 하여 CPI 와 자가보고 설문조사, 타액 내 헤모글로빈, 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하였고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ROC) 분석을 수행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주관적 자가보고 설문조사 항목 중 치아 동요도(설문 4), 치조골 소실여부(설문

5), 지난 3개월간 치아가 좋지 않음을 느꼈는지 여부(설문 6), 흡연 여부(설문 9)를 사

용하여 천치주낭 유병 여부를 예측한 결과 모형의 ROC 곡선 아래 면적(Area under

the ROC curve, AUC)은 0.710 (95% C.I. 0.620-0.799)였고 따라서 천치주낭 유병 여

부의 선별에 유용한 도구로 나타났다. 최적의 절단값은 0.821였고 연구 대상자에서의

유병률 75%에서 민감도는 54.5%, 특이도는 78.6%, 양성예측도는 88.2%, 음성예측도는

37.1%, 양성우도비는 2.54로 나타났다.

2. 주관적 설문조사 항목 중 치주질환자각도(설문 1), 치아 동요도(설문 4), 치조골

소실여부(설문 5), 지난 3개월간 치아가 좋지 않음을 느꼈는지 여부(설문 6)를 사용하

여 심치주낭 유병 여부를 예측한 결과 모형의 AUC는 0.732 (95% C.I. 0.650-0.813)였

고 따라서 심치주낭 유병여부의 선별에 유용한 도구로 나타났다. 최적의 절단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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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였고 연구 대상자에서의 유병률 39%에서 민감도는 69.3%, 특이도는 72.5%, 양성

예측도는 61.2%, 음성예측도는 79.1%, 양성우도비는 2.52로 나타났다.

3.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로 천치주낭 유병 여부를 예측한 결과 모형의 AUC는

0.578 (95% C.I. 0.487-0.670)였고 절단값 7.86 μg/㎖ 에서 민감도 40.54% 특이도

76.60 %, 양성예측도는 84.50%, 음성예측도는 29.00%, 양성우도비는 1.73로 나타났다.

4.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로 심치주낭 유병 여부를 예측한 결과 모형의 AUC는

0.662 (95% C.I. 0.583-0.741)였고 절단값 8.7 μg/㎖ 에서 민감도 53.33%, 특이도 75.00

%, 양성예측도는 57.01%, 음성예측도는 72.00%, 양성우도비는 2.13로 나타났다.

5. 타액 내 헤모글로빈수치 1.935 μg/㎖ 이상 , 설문조사(4,5,6,9), 연령을 사용하여

천치주낭 유병 여부를 예측한 결과 종합모형의 AUC는 0.773 (95% C.I. 0.696-0.851)

였고 따라서 천치주낭 유병 여부의 선별에 유용한 도구로 나타났다. 최적의 절단값은

0.761였고 연구 대상자에서의 유병률 75%에서 민감도는 69.9%, 특이도는 75.6%, 양성

예측도는 89.6%, 음성예측도는 45.6%, 양성우도비는 2.87로 나타났다.

6.타액 내 헤모글로빈수치 1.935 μg/㎖ 이상, 설문조사(1,4,5,6), 연령을 사용하여 심

치주낭 유병 여부를 예측한 결과 종합모형의 AUC는 0.807 (95% C.I. 0.742-0.872)였

고 따라서 심치주낭 유병 여부의 선별에 유용한 도구로 나타났다. 최적의 절단값은

0.383였고 연구 대상자에서의 유병률 39%에서 민감도는 81.3%, 특이도는 71.3%, 양성

예측도는 64.9%, 음성예측도는 85.4%, 양성우도비는 2.83로 나타났다.

장애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자가보고 설문지,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가 치

주질환 고위험군 선별에 유용한 도구인지 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CPI를 대체 할 수 있

는 가능성을 보였다. 추후 일반인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할 경우 구강보건 향상에 더

폭 넓게 활용할 수 있겠다.

핵심되는 말: 지역사회 치주지수(CPI), 헤모글로빈, 타당도, 자가보고, 선별, 치주염,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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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환자에서 타액 내 헤모글로빈 농도를 이용한 치주질환

선별검사의 타당성

<지도교수 권호근>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남 선 회

1. 서론

치주질환은 성인 치아상실의 주된 원인이며 최근에는 동맥경화, 심혈관계 질환, 조

산, 저체중아 출산 등의 위험인자로 대두되며 치과질환뿐 아니라 전신질환에 있어서

도 예측인자가 될수 있는 주요 질환으로 부각되고 있다(Slade, 2007).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1차년도 (2010) 결과 성인(만30세이상)의 치주질환 유병률

은 전체 28.9%, 남자 35.1%, 여자 23.0%를 보였고 2010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국민건

강보험공단, 2011)에 따르면 빈도에서 급성 기관지염, 급성 편도염에 이어 3위를 차지

할 정도의 다빈도 질환이다.

금세기 들어 급격한 노령화와 장애인 증가로 인해 건강형평성 제고가 중요한 국가

적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장애인 환자들은 구강위생활동의 어려움, 치과 방문 및

치료의 어려움, 다량의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다수의 치아 상실과 치주염 이환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신두교, 2006; 신두교 등, 2007). 2004년 우리나라 특수

학교 및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국장애인실태조사연구를 토대로 한 선

행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치주지수(CPI,community periodontal index) 대표값을 측정

한 956명중 정상군이 16.6%, 탐침후 치은 출혈군이 20.1% 치석보유군이 36.8%, 천치

주낭(치주낭 깊이 4~5 mm)보유군이 16.6%, 심치주낭(치주낭 깊이 6 mm 이상) 보유

군이 9.8% 이었다. 천치주낭 이상 보유군을 치주염이라 정의 했을 때 치주염 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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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6.5% 이었다. 장애인의 경우 25-34세 연령에서 30% 유병률을 보이다가 35세 이

상 성인(35세 이상)의 치주질환 유병률은 63.2%를 보여 일반인에 비하여 매우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따라서 치주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위

해서는 치주상태를 조기에 검진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치주질환보유자의 경

우 다른 만성 질환과는 달리 자각증상이 명백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치과에 방문하지

않기에 특히나 치과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 환자들의 경우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 받을 수 있다면 치과질환의 심화를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

로 역학조사에서 치주질환의 위험인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고위험군을 선별하

여 적절한 예방과 관리로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겠다.

치주질환은 통상 치주낭, 임상부착소실, 탐침시 출혈, 방사선상 치조골 흡수같은 임

상적 기준으로 진단이 이루어진다. 이중에서도 6분악마다 대표치아에서 치주낭을 측

정하는 CPI(Community Periodontal Index)는 역학조사와 선별검사에서 사용되고 있

다. WHO에서 1979년 치주질환 관련 검진 항목으로 CPI를 개발하여 사용한 이래 이

를 대체할만한 다른 치주질환 측정 방법이 없어 현재에도 대규모 역학조사에서 사용

되고 있다.

그러나 CPI 는 서로 다른 범주에 있는 치주질환의 각기 다른 징후와 증상을 혼합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Griffiths등, 1988).

또한 치주염의 활성도를 반영하는 지표가 아니라 치주염의 흔적인 치주낭깊이를 재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Zia 등, 2011). 즉 CPI는 임상진단의 방법이지 치주질환의 위험

요인 평가나 발병예측을 위한 선별검사로는 적절치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사용하더라도 역학연구나 선별검사에는 적절치 않다. 그리고 대규모 역

학조사에 사용하기에는 치주낭 측정은 숙달된 조사자의 경우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며 잘 훈련된 소수의 치과의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야 하기에 효율성이 떨어

진다(Nomura등, 2006). 또한 검사 도중에 동반되는 균혈증(Bacteremia)이나 건전부위

에 치주병원균의 감염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치과 술식이 성인

에서 균혈증을 유발하여 구강감염 원인균의 성분인 리포폴리사카라이드

(lipopolysacharide)가 혈전을 형성시켜 동맥경화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Kinane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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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미국에서도 최근 자원 집약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임상치주검사는 2005년 이

후 국립영양조사에서 중단되었고 앞으로도 시행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우리 나

라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2011년도부터 구강검사 자료 검토 결과 조사자에 의한 측

정오류가 의심되어 조사 결과 발표를 보류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국가나 지

방 단위에서 대규모 인구단위의 치주질환을 측정할 수 있는 간편하고 신뢰도가 높은

조사방법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CPI를 대체할 수 있는 비임상적 방법으로서 미국 질병관리본부와 치주학회가 공동

의 연구를 실행하였다. 이 방법은 자가 보고 설문도구를 이용하여 구강건강을 측정하

는 것으로 치주질환의 유병률을 조사하기 위하여 8개의 자가보고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고 이를 평가하는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었다(Eke와 Dye, 2009; Eke와 Genco,

2007). 대부분의 치주건강 측정 지표는 치과의사가 측정하고 평가하는 치료자 중심 지

표로서 환자의 주관적 증상과 만족도를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

기 위해 환자 스스로 구강건강상태를 평가하는 주관적 구강건강지표를 활용하기 위해

서는 환자가 인식하는 주관적인 증상과 객관적인 치주상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지표화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방법은 많은 인구집단의 특성, 위험 요인, 질병을 평

가하는데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동안 치주질환 영역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치

주질환에 대한 자기보고식 측정법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있다면 치주 질환 역

학연구에 사용 할 수 있고 또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등의 인구집단에서 치주질환 조

사에도 사용 될 수 있다.(Blicher 등, 2005).

한편 치주질환 진단의 개념이 과거 질병의 흔적인 징후와 현재 진행 중인 증상을

의미하기에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검사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체액은 전신질환과

치주염 선별에 사용해왔다(Giannobile 등, 2009). 일반 의료분야에서는 혈액, 소변 검

사 등으로 전신질환을 스크린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대변잠혈검사는 대장내시

경이나 에스자결장경에 비해 덜 침습적이고 저렴하고 간편하여 대장암 조기진단을 위

한 일차선별검사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출혈은 초기 치주질환을 반영시키는 대표적

인 임상증상이다. Beck 등에 의하면 탐침후 출혈 등은 치은하방 궤양(ulcer) 의 결과

물로서 현재 질병의 활성도를 나타낸다. 자극성 타액은 이런 궤양 상태의 치주낭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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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상피조직의 연속성을 파괴 시켜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로 염증 활성도를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임상 진단 방법을 치주염 선별검사에 활용 할 수 있다면 대규모 역

학 조사 등에서 CPI를 대체 할 수 있는 비침습적이고 간편하며 비용면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도 채혈검사로 치주상태와의 상관성을 보려는 연구들이

있어왔다. 예로 염증성 전신질환과도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serum c-reactive protein

과 치주염의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는데 치주염만을 선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Takami

등, 2003). 현재까지 혈액 검사로 치주염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 된 것은 없다.

치은열구 삼출액에서 치주질환을 선별하려는 선행 연구도 있었지만 추출 부위

(sampling site)마다 차이가 나고 삼출액 추출이 쉽지않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Champagne 등, 2003). 이에 비해 타액 검사는 추출이 쉽고 비침습적이며 비용면에서

도 적게드는 장점이 있다. 최근 연구들에서 타액 내 다른 염증의 지표들(생화학적

marker)로 치주염을 선별하고자 하는 선행연구가 있어 왔다(Giannobile 등, 2009;

Wilton 등, 1989). 타액에는 수백가지 효소와 염증성 마커들이 많이 있는데 메디컬에

서 전신질환을 선별하는데 타액 내 효소들을 검사해 왔다(Kaufman과 Lamster, 2000).

일본의 선행 연구에서 치주낭 측정을 대신할 비침습적인 단체 선별검사 방법으로써

타액 중 유리 헤모글로빈이 치주염으로 인한 치은 출혈의 지표를 반영하며 이 수치와

CPI와의 상관관계를 밝힌 보고가 있었다(Nomura 등, 2006). 그러나 헤모글로빈,

LDH(lactate dehydrogenege)와 CPI와의 관계를 각기 살펴보는데 그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환자의 주관적인 치주질환 자가보고 설문지와 객관적인 임상검사인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 또 치주 질환 유병률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 통계학적인 위

험 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여 치주질환 발생 위험이 매우 높고 대규모 검진 등의 역학

조사 시 임상검사에 더 많은 시간과 제약이 따르는 장애인 환자들에서 고위험군을 선

별방법을 개발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치과의료 접근성이 불리하고 신체적 정신적 등의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 치주질환의 취약계층인 장애인 환자들에서 주관적인 치주질환 자가보고

설문지 조사와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를 종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치주질환 고위험군

선별 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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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및 방법

2.1 연구 대상

2012년 9월19일부터 2012년11월27일까지 서울시 장애인 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

20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중 최종 연구 분석에 사용된 대상은 195명이었다. 2명은

타액의 점도가 강하여 마이크로 피펫팅에 실패하여 제외하였고 5명은 헤모글로빈 수

치가 과대 측정된 것으로 보여 역시 제외하였다.

연세대학교 임상심사위원회(IRB)의 승인(승인번호YDDTF- 005-001)을 획득한 후,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 한 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를 얻었다.

2.1.1 선정 기준

만 18세 이상의 내원 환자중 1분악당 잔존치아가 최소 2개 이상인 분악이 최소 5분

악 이상인 사람 중 신체적 상태, 발달적 상태가 타액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

로 하였다.

2.1.2 제외 기준

치과치료를 받은 지 1달 이내인 사람, 입안에 상처가 있거나 항생제를 먹고 있는

사람, 파라핀 껌을 씹어 타액을 모으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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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방법

연구 목적에 따른 조사항목과 분석방법을 결정하고 훈련된 치과의사 6명이 2012년

9월 19일부터 2012년 11월 27일까지 내원한 202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구강내 시진

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록지에 기록하였다. 구강 검진은 치과용 유닛 체어에서 조명

하에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2.2.1 면접 조사

대상자의 병원 접수 차트를 참고하고 문진을 실시하여 증례기록지에 나이, 성별, 장

애유형 및 등급, 전신질환 및 먹는 약 등을 기록하였다.

2.2.2 구강 검사

치주조직 검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2차년도(2011) 조사 지침서중 치주 상태

에 대한 기준을 준용하였다(부록1). WHO probe 를 사용하여 16,17 / 11 / 26,27 /

36,37 / 31 / 46,47 6분악의 치아들에서 한 치아당 6부분씩 치주낭 측정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치주지수(Community Periodontal Index, CPI)를 기록하였다. 각 분악당 정

상 치주조직을 0점, 출혈 치주조직을 1점, 탐침 시 치석촉진 치주조직을 2점, 치주낭

깊이 4 mm 혹은 5 mm 의 천치주낭 형성 치주조직을 3점, 치주낭 깊이 6 mm 이 상

의 심치주낭 형성 치주조직을 4점으로 평가하였다. 탐침 시 출혈 여부를 분악 단위로

기록하였다. 6분악에 매겨진 CPI 점수의 최대값을 해당 대상자의 대푯값으로 하였다.

2.2.3 타액 내 헤모글로빈 측정

먼저 입안을 물로 헹군후 타액체취용 껌을 5분간 씹어 나오는 자극성 타액을 통에

모아 타액량을 기록하고 마이크로 피펫으로 2 ml 를 투명한 통에 담아 3천 rpm 으로

3분 원심분리후 마이크로 피펫으로 1 ml의 버퍼에 200 p(0.2 ml) 의 타액을 마이크로

피펫으로 추출하여 넣고(buffer로 6배 희석) 냉장 보관한 후 Immuno analyzer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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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lt Blood Analyzer (OC-sensor Neo, Japan) 에 넣어 TIA법(라텍스응집면역비탁

법)으로 헤모글로빈 수치를 판독하여 나온 수치를 21배 희석한 수치로 다시 보정하였

다. 타액 내 헤모글로빈 검사는 씹는 왁스 껌과 타액을 모으는 혼합용기와 타액을 보

관하는 버퍼액으로 구성된 치주염 타액 검사용 타액 채취 세트(EIKEN, Japan)를 사

용하였다. 모은 타액은 일단 원심분리기(Tomy, Japan) 를 이용하여 3000RPM으로 3

분간 원심분리하여 불순물을 가라앉힌 후 TIA법(라텍스응집면역비탁법)인 Immuno

analyzer인 Occult Blood Analyzer (OC-sensor Neo, Japan) 을 장비로 사용하였다.

2.2.4 설문 조사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프로토콜(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protocol) 에 따른 8문항의 치주염 유병률을 예측하는 자가보고 질문에 대한

답변과 흡연 및 음주 습관에 대한 두 가지 문항을 첨가하여 10문항을 조사하였다.

Table 1. Self-report questions tested for predicting the prevalence of periodontitis

문항 답변

당신은 치주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아니오

전반적으로, 당신 치아 및 치주 건강의 점수를 어떻게 매길
수 있겠습니까?

훌륭함/매우좋음
좋음/보통/좋지않음

당신은 스켈링 또는 치근 활택술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외상으로 인한 것이 아닌데 치아가 저절로 느슨해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유치 제외)

예/아니오

치과에서 당신의 치아 주변 골이 소실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지난 3개월 동안 당신의 치아가 좋지 않음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지난 일주일간, 당신은 치아 사이을 닦기 위해 몇 번이나
치실을 비롯한 구강관리 용품을 사용하셨습니까? 회

지난 일주일간, 당신은 몇 번이나 구강 양치액을
사용하였습니까? 회

담배를 피십니까? 회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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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통계분석

2.3.1 설문조사와 치주낭 유병여부

설문지가 치주낭 보유 여부를 예측하는데 유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치주조직지수

와 설문항목들 간에 관련성을 카이 제곱 검정을 통하여 확인한 후 카이 제곱 검정에

서 유의하게 나온 설문 문항을 선별하여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에 포함시켰다.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계산된 치주낭 보유여부 예측 확률을 이용하여 Receiver

Operting Characteristic(ROC) 분석을 하고 민감도와 특이도의 합이 최대가 되게 하는

값을 절단값으로 하여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를 산출하였다.

2.3.2 타액 내 헤모글로빈과 치주낭 유병여부

정상군과 천치주낭 보유군, 심치주낭 보유군의 타액 내 헤모글로빈이 왼쪽으로 치

우친(left skewed) 분포를 보였기 때문에 중위수 비교를 위해 Mann Whitney-U test

를 사용하였다. CPI 3 이상과 CPI 4 이상 여부를 선별하기 위한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최적의 절단값을 구하기 위하여 ROC 분석을 사용하였다.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의 분포가 좌측으로 크게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CPI 최

대값에 따라 나눈 군간의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Kruskal-Wallis 검정을 수행하였다.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가 치주낭 보유 여부를

예측하는데 유용한지 확인하기 위해 ROC 분석을 하고 민감도(sensitivity), 특이도

(specificity), 양성예측도(positive predictive value), 음성예측도(negative predictive

value)를 산출하여 최적의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 절단값을 구하였다.

2.3.3 설문조사와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와 치주낭 유병여부

마지막으로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와 설문 결과를 연령(Spearman's rho 검정시

연령이 CPI 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남)과 함께 천치주낭과 심치주낭 보유 여부를 종

속 변수로 하는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최종 모형에 포함시켰다. 만들어진 모형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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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ROC 분석을 하고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를

산출하였다. 모든 연구 결과의 통계 처리는 STATA statistical software, Release

13.0 (STATA Corp., College Station, TX, USA)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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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특성

2012년 9월19일부터 2012년 11월 27일까지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에 내원한 202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에 최종 포함된 환자는 총 195명 이었다. 남성 및

여성은 각각 116명(59.5%) 및 79명(40.5%)이었다. 연령은 40-59세가 47.9%, 60세 이상

이 29.4% 이고 39세 이하가 22.7%를 차지하였다.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가 48%, 정신

장애 11.8% 뇌병변이 20명으로 9.5% 발달장애 9.23% 나머지는 청각, 시각, 신장, 언

어, 호흡기, 간, 심장, 간질 등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전신질환은 심혈관 질환이

28.21%로 가장 많았고 당뇨 4.1%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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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남자
(N=116)

여자
(N=79)

전체
(N=195)

N % N % N %

연령

39세 이하 19 16.38 25 32.05 44 22.68

40-59 59 50.86 34 43.59 93 47.94

60세 이상 38 32.76 19 24.36 57 29.38

장애 유형

지체 55 47.41 38 48.10 93 47.69

뇌병변 14 12.07 6 7.59 20 10.26

시각 5 4.31 5 6.33 10 5.13

청각 11 9.48 4 5.06 15 7.69

지적장애 8 6.90 10 12.66 18 9.23

정신 13 11.21 10 12.66 23 11.79

기타 10 8.62 6 7.59 16 8.21

전신질환

없음 55 48.67 36 45.57 91 46.67

심혈관 33 29.20 22 27.85 55 28.21

당뇨 4 3.54 4 5.06 8 4.10

기타 21 18.58 17 21.52 3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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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4.58% 가 치주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 했다. 전반적

구강건강 점수의 경우 응답자의 54.17% 가 좋지 않다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스켈

링이나 치근 활택술등을 받아보지 않은 경우가 18.23%, 외상으로 인하지 않은 치아가

저절로 흔들린 경험을 한 경우가 46.07% 였고, 치과에서 치아 주변 골이 소실되었다

는 말을 들은 경우가 31.05%, 지난 3개월간 본인의 치아가 좋지 않음을 느낀 적이

80.73%, 치실을 비롯한 구강관리 용품을 사용한 사람이 35.98%, 구강 양치 액을 사용

하는 경우가 21.99% 흡연의 경우 20.96%,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이 64.88% 로

나타났다(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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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ponses to questions for periodontal disease screening

설문 항목 응답 유형 빈도(%)

1. 당신은 치주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64.58

아니오 35.42

2. 전반적으로, 당신 치아 및 치주 건강의 점수를
어떻게 매길 수 있겠습니까?

훌륭함 1.04

매우좋음 1.04

좋음 12.50

보통 31.25

좋지않음 54.17

3. 당신은 스켈링 또는 치근 활택술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 81.77

아니오 18.23

4. 외상으로 인한 것이 아닌데 치아가 저절로
느슨해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유치 제외)

예 46.07

아니오 53.93

5. 치과에서 당신의 치아 주변 골이 소실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31.05

아니오 68.95

6. 지난 3개월 동안 당신의 치아가 좋지 않음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예 80.73

아니오 19.27

7. 지난 일주일간, 당신은 치아 사이을 닦기 위해 몇
번이나 치실을 비롯한 구강관리 용품을
사용하셨습니까?

사용하지 않음 64.02

1-6회 15.35

7회 이상 20.63

8. 지난 일주일간, 당신은 몇 번이나 구강 양치액을
사용하였습니까?

사용하지 않음 78.01

1-6회 12.57

7회 이상 9.42

9. 담배를 피십니까?
예 20.96

아니오 79.04

10.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전혀 마시지 않음 64.88

주 1회 이하 20.83

주 2회 이상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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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구강검사

본 연구에서 타액의 점도가 너무 높아서 마이크로 피펫팅에 실패한 사람 2명과 헤

모글로빈 수치가 200 μg/㎖ 이상인 사람 5명은 협점막을 씹거나 하여 과도하게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어 제외하였다.

표 3 에서 총 195명의 대상자중 CPI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검사 분악 중 최대 CPI

값을 대표값으로 한 결과 최대 CPI가 4인 심치주낭 보유군이 38.46%, 최대 CPI가 3

인 천치주낭 보유군이 37.44% 최대 CPI가 2인 치석 보유군이 10.26%, 최대 CPI가 1

인 탐침 시 출혈군이 5.13%, 최대 CPI가 0인 정상군이 8.72% 로 분포하였다.

타액 내 헤모글로빈 중위수는 심치주낭 보유군이 9.48로 뚜렷이 높은 수치를 보였

고 다음으로 치석 보유군에서 3.79 , 천치주낭 보유군이 1.28, 탐침시 출혈군이 1.12

정상군이 0.48 의 순서를 보였다. 군별 헤모글로빈 수치의 중위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0015).

표 4, 5에서 천치주낭 또는 심치주낭, 즉 4mm 이상의 치주낭을 보유한 자는 전체

195명중 148명으로 75.9%였고 남성의 경우 80.17% 여성은 69.62%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4mm 이상의 치주낭을 보유한 자가 40세 미만의 경우 59.09%, 40-59세

에서는 78.49%, 60세 이상은 85.96%로 차이를 보였다. 장애 유형별로는 시각장애의

경우 9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뇌병변,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정신 장애의

순서를 보였다. 전신질환의 경우 당뇨병 환자에서 87.5% 심혈관 질환자에서 80%였다.

심치주낭, 즉 6mm 이상의 치주낭을 보유한 자는 전체 195명중 75명으로 38.46%였

고 남성의 경우 39.66%, 여성은 36.71%를 보였다. 40세 미만의 경우 20.45%, 40-59세

40.86%, 60세 이상에서 49.12% 였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 장애군에서 가장 높은

48.39%를 보였다. 다음으로 시각,뇌병변 정신 장애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신

질환의 경우 당뇨병 환자에서 가장 높은 50%를 보였고 심혈관환자에서 40%를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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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atistics analysis for hemoglobin level by maximum CPI (μg/㎖)

N 빈도(%) 중위수 최소값 최대값 P-value
*

CPI 0 17 8.72 0.48 0.03 35.94

0.0015

CPI 1 10 5.13 1.12 0.36 114.00

CPI 2 20 10.26 3.79 0.04 64.80

CPI 3 73 37.44 1.28 0.01 107.40

CPI 4 75 38.46 9.48 0.04 199.20

*
P-value was obtained by Kruskal-Wallis equality-of-populations ran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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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revalence of pocket of ≥ 4mm probing depth by demographic and risk
factors

4mm 이상의 치주낭
(N=148)

있음 없음

N % N %

성별

남 93 80.17 23 19.83

여 55 69.62 24 30.38

연령

39세 이하 26 59.09 18 40.91

40-59 73 78.49 20 21.51

60세 이상 49 85.96 8 14.04

장애 유형

지체 72 77.42 21 22.58

뇌병변 16 80.00 4 20.00

시각 9 90.00 1 10.00

청각 12 80.00 3 20.00

지적장애 13 72.22 5 27.78

정신 16 69.57 7 30.43

기타 10 62.50 6 37.50

전신질환

없음 66 72.53 25 27.47

심혈관 44 80.00 11 20.00

당뇨 7 87.50 1 12.50

기타 9 76.32 9 23.68



- 17 -

Table 6. Prevalence of pocket of ≥ 6mm probing depth by demographic and risk
factors

6mm 이상의 치주낭
(N=75)

있음 없음

N % N %

성별

남 46 39.66 70 60.34

여 29 36.71 50 63.29

연령

39세 이하 9 20.45 35 79.55

40-59 38 40.86 55 59.14

60세 이상 28 49.12 29 50.88

장애 유형

지체 45 48.39 48 51.61

뇌병변 7 35.00 13 65.00

시각 4 40.00 6 60.00

청각 4 26.67 11 73.33

지적장애 4 22.22 14 77.78

정신 7 30.43 16 69.57

기타 4 25.00 12 75.00

전신질환

없음 39 42.86 52 57.14

심혈관 22 40.00 33 60.00

당뇨 4 50.00 4 50.00

기타 10 26.32 28 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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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istribution of hemoglobin level in saliva by maximum CPI (μ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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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istribution of log-transformed hemoglobin level in saliva by maximum C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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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치주낭 보유자 선별 검사로서의 유용성

3.4.1 자가 기입 설문지를 이용한 치주질환자 선별의 타당도

먼저 10개의 문항과 치주조직지수와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카이 제곱 검정을 통해

천치주낭 보유여부와 통계적 관련성이 유의하게 나온 설문지 항목 4,5,6,9 를 선별하

여(표 6)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를 통하여 자가 설문지를 이용한 치주질환 예측

모형을 살펴보면 민감도 54.5%, 특이도 78.6%, 합이 133.1% 로 최대치를 보였다. 양

성예측도는 88.2% 음성예측도 37.1% 였다.

심치주낭 보유자와 관련성이 유의하게 나온 설문항목 1,4,5,6을 선별하여(표 7)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민감도 69.3% 특이도 72.5% 합이 141.8%를 보였다. 양성예측

도 61.2% 음성예측도 79.1%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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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sponses to questions for periodontal disease screening among subjects

with pocket of ≥ 4mm probing depth

설문 항목 응답 유형

4mm 이상의 치주낭

p-value
*

있음 없음

N % N %

설문 1

(치주질환 여부)

예 96 77.42 28 22.58
0.546

아니오 50 73.53 18 26.47

설문 2

(치주의 건강)

훌륭함 2 100 0 0

0.659

매우좋음 1 50 1 50

좋음 17 70.83 7 29.17

보통 44 73.33 16 26.67

좋지않음 82 78.85 22 21.15

설문 3

(스케일링과 치근활택술)

예 120 76.43 37 23.57
0.788

아니오 26 74.29 9 25.71

설문 4

(치아 느슨해짐)

예 78 88.64 10 11.36
0.001<

아니오 67 65.05 36 34.95

설문 5

(골소실)

예 53 89.83 6 10.17
0.003

아니오 92 70.23 39 29.77

설문 6

(치아가 좋지 않다는 느낌)

예 121 78.06 34 21.94
0.179

아니오 25 67.57 12 32.43

설문 7

(치간관리)

사용 52 76.47 16 23.53
0.846

사용하지 않음 91 75.21 30 24.79

설문 8

(구강양치액 사용)

사용 33 78.57 9 21.43
0.649

사용하지 않음 112 75.17 37 24.83

설문 9

(흡연)

예 29 82.86 6 17.14
0.219

아니오 96 72.73 36 27.27

설문 10

(음주)

전혀 마시지
않음 20 83.33 4 16.67

0.443
주 1회 이하 81 74.31 28 25.69

주 2회 이상 24 68.57 11 31.43
* p-value was obtained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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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sponses to questions for periodontal disease screening among ssubjects

with pocket of ≥ 6mm probing depth

설문 항목 응답 유형

6mm 이상의 치주낭

p-value
*

있음 없음

N % N %

설문 1

(치주질환 여부)

예 56 45.16 68 54.84
0.019

아니오 19 27.94 49 72.06

설문 2

(치주의 건강)

훌륭함 2 100 0 0

0.077

매우좋음 0 0 2 100

좋음 8 33.33 16 66.67

보통 18 30 42 70

좋지않음 47 45.19 57 54.81

설문 3

(스케일링과 치근활택술)

예 58 36.94 99 63.06
0.202

아니오 17 48.57 18 51.43

설문 4

(치아 느슨해짐)

예 53 60.23 35 39.77
0.001<

아니오 22 21.36 81 78.64

설문 5

(골소실)

예 31 52.54 28 47.46
0.010

아니오 43 32.82 88 67.18

설문 6

(치아가 좋지 않다는 느낌)

예 68 43.87 87 56.13
0.005

아니오 7 18.92 30 81.08

설문 7

(치간관리)

사용 27 39.71 41 60.29
0.907

사용하지 않음 47 38.84 74 61.16

설문 8

(구강양치액 사용)

사용 26 61.9 16 38.1
0.922

사용하지 않음 91 61.07 58 38.93

설문 9

(흡연)

예 12 34.29 23 65.71
0.581

아니오 52 39.39 80 60.61

설문 10

(음주)

전혀 마시지
않음 14 58.33 10 41.67

0.061주 1회 이하 40 36.7 69 63.3

주 2회 이상 10 28.57 25 71.43
* p-value was obtained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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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 천치주낭 또는 심치주낭(4mm 이상의 치주낭) 예측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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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OC curve for subjects with pocket of ≥ 4mm probing depth using
questionnaire

Table 9. AUC of model for subjects subjects with pocket of ≥ 4mm probing
depth using questionnaire

AUC S.E.
95% C.I.

Lower Upper

0.710 0.046 0.620 0.799

AUC: Area Under ROC curve, S.E: Standard Error, C.I.: Confidence interval

Table 10. Sensitivity, specificity, predictive value and likelihood ratio of
questionnaire for subjects with pocket of ≥ 4mm probing depth.

Cut-off

value
Sens. Spec.

Sens.
+
Spec.

prevalence = 75%

PPV NPV LR+

0.821 54.5% 78.6% 133.1% 88.2% 37.1% 2.54

Sens.: sensitivity, Spec: specificity, PPV.: positive predictive value
NPV.: negative predictive value, LR.: likelihood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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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2 심치주낭(6mm 이상의 치주낭) 보유자 예측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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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OC curve for subjects with pocket of ≥ 6mm probing depth using
questionnaire

Table 11. AUC of model for subjects with pocket of ≥ 6mm probing depth using
questionnaire

AUC S.E.
95% C.I.

Lower Upper

0.732 0.041 0.650 0.813

AUC: Area Under ROC curve, S.E: Standard Error, C.I.: Confidence interval

Table 12. Sensitivity, specificity, predictive value and likelihood ratio of
questionnaire for subjects with pocket of ≥ 6mm probing depth

Cut-off

value
Sens. Spec.

Sens.
+
Spec.

prevalence = 39%

PPV NPV LR+

0.524 69.3% 72.5% 141.8% 61.2% 79.1% 2.52

Sens.: sensitivity, Spec: specificity, PPV.: positive predictive value
NPV.: negative predictive value, LR.: likelihood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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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는 최소 0.01 μg/㎖에서 최대 199.2 μg/㎖까지 이고 중앙값

은 2.4 μg/㎖이었다. 치주낭 보유자의 진단을 위한 최적의 절단점(cut-off point)를 찾

는데 있어 ROC curve에서 민감도와 특이도의 합이 가장 큰 점의 타액 내 헤모글로빈

값을 선택하였는데 먼저 타액 내 헤모글로빈 농도로 천치주낭 이상 보유자 예측모형

을 살펴보면 절단값 7.86 μg/㎖에서 민감도가 40.54 % 특이도가 76.60 % 민감도와 특

이도의 합이 117.14% 양성예측도 84.50% 음성예측도2 9.00%를 보였다.

다음으로 심치주낭 보유자 예측 모형을 살펴보면 절단값 8.7 μg/㎖ 에서 민감도

53.33% 특이도 75% 민감도와 특이도의 합이 128.33% 양성예측도 57.10% 음성예측도

72.00%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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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1 천치주낭 또는 심치주낭(4mm 이상의 치주낭) 보유자 예측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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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OC curve for subjects with pocket of ≥ 4mm probing depth using Hb
level

Table 13. AUC of model for subjects with pocket of ≥ 4mm probing depth using
Hb level

AUC S.E.
95% C.I.

Lower Upper

0.578 0.047 0.487 0.670

AUC: Area Under ROC curve, S.E: Standard Error, C.I.: Confidence interval

Table 14. Sensitivity, specificity, predictive value and likelihood ratio of Hb level
for subjects with pocket of ≥ 4mm probing depth

Cut-off value Sens. Spec.
Sens.
+
Spec.

prevalence = 76%

PPV NPV LR+

7.86 40.54% 76.60% 117.14% 84.50% 29.00% 1.73

Sens.: sensitivity, Spec: specificity, PPV.: positive predictive value
NPV.: negative predictive value, LR.: likelihood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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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치주낭(6mm 이상의 치주낭) 보유자 예측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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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OC curve for subjects with pocket of ≥ 6mm probing depth using
hemoglobin level

Table 15. AUC of model for subjects with pocket of ≥ 6mm probing depth using
Hb level

AUC S.E.
95% C.I.

Lower Upper

0.662 0.040 0.583 0.741

AUC: Area Under ROC curve, S.E: Standard Error, C.I.: Confidence interval

Table 16. Sensitivity, specificity, predictive value and likelihood ratio of Hb level
for subjects with pocket of ≥ 6mm probing depth

Cut-off value Sens. Spec.
Sens.
+
Spec.

prevalence = 38%

PPV NPV LR+

8.7 53.33% 75.00% 128.33% 57.10% 72.00% 2.13

Sens.: sensitivity, Spec: specificity, PPV.: positive predictive value
NPV.: negative predictive value, LR.: likelihood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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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헤모글로빈 수치, 치주질환 자가 설문지 및 연령 종합모형을 이용한 치주질환

자 선별

ROC curve 로 선택한 민감도 70%에서 절단값인 헤모글로빈 수치 1.935 μg/㎖ 이

상, 설문지 4,5,6,9 항목과 연령을 독립변수로 하고, 천치주낭 이상 보유여부를 종속변

수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민감도 69.9% , 특이도 75.6%, 합이 145.5% 양성

예측도 89.6% 음성예츠도 45.6% 였다.

심치주낭 보유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헤모글로빈 수치 1.935 μg/㎖ 이상, 설문지

1,4,5,6 항목과 연령을 독립변수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민감도

70.7% 특이도 80.0% 민감도와 특이도의 합이 150.7% 양성예측도 69.7% 음성예측도

80.7%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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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1 천치주낭 또는 심치주낭(4mm 이상의 치주낭) 보유자 예측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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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ROC curve for subjects with pocket of ≥ 4mm probing depth using
questionnaire and Hb level

Table 17. AUC of model for subjects with pocket of ≥ 4mm probing depth using
questionnaire and Hb level

AUC S.E.
95% C.I.

Lower Upper

0,773 0.039 0.696 0.851

AUC: Area Under ROC curve, S.E: Standard Error, C.I.: Confidence interval

Table 18. Sensitivity, specificity, predictive value and likelihood ratio of
questionnaire and Hb level for ssubjects with pocket of ≥ 4mm probing depth

Cut-off

value
Sens. Spec.

Sens.
+
Spec.

prevalence = 75%

PPV NPV LR+

0.761 69.9% 75.6% 145.5 89.6% 45.6% 2.87

Sens.: sensitivity, Spec: specificity, PPV.: positive predictive value
NPV.: negative predictive value, LR.: likelihood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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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2 심치주낭(6mm 이상의 치주낭) 보유자 예측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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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ROC curve for subjects with pocket of ≥ 6mm probing depth using
questionnaire and Hb level

Table 19. AUC of model for subjects with pocket of ≥ 6mm probing depth using
questionnaire and Hb level

AUC S.E.
95% C.I.

Lower Upper

0.807 0.033 0.742 0.872

AUC: Area Under ROC curve, S.E: Standard Error, C.I.: Confidence interval

Table 20. Sensitivity, specificity, predictive value and likelihood ratio of
questionnaire and Hb level for subjects with pocket of ≥ 6mm probing depth

Cut-off

value
Sens. Spec.

Sens.
+
Spec.

prevalence = 39%

PPV NPV LR+

0.497 70.7% 80.0% 150.7% 69.7% 80.7% 3.53

Sens.: sensitivity, Spec: specificity, PPV.: positive predictive value
NPV.: negative predictive value, LR.: likelihood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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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특정 진단법의 진단능력을 평가하는데는 비교 기준으로 황금기준(gold standard)이

라고 하는 표준 진단법이 필요하다. ‘확진법’으로 통용되는 여러 의학 진단법들은 기

존의 다른 방법들에 비해 정확도의 측면에서 나을지라도 모두 측정 오차의 가능성이

있다. 황금기준은 현재의 지식과 기술에서 정확도가 높은 방법을 적용한 결과에 의한

판정기준을 일컬으며, 황금기준으로 새로운 진단법의 진단 효율성을 비교, 평가하는데

사용하게 된다(신영수와 안윤옥, 1997).

치주질환에 관한 공중보건사업의 개발, 수행 및 평가에서는 질병에 관해 인구집단

을 모니터하는 것이 필요하다.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의해 1984년에 설립된 자기보고식 조사시스템인 행동적 위험 요인 감시시스템

(Behavioral Risk Factor Suveilance System)을 기반으로 주관적 설문조사를 이용한

모형으로 치주조직지수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Eke와 Dye, 2009)에 의하면 중

등도 치주염을 포함한 전체 치주염의 유병률을 예측하는 데는 8항목의 자가보고 질문

과 성별, 교육정도, 흡연, 인종등의 인구학적 특성과 위험인자, 상실치아수의 종합 모

형이 유병률 22.3%에서 민감도 56%, 특이도 87%, ROC 0.94 의 진단 정확도를 보였

다. 심한 치주염의 경우는 유병률 4.8%에서 상실치아수를 제외한 모형이 민감도 64%

,특이도 98% ,ROC 0.9 로 진단도를 보여주었다. Blicher 등의 논문에서 진단의 타당

도의 판정 기준으로 민감도와 특이도의 합 또는 양성예측도와 음성예측도의 합이

120% 이상일 경우 높은 타당도로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자가보고 설문을 이용한 치주질환 선별 모형으로 자가보고 설문조사

항목 중 천치주낭, 심치주낭 모두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치아동요도 즉 치아가

저절로 느슨해진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치과에서 치아 주변 골이 소실되었다

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 지난 3개월 동안 치아가 좋지 않음을 느낀 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또한 천치주낭과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흡연 여부를 추가하

고 심치주낭과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당신의 치아 및 치주 건강의 점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항목을 추가한 후 치주조직지수와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천치주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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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낭 4-5mm) 이상을 예측하는 진단정확도가 유병률 74.87%에서 민감도 54.5%, 특

이도 78.6% 민감도와 특이도의 합이 133.1% ROC 0.71을 보였고 양성예측도와 음성

예측도의 합이 125.3% 로 나타나 두 개의 합이 모두 120%를 넘는 타당도를 나타냈

다. 심치주낭을 예측하는 진단 정확도가 유병률 39%에서 민감도 69.3%, 특이도

72.5% 민감도와 특이도의 합이 141.8%, ROC 0.732 로 높게 나타났다. 양성예측도와

음성예측도의 합이 140.3% 였다.

이는 카이 검정으로 먼저 설문조사 항목 중 CPI 와 관련성 높은 항목을 선별했기

때문에 높은 타당도를 보였을 것이다. 또한 이번 실험의 대상군인 장애인 환자에서

치주질환 유병률이 74.87%, 심치주낭의 경우 유병률 39%로 높은 유병률 집단이기에

설문조사결과와 관련성이 높아졌다고 사료된다.

장애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다소 객관적인 평가를 보고한 김과 권(1997)의 연구에

서는 구강건강인식도에서 전혀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6.4%로 높게 나오

고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1.0%로 낮게 보고 되었고 2005년 재가 장애인을 대상

으로 한 전국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보고에서는 뇌병변 환자의 경우는 비장애인과 비

슷하게 나오고 다른 장애 유형에서는 비장애인에 비해 오히려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

율이 다소 높다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전반적인 구강건강인식도의 경우 부정적

인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54.17% 였다. 지적장애, 정신장애 환자의 경우 보호자

가 객관적으로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대리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번 실험군은 자

신이 직접 보고한 환자군과 보호자가 대리 설문에 응한 환자군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

치주질환 유병률도 높은 군이다 보니 전반적 구강 건강인식도에서 부정적인 응답비율

이 높았다. 한가지 더 고려 할 부분은 자가보고 측정법의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 황금

기준으로 사용한 임상 검사가 가장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생각해보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황금 기준이 마땅치 않은 형편이고 임상검사는 대리결과변수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즉 실제적인 변화나 직접적인 측정이 아닌 단기간에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대리변수(치주낭 측정)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구강건강 자가보고는 간편하게 측정이 가능하며 객관적 치주건강상태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학적 변수, 구강건강에 대한 심리적 변수의 효과도 반영할 수 있기에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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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지표뿐 아니라 주관적 치주건강인식도의 활용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

BRFSS(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같은 만성질환 인터뷰에서 사용하

는 자가보고의 타당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80% 이상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높은

타당도, 60~79% 는 중등도의 타당도 60%미만은 낮은 타당도로 분류하고 있다(Nelson

등, 2002).

ROC 분석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에서 Swet 의 지침에 따르면 예측타당도는 ROC 값

이 0.05-0.7은 낮고, 0.71-0.89 는 중간, 0.9 이상은 높은 예측 타당도로 분류하였다. 즉

ROC 값이 0.71-0.89일 때는 그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평가하고 9.0 이상

일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본다.

타액은 전신건강상태와 구강 건강의 거울로 치주 질환의 활성도를 반영하며 치료의

효과를 모니터하는 대리결과변수(surrogate end points)로 치주질환을 반영하는 생체

지표(biomarker)를 함유하고 있다(Giannobile 등, 2009). 본 연구에서는 먼저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와 기존의 검사법인 치주조직지수(CPI)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CPI 2 인 치석 보유와 CPI 3 인 천치주낭간의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

와의 관련성이 낮게 나왔다. 이는 CPI 대푯값을 기록하는 문제에 기인하는바 천치주

낭 보유군에서 정지된 치주염 상태에서 과거 질병의 흔적인 치주낭을 대푯값으로 하

였지만 나머지 악의 경우 정상이나, 치은 출혈, 치석 등이 혼재 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었다. 치석이 치주질환의 염증성 진행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며 천치주

낭 보유군일지라도 정지된 치주염의 흔적으로서의 치주낭이 한군데 정도 있는 것이라

면 이 또한 염증성 진행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치주질환에 대한 보편 타당한 진단

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 역학조사나 연구에서 치주질환의 유병률의 결정과 비교등

에 주요 한계점으로 작용한다(Eke 등, 2012). CPI 대푯값을 표기하다 보니(Miyazaki

등, 1991) CPI 3 은 치석보유 유무, 출혈 유무에 따라 치주질환의 활성 상태와 비활성

상태가 다양할 수 있고 CPI 4 의 경우 치주질환이 정지되지 않고 진행중일 확률이 높

다보니 헤모글로빈 수치도 높게 나왔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천치주낭이상 보유보다는 심치주낭이상 보유군에서 높은 선별력

(AUC = 0.662 절단값 8.7 μg/㎖ 에서 민감도 53.33%, 특이도 75.00%, )을 보여 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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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Nomura 등(2006)의 선행 연구에서는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 자체로는 CPI와 관

련성을 찾지 못했고 연령, 잔존치등 연속변수를 통제한 보정후에 CPI 1 과 3 에서 타

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 간에 AUC 0.7 이상으로 선별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CPI3에서

AUC 0.755 민감도 0.706 특이도 0.773 로 선별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변수

통제 않은 상태에서 AUC 0.578 민감도 0.405 특이도 0.766 로 선별력을 보였다.

타액 내 헤모글로빈은 구강내 출혈을 반영하는데 선행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치은

의 유치악 환자의 67%에서 타액 내 헤모글로빈이 검출된 반면 무치악 환자의 경우

전원 헤모글로빈이 검출되지 않았다(Marti 등, 2002). 따라서 치주가 아닌 구강점막

출혈은 드물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자가보고 설문조사와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 연령을 독립변수로 CPI 3

이상을 선별한 예측 모형을 보면 ROC 0.773 민감도 69.9% 특이도 75.6% 민감도와

특이도 합이 145.5% 을 보이고 CPI 4 이상을 선별한 예측 모형에서는 ROC 0.807 민

감도 70.7% 특이도 80.0% 민감도와 특이도 합이 150.7% 양성예측도 69.7% 음성예측

도 80.7% 두 예측도 합이 150.4%로 높은 진단 타당도를 보였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주관적 자가보고 설문지 자체, 타액 내 헤모글로빈 자체만으로

도 치주질환 고위험군 선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지만 연령, 주관적 자

가보고 설문조사, 객관적 검사 수치인 타액 내 헤모글로빈수치를 종합한 모형을 사용

함으로서 치주질환 선별검사로서의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그리고 장애인의 특성상 치

주 유병률이 높다보니 타집단보다 민감도, 특이도가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 추출에서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상자들이 치과진료를

위해 치과병원에 스스로 찾아온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이는 건강

에 관심이 많은 군일 가능성과, 장애로 인해 평균적 건강상태가 일반인 대상에 비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추출되어서 선택편견(selection bias)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수급

자 비율이 높은 군이다 보니 경제적 여력이 평균보다 낮다. 또한 기존 환자들의 경우

일정부분은 정기적으로 치과검진을 받는 사람들도 많아 이미 생활습관 교정이 이루어

진 경우도 적지 않게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임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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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구강위생활동의 어려움, 치과 방문 및 치료의 어려움, 다량의 약물 복용으로 인

하여 다수의 치아 상실과 치주염 이환율을 보이는 구강건강 취약군이다. 우리나라 30

세 이상의 성인 치주질환 유병률이 28.9%인데 반해 장애인의 경우 35세 이상 성인의

치주질환 유병률은 63.2%에 달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설문조사등의

선별능력은 높아질수 있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나 자료가 턱없이 부

족한 현실에서 간단한 설문조사나 타액검사등으로 치주질환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대

규모 역학조사가 가능하다면 이를 토대로 이들을 위한 정책입안 치주병예방과 치료계

획 수립으로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있겠다. 향후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치주질환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종적으로 추적연구를 하여 현재 치주상태와 선별검사

결과의 변화의 추이를 본다면 좀 더 임상근거를 가지게 되는 연구가 될 수 있겠다.

아울러 이번 연구의 대상이 비록 치주 질환 유병률이 높은 장애인병원 내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추후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환자들에서도 충분히 일반화시켜서 연

구해 볼 필요가 있다.

5. 결론

1. 주관적 설문조사 항목 중 치아 동요도(설문 4), 치조골 소실여부(설문 5), 지난 3

개월간 치아가 좋지 않음을 느꼈는지 여부(설문 6), 흡연 여부(설문 9)를 사용하여

CPI3(치주낭4-5mm)이상 보유군을 예측한 결과 모형의 AUC는 0.710 (95% C.I.

0.620-0.799)였고 따라서 CPI3(치주낭4-5mm)이상 보유군의 선별에 유용한 도구로 나

타났다. 최적의 절단값은 0.821였고 연구 대상자에서의 유병률 75%에서 민감도는

54.5%, 특이도는 78.6%, 양성예측도는 88.2%, 음성예측도는 37.1%, 양성우도비는 2.54

로 나타났다.

2. 주관적 설문조사 항목 중 치주질환자각도(설문 1), 치아 동요도(설문 4), 치조골

소실여부(설문 5), 지난 3개월간 치아가 좋지 않음을 느꼈는지 여부(설문 6)를 사용하

여 CPI4(치주낭6mm)보유군을 예측한 결과 모형의 AUC는 0.732 (95% C.I.

0.650-0.813)였고 따라서 CPI4(심치주낭)보유군의 선별에 유용한 도구로 나타났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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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절단값은 0.524였고 연구 대상자에서의 유병률 39%에서 민감도는 69.3%, 특이도

는 72.5%, 양성예측도는 61.2%, 음성예측도는 79.1%, 양성우도비는 2.52로 나타났다.

3.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로 CPI3(치주낭4-5mm)이상 보유군을 예측한 결과 모형

의 AUC는 0.578 (95% C.I. 0.487-0.670)였고 절단값 7.86 μg/㎖ 에서 민감도 40.54%

특이도 76.60 %, 양성예측도는 84.50%, 음성예측도는 29.00%, 양성우도비는 1.73로 나

타났다.

4.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로 CPI4(치주낭6mm)보유군을 예측한 결과 모형의 AUC

는 0.662 (95% C.I. 0.583-0.741)였고 절단값 8.7 μg/㎖ 에서 민감도 53.33%, 특이도

75.00 %, 양성예측도는 57.01%, 음성예측도는 72.00%, 양성우도비는 2.13로 나타났다.

5. 타액 내 헤모글로빈수치 1.935 μg/㎖ 이상 , 설문조사(4,5,6,9), 연령을 사용하여

CPI3(치주낭4-5mm)이상 보유군을 예측한 결과 종합모형의 AUC는 0.773 (95% C.I.

0.696-0.851)였고 따라서 CPI3(치주낭4-5mm)이상 보유군의 선별에 유용한 도구로 나

타났다. 최적의 절단값은 0.761였고 연구 대상자에서의 유병률 75%에서 민감도는

69.9%, 특이도는 75.6%, 양성예측도는 89.6%, 음성예측도는 45.6%, 양성우도비는 2.87

로 나타났다.

6. 타액 내 헤모글로빈수치 1.935 μg/㎖ 이상, 설문조사(1,4,5,6), 연령을 사용하여

CPI4를 예측한 결과 종합모형의 AUC는 0.807 (95% C.I. 0.742-0.872)였고 따라서

CPI4(심치주낭)의 선별에 유용한 도구로 나타났다. 최적의 절단값은 0.497였고 연구

대상자에서의 유병률 39%에서 민감도는 70.7%, 특이도는 80.0%, 양성예측도는 69.7%,

음성예측도는 80.7%, 양성우도비는 3.53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치주질환 진단을 위한 기존의 임상검사를 대체해서 치주질환 고위험군을

선별하기위한 자가보고 설문지, 치주 질환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의 진단능력을 기존의 검사법인 CPI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치주질환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인구사회학적인 변수)을 추가한 종합적 치주질환 선별 방법의 새

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치주질환 선별검사의 타당성을 조사하여 제시한 점

이 이번 연구의 의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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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lidity of self report measures and salivary

hemoglobin level for screening of periodontitis for

disabled people

Nam. Sunhei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rate School, You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o-Keun Kwon, D.D.S., M .P .H., Ph.D.)

Periodotal disease is a one of the typical chronic diseases. Nowadays the

paradigm for health is shift from treatment of disease to health promotion. To

screen people at risk in early stage, we need easy, efficient and non-invasive

mass screening tests for periodontal disease to support oral health.

So this study focuses on evaluating of the validity of screening for periodontal

disease as an alternative to the Community Periodontal Index (CPI) using self

-report measures, salivary hemoglobin level, combined model with demographic

charactistics to screen high risk group for periodontal disease.

The study included 195 disabled patients beyond 18years old in Seoul Dental

Hospital for the disabled, Seoul, Korea. Periodontal pocket probing, self-report

measure, hemoglobin in saliva were measured. To decide the cut-off point,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ROC curves) were constructed and the

points of maximum sum of sensitivty and specificity were decided.

Conclusions are

1. Multivariable modeling incorporating self-report measures on loose teeth, bone

loss, tooth appearance, smoking were useful in predicting the prevalence of

shallow pocket(CPI3), yielding an AUC 0.710, sensitivity 54.5%, specificity 78.6%,

positive predictibility 88.2%, negative predictibility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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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ultivariable modeling incorporating self-report measures on gum disease,

loose teeth, lost bone, tooth appearance were useful in predicting the prevalence of

deep pocket(CPI4), yielding an AUC 0.732, sensitivity 69.3%, specificity 72.5%,

positive predictibility 61.2%, negative predictibility 79.1%.

3. Saivary hemoglobin level was useful in predicting the prevalence of shallow

pocket(CPI3), yielding an AUC 0.578, sensitivity 40.54%, specificity 76.60%, positive

predictibility 84.50%, negative predictibility 29.00%.

4. Saivary hemoglobin level was useful in predicting the prevalence of deep

pocket, yielding an AUC 0.662, sensitivity 53.33%, specificity 75.00%, positive

predictibility 57.01%, negative predictibility 72.00%.

5. Mixed modelling with self-report oral health measures, salivary hemoglobin

and demoraphic risk factor variables were most useful in predicting the prevalence

of shallow pocket(CPI3) yielding an AUC 0.710, sensitivity 54.5%, specificity 78.6%,

positive predictibility 88.2%, negative predictibility 37.1%.

6.Mixed modelling with self-report oral health measures, salivary hemoglobin,

demoraphic risk factor variables were most useful in predicting the prevalence of

deep pocket(CPI4) yielding an AUC 0.807, sensitivity 81.3%, specificity 71.3%,

positive predictibility 64.9%, negative predictibility 85.4%.

Multivariable model of specific self-report periodontal health measures, salivary

hemoglobin level, demographic risk factor variables showed screening potential to

predicting the population prevalence of shallow and deep pocket. It could be used

for earlier assessments from epidemiologic survey, treatment planning and promote

public oral health for disabled. Further assessments of these measures for use in

the surveillance of periodontal risk group are needed.

Key words: CPI, hemoglobin, validity, self report measures, screening,

periodontitis, saliva, disabl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