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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 아이의 엄마로서 열심히 학업에 몰두 중인 전미경 선생

님 고맙습니다. 



 

 

또한 지금의 저를 있게 해주신 소중한 분들이 있습니다. 내 안의 나를 깨워주고 지

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황윤숙 교수님과 부족한 

제자 항상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김영숙 교수님, 학위를 위한 공부가 아닌 진정한 자

기 발전과 학생들을 위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학업에 열중하며 본보기가 되어주신 이

선미 교수님 감사 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님들의 제자로써 부끄럽지 않

은 연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의 주위에서 항상 응원해 주셨던 많은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헤모글로빈 분석기(OC-SENSER DIANA)를 협

찬해주신 신양 화학과 바쁜 와중에도 항상 웃으시며 시험에 협조해주신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치주과 김태랑 치과위생사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의 존재의 이유인 나의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

다.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하늘나라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

은 딸이 되도록 더욱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또한 제 옆에서 

아낌없는 지지와 사랑을 주며 영원한 나의 보디가드를 자처한 두 명의 오라버니, 사

랑합니다. 

 석사학위논문을 끝으로 저는 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같은 곳에서 시작

되는 제 인생의 2막은, 석사 때보다 조금 더 성숙된 모습과 넓은 안목을 바탕으로 심

도 있는 학문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제게 주신 

사랑과 도움,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베풀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2014년 6월 

맹유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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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ROC curve for subjects with pocket of ≥ 4 mm probing depth using questionnaire, age 

and hemoglobin level‥‥‥‥‥‥‥‥‥‥‥‥‥‥‥‥‥‥‥‥‥‥‥‥‥‥32 

Figure 8. ROC curve for subjects with pocket of ≥ 6 mm probing depth using questionnaire, age 

and hemoglobin level‥‥‥‥‥‥‥‥‥‥‥‥‥‥‥‥‥‥‥‥‥‥‥‥‥‥32 

Figure 9. ROC curve for subjects with pocket of ≥ PD radiographic depth using questionnaire 35 

Figure 10. ROC curve for subjects with pocket of ≥ PD radiographic depth using hemoglobin  

level‥‥‥‥‥‥‥‥‥‥‥‥‥‥‥‥‥‥‥‥‥‥‥‥‥‥‥‥‥‥‥‥35 

Figure 11. ROC curve for subjects with pocket of ≥ PD radiographic depth using questionnaire,  

age and hemoglobin leve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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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치주 자가설문과 타액 내 헤모글로빈 농도를 이용한  

치주질환 선별검사 방법의 타당성 

 

최근 대표적인 구강질환인 치주질환이 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각종 전신질환과 밀접

한 관련성이 있다는 보고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뿐만 아니라 인구집단의 치

주질환 상태를 효과적이면서 경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

다. 그러나 전통적인 치주검사법인 치주 탐침법은 치과전문가들이 상당한 시간과 노

력을 들여서 조사해야할뿐만 아니라 침습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균혈증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지역사회치주질환지수(CPI) 측정법

의 대체 법을 찾기 위하여 본 연구는 비 침습적인 방법으로 타액 내 헤모글로빈 농도

와 인구 사회학적 특성인 연령이라는 객관적 지표 및 주관적 지표인 치주 자가보고설

문지를 혼합하여 새로운 치주질환을 선별하는 검사법으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3년 11월부터 약 5개월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치주과에 내원한 성인 남녀 

204명(평균연령 49.5±29.5)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CPI 측정과 구강검진, 방사선 

파노라마 촬영 및 자가보고설문지, 타액 수집이 이루어 졌다. CPI 지수와 각각의 지

표들과의 상관분석 후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 항목들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

였고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평가를 통해 AUC (Area under the curve)의 면

적을 계산하였다. 

 

1. 자가보고 설문조사 항목 중 치주질환 자각(설문1), 잇몸 건강 정도(설문2), 치

아 동요도(설문4), 치조골 소실 정도(설문5)를 사용하여 CPI3(치주낭≥4 mm) 이상 

보유군을 예측한 결과 모형의 AUC는 0.73(95% C.I. 0.65-0.81)였고, 연구 대상자(유

병률 79.4%)에서의 민감도는 77.8%, 특이도 57.1%를 보였다. 

 

2. 자가보고 설문조사 항목 중 치주질환 자각 정도(설문1), 잇몸 건강 정도(설문2), 

치아 동요도(설문4), 치조골 소실 정도(설문5), 흡연(설문9)의 문항을 사용하여 

CPI4(치주낭≥6 mm) 보유군을 예측한 결과 모형의 AUC는 0.76(95% C.I. 0.7-0.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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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I4(심치주낭) 이상 보유군의 선별에 유용한 도구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유병률 

46.1%)의 민감도는 63.8%, 특이도는 78.2%를 나타냈다. 

3.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로 CPI3(치주낭≥4 mm) 이상 보유군을 예측한 결과 모

형의 AUC는 0.64(95% C.I., 0.54-0.73)이였고, 절단값 0.75 μg/㎖ 에서 민감도 75%, 

특이도 52.5%를 보여주었다. 

 

4.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로 CPI4(치주낭≥6 mm) 이상 보유군을 예측한 결과 모

형의 AUC는 0.7(95% C.I., 0.62-0.77)이였고 절단값 1.17 μg/㎖ 에서 민감도 63.6%, 

특이도 71.2%를 나타냈다. 

 

5.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 설문조사 문항(1,2,4,5), 연령을 사용하여 CPI3(치주

낭≥4 mm) 이상 보유군을 예측한 결과 종합모형의 AUC는 0.75(95% C.I., 0.66-0.83)

로 최적의 절단값은 0.74 μg/㎖ 였고 민감도는 88%, 특이도는 50%를 보이며 CPI3(치

주낭≥4 mm) 이상 보유군의 선별에 유용한 도구로 나타났다. 

 

6.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 설문조사(1,2,4,5,9), 연령을 사용하여 CPI4 이상을 

예측한 결과 종합모형의 AUC는 0.78(95% C.I., 0.71-0.85)이였다. 최적의 절단값은 

0.46 μg/㎖ 이었고 민감도는 75.6%, 특이도는 70.2%을 보임으로써 CPI4(심치주낭) 이

상 선별에 유용한 도구로 나타났다. 

 

7. 자가보고 설문조사 항목 중 치주질환 (설문1), 치아 동요도(설문4), 치조골 소

실 정도(설문5)를 사용하여 방사선 파노라마 치주질환 보유군(PD, PD+)을 예측한 결

과 모형의 AUC는 0.68(95% C.I., 0.60-0.75)였고, 연구 대상자에의 유병률 54.2%에

서 민감도는 57.7%, 특이도는 74.6%를 나타냈다. 

 

8.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로 방사선 파노라마, 치주질환 보유군(PD, PD+)을 예측

한 결과, 모형의 AUC는 0.63(95% C.I., 0.55-0.71)였고, 민감도 69.2%, 특이도 52.5%

를 보여주었다. 

 

9. 타액 내 헤모글로빈수치, 설문조사(1,4,5), 연령을 사용하여 방사선 파노라마 

치주질환 보유군(PD, PD+)을 예측한 결과 종합모형의 AUC는 0.72(95% C.I.,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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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였고 연구 대상자에의 유병률 54.2%에서 민감도는 78.4%, 특이도는 52.3%를 보

였다. 

본 연구는 치주질환 진단을 위한 기존의 임상검사를 대체해서 치주질환 고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한 자가보고 설문지, 치주 질환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의 진단능력을 기존의 검사법인 CPI, 방사선 파노라마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치주질환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인구사회학적인 변수)을 추가한 종합적 치주

질환 선별 방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자가보고 설문조사와 타액 내 헤모글로

빈 수치, 연령을 독립변수로 하여 종합한 모형을 보면 자가보고 설문조사나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만 분석했을 때보다 높은 진단 타당도를 보였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연령, 주관적 자가보고 설문조사, 객관적 검사 수치인 타액 내 헤모글로빈수치를 종

합한 모형을 사용함으로써 치주질환 선별검사로서의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핵심되는 말 : 지역사회치주지수(CPI), 헤모글로빈, 타당도, 자가보고, 선별, 

치주염, 방사선, 혼합 예측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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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 자가설문과 타액 내 헤모글로빈 농도를 이용한  

치주질환 선별검사 방법의 타당성 

 

<지도교수 김백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맹 유 진 

 

Ⅰ. 서론 

치주질환은 치아를 감싸고 있는 골 조직과 연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 염증성 질

환으로 전세계 성인의 90%가 이환 경험이 있으며 치은 결합조직 및 골 조직의 파괴를 

야기시킴으로써 결국엔 치아 발치의 주된 요인이 되는 질병이다(Taba, Kinney et al. 

2005). 치아 발치로 인한 기능적, 심미적 장애는 정신과 신체에 영향을 미쳐 결국에

는 개개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010년 미국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NHANES) 보고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의 30%이상이 중등도 또는 중증의 치주질환에 이환 되었다고 발표하였

다(Eke, Dye et al. 2012). 또한 2005년 독일에서 수행된 “The fourth German Dental Health 

Survey” 보고서에는 독일 국민 35-44세의 92%, 65-74세의 99.2%가 3 mm이상의 임상

적 부착 소실을 보였으며 4 mm이상의 깊은 치주낭 또는 얕은 치주낭의 비율이 각각 

76.9% 와 87.7%임을 보고한바 있다(Holtfreter, Kocher et al. 2010). 대한민국도 현재 2012

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통계 발표에 따르면 치주질환 유병률이 성인 남녀 70세 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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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고(깊은 치주낭 51.5%, 얕은 치주낭 39%), 연령이 증가하

면서 치주질환 치료가 필요한 분율도 증가 함을 보고한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치은염 및 치주질환”에 대한 분석에 에서도 치은염 및 치주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진료인원이 5년동안 25.3%, 총 진료비는 약 66.2%의 증가하였

음을 발표하였다.  

치주질환을 야기시키는 세균과 대사물질은 치주질환뿐 아니라 염증과 면역 매개체

들의 저장고 역할을 하며 전신질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으로 지목되고 있다

(Page 1998). 현재까지 치주질환과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된 전신질환으로는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류머티즘 관절염, 빈혈, 미성숙아 및 조산의 위험 등이 보고되

었으며(Blicher, Joshipura et al. 2005), 특히 치주질환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된 심

혈관 질환은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암보다 2배나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심각한 질병

으로 알려져 있다(Beck and Offenbacher 2005). 대한민국 2007년도 4기 1차년도 국민건

강영양조사에서 치주조직검사를 받은 20세이상 성인남녀 2,896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치주질환과 전신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보고한 연구에서도 뇌졸중을 경험한 대상

자의 치주질환 유병률이 49.3%로 뇌졸중을 경험하지 않은 대상자(37.6%)보다 약 12%

정도의 높은 유병률을 보임을 보고하였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07 국민건강

통계).  

치주질환 유병률을 평가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치주탐침을 이용한 치주낭 깊이 측

정, 치은 출혈 여부, 치은의 임상적 결합소실 정도 측정, 치면 세균 막 관리지수 측

정 및 방사선사진을 이용한 치조골 깊이 측정 등의 방법이 있으며 대규모 역학조사에

서는 지역사회 치주질환 지수(Community Periodontal Index: CPI)를 이용하여 치주질환

을 스크리닝 하고 있다. CPI는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간단하고 획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주질환을 스크

리닝 하는 방법으로 오래 전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치주질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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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리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CPI 측정법은 근래 들어와 한계점에 대한 논

의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대규모 역학 조사 시 치주질환 선별검사로서의 타당도가 의

심되고 있는 바이다(Nomura, Tamaki et al. 2006). 첫 번째 한계점으로는, 진단하는 사람

의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될 수 있으며 훈련 정도에 따라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신뢰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를 스크리닝 하기 위해 

개발되어진 CPI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훈련된 자격 있는 소수의 검사자만이 수

행할 수 있다는 한계점과, 각 6분악의 대표치아의 치주낭 깊이를 측정하여야 하기 때

문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효율 면과 자원집약적인 면

에서 대규모 스크리닝 방법으로 적절치 않음이 제기되고 있다. 세 번째, 치과의사만

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으로 대규모 역학조사의 비용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결과를 낳아 비용효과적이어야 하는 대규모 역학조사의 비용을 상승시키는 직접

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Yoshiaki Nomura et al. 2012). 네 번째, 프로브를 이용한 

치주낭 탐침은 치주조직에 기구를 넣어 검사하는 침습적 방법으로서 치은 출혈을 야

기하고 프로빙 후에 혈액 속 박테리아의 수가 증가하는 균혈증(bacteremia)의 위험성

이 보고되어진 바 측정 방법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Kinane, 

Riggio et al. 2005).  또한 마지막으로 CPI 측정법은 서로 다른 징후와 증상을 혼합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 타당도가 의심되고 있으며 치주염의 활성도를 반영하는 지표가 

아니라 치주염의 흔적인 치주낭 깊이를 재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바 임상진

단의 방법으로는 가능하나 발병을 예측하기 위한 선별 검사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문

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치주질환을 진단하는 도구로써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방사선사진 촬영이 

있다. 방사선사진을 통해 치조골의 소실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치주질환에 이환된 흔

적을 스크리닝 하거나 현재 치주질환에 이환됨을 평가할 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근래에는 디지털 방사선기기의 보급으로 함께 제공되는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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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골의 소실을 쉽게 측정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방사선 사진 촬영은 방사

선의 노출이 불가피하므로 어린아이나 임산부에게는 추천되어지지 않는 방법이며 대

규모 역학조사에서 장비의 이동성이 떨어져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단점과 함께, 측

정자에 따른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신뢰성의 문제도 고려되고 있다. 이와 같이 

프로브를 이용한 CPI 측정이나 방사선 사진 촬영과 같은 전통적인 치주질환을 탐지하

는 방법들은 치주질환의 현재의 상태를 모니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치주질

환의 활동성이나 위험성 평가와 발병예측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많은 CPI 측정법의 한계점에 대한 논란의 이유로 향후 국가나 지방 단위에

서 대규모 인구의 치주질환을 예측하고 측정할 수 있는 간편하고 비용이 절약되며 신

뢰도가 높은 조사 방법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고 있으며(Eke and Genco 

2007), 미국에서도 2003년부터 CPI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치주질환 스크리닝 방법을 

개발하여 평가하려는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에서 2011년도부터 구강검사 자료 검토 결과, 조사자에 의한 측정오류가 의심되어 조

사 결과 발표를 보류한 바 있으며,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협동하여 새로운 치주질환 

선별 검사법에 대해 연구 중에 있다. 

건강증진의 차원에서 국민 개개인의 건강위험 상태를 스크리닝 하는 것은 아주 중

요한 일이다. 한 나라의 만성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예측하는 것은 정책 수립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차원에서도 중요한 조사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

러나 적절한 측정 도구 없이는 어떠한 질병도 예측할 수 없으며 유병률 또한 평가 할 

수 없다. 질병의 위험인자를 조기에 제거하고 예방할 수 없다면 국가는 큰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모든 질병에 있어 비용효과적이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스크리

닝 방법을 개발하여 대규모 역학 조사에서 활용되는 것은 치주질환뿐 아니라 지역사

회의 위험요소를 예측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조건으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Newell, Girgis et al. 1999). 또한 치주질환은 또 다른 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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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

기에 탐지되고 예방되어야 하는 국가 및 사회적으로 중요한 질병임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진단 도구의 개발의 노력으로 비 침습적인 방법으로 주목 받고 있는 치주자

가 보고 설문지가 있다. 2003년 미국 질병연구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치주질환을 대규모로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자원집약적이며 신뢰도

와 타당도가 높은 측정법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의 일환으로, 미국 치주학회

(American Academy of Periodontology: AAP)와 함께 치주질환을 대규모로 스크리닝하는 

도구로써 8개의 자가보고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8가지 항목을 이용하여 미국 

국민의 치주질환을 스크리닝 하기에 앞서 2005년, 2007년에 예비실험을 실시하였고, 

그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 바 있다. 호주(Australian National Survey of Adult Oral Health: 

ANSAOH)와 독일에서도 국립건강 조사와 공동으로 실행된 치주 자가보고 설문지의 

타당도 예비 검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총8개의 설문 항목 중 치주질환 자각 정도, 

치아 흔들림, 치아 외형의 항목이 CPI3 이상 환자를 예측함에 있어 높은 예측력을 보

였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러한 예측변수에 인구학적 특성이 더해질 때 타당도가 증

가함을 확인하였다. 독일(Slade 2007)과 브라질(Cyrino, Miranda Cota et al. 2011)에서도 6

개로 이루어진 치주질환 평가 항목과 5가지의 인구학적 특성 및 병력 등을 포함한 혼

합모델이 자가보고 설문항목만 또는 인구학적 특성만을 가지고 분석한 단일 예측모델

에 비해 치주질환 자를 선별함에 있어 높은 예측력을 보임을 보고하였다. 앞서 실행 

된 예비실험들을 통해 타당도를 인정받은 8개의 치주 자가보고 항목들은 2009년, 

2012년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Full Mouth Periodontal Examination (FMPE)와 비

교하였고, 높은 예측력을 보이는 항목을 선별하였다. 이 또한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예측변수에 연령, 성별, 교육 정도 등의 인구학적 특성이 추가되면 치주질환 자를 선

별함에 있어 더 높은 타당도(AUROCs 0.8이상)를 보였음이 보고되었다(Eke and Ge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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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ke and Dye 2009, Eke, Thornton-Evans et al. 2012) 

 구강 관련 자가보고 설문지의 사용은 비용 및 시간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도

구이며 간편하고 편리함으로 인하여 치과 공포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훌륭한 도

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연구가 있었다. 또한 환자는 자가보고 설문지에 응답하는 

동안, 응답자 스스로가 항목을 이해하면서 본인의 구강 위생상태를 자각하고 중요성

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강 관리에 대한 동기부여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Siegal, Martin et al. 1988). 과거 치주질환 병력과 구강관리행위,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보고로 구성된 자가보고식 치주질환 측정법의 타당성이 확보 

된다면, 대규모 역학조사에서 사용이 용이할 것이며, 보고된 항목들을 이용하여 새로

운 특성화된 구강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을 기대하였다(Eke, Dye et al. 2013).  

치주 자가보고 설문지와 더불어 새로운 치주질환의 진단도구의 개발 노력의 일환으

로 타액이나 숙주의 반응으로부터 유래된 효소 또는, 치주조직이 파괴되어 생긴 생성

물을 탐지하여 치주질환의 진단 도구로 사용 가능함을 검증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Kinney, Morelli et al. 2011). 타액은 전신건강과 구강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로

써 타액의 구성물과 컨디션의 변화를 탐지하여 치주질환을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으

며 더 나아가 전신건강과 특정 질환을 탐지하고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생체지표가 

될 수 있다(Giannobile, Beikler et al. 2009). 더불어 질병의 탐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

던 기존의 방사선 사진 촬영이나 치주낭 깊이 측정 등을 대신하여 치주질환의 탐지는 

물론 질병 진행을 예측하는 도구로써 사용될 수 있음을 강조되고 있다. 

타액을 이용한 진단 방법은 수집이 간단하며 한 번의 검사로 구강 질환뿐 아니라 

전신 건강을 스크리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비용 또한 다른 검사 방법에 비

해 효과적이다. 이 중 가장 큰 장점은 환자가 고통스럽지 않게 검사를 마칠 수 있다

는 점일 것이다.   

 지금까지 치주질환과 관련 있음이 보고 된 타액 내 생체지표로는 염증 작용과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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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보고된 interlukin-1 beta (IL-1β), matrix metalloproteinase-8 (MMP-8)등이 있으며, 치

은열구액(Gingival Cervicular Fluid: GCF)과 타액 내 손상된 세포들로부터 유리된 생체지

표인 Aminotransferase (AST),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lactate dehydrogenase (LDH)와 

alkaline phosphatase등이 있다. 또한 치주질환의 활성도(activity)를 나타내는 첫 번째 징

후(Sign)인 치은출혈을 평가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 치은출혈의 평가는 집단 규모

의 치주질환 스크리닝 방법으로서 타액 내 유리 헤모글로빈 농도를 평가하였고, 이는 

치주질환을 탐지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고되었다(Nomura, Tamaki et al. 2012). 특

히 치은 출혈은 치주질환의 비교적 초기 징후(clinical sign)이며 환자 스스로도 자각할 

수 있는 증상(symptom)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요소이다. 따라서 타액 내 헤모글

로빈 평가법이 과거 질병의 흔적인 치주낭 깊이 측정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면 

집단 치주질환 스크리닝 도구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 의약학 분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전신질환 스크리닝 시 혈액이나 체액을 

이용하여 임신진단이나 당뇨 및 빈혈 등의 진단을 시행 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며 혈액이나 체액을 이용한 이러한 진단방법의 정확성은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소변과 같은 체액을 이용하여 1차 진단 한 후 질병의 위험이 감

지 되었을 때는 상위의 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질환을 확진 한다. 체액이나 타액을 이

용한 진단 방법은 비용효과적이며 간편하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바로 분석 

및 평가가 가능한 방법이다. 이는 건강검진이나 특정 질병 진단 시 및 전신질환을 대

규모로 스크리닝 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러므로 구강영역에

서도 의약학 분야에서처럼 구강 내 타액이나 체액 등을 이용하여 지역사회를 스크리

닝 할 수 있는 새로운 선별검사 방법의 개발이 절실하며, 질병을 조기에 탐지하고 예

측하는 구강과 관련된 대규모 위험요인 감시시스템의 자리매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최근 타액 내 헤모글로빈 농도와 치주 자가보고 설문지를 이용하여 치주질환 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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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을 선별하려는 노력의 연구가 있었다(남선회, 2013). 대규모 검진과 같은 역학 조

사 시 임상검사에 더 많은 시간과 제약이 따르는 장애인 환자들에서 치주질환 고위험

군을 선발하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CPI3 이상과 CPI4 이상의 치주질환 고위

험군을 스크리닝함에 있어 헤모글로빈 농도와 자가보고 설문지의 AUROCs가 각각 

0.6-0.73의 높은 타당도를 보고하였다. 또한 자가보고설문지와 타액 내 헤모글로빈 

농도와 인구학적 특성인 연령을 혼합한 예측모형으로는 치주질환 자를 선별함에 있어 

AUROCs가 0.78-0.8로 특히 높은 선별력을 보여주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규모 역학조사에서 치주질환에 이환된 고위험군을 탐지 

함에 있어 주관적인 치주질환 자가보고 설문지와 활성도를 나타내는 타액 내 헤모글

로빈의 농도 및 이 두 가지 검사법과 인구학적 위험요인인 연령을 포함하여 종합 분

석한 방법이 지역사회 치주지수(CPI)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존의 임상적 평가 

방법인 치주낭 깊이와 방사선 파노라마분석과 비교하여 새로운 진단도구로써의 타당

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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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2.1. 대상자 선정 및 특성 

 

204명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치주과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2013년 11월 7

일부터 2014년 3월4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임상시험을 진행하였다. 연구진행에 앞서 

본 연구는 2013년 10월 연세대학교 윤리위원회로부터 IRB (International Review Boards) 

승인(2-2013-0042)을 받았다. 대상자 선정은 18세부터 80세까지의, 시험 목적과 연구 

방법을 설명을 듣고 자발적인 참여 의지를 보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시

작 전 모든 참가들로부터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시험을 진행하였다.  

 

 피험자 선정 기준은 만 19세 에서 80세까지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든 

시험 절차를 설명 받고 이해 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시험에서 제외된 기준은 

임신한 여성이나 방사선 사진 촬영을 할 수 없는 환자는 제외되었으며, 자극성 타액 

으로부터 출혈을 유발하여 헤모글로빈을 채득하여야 함으로 1개월 내에 치주수술을 

받거나 구강 내 출혈을 동반한 상처가 있는 자는 시험에서 제외 되었다. 모집 인원은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동일한 피험자에게서 동시에 측정한 두 파라메터 사이의 

상관 계수를 구하고 단순 회귀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중도 탈락 율과 새로운 진

단 방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인원 100명을 포함하여 총 204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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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방법 

 

2.2.1 치주 자가보고 설문지 

 

미국 국민건강영양 조사(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HANES)에서 

2003년 미국 국민의 행동 위험 요인 감시시스템(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BRFSS)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되어진 치주질환 스크리닝 및 예측과 관련된 자

가보고 문항 8가지 항목과 치주질환 발생 위험 요인으로 보고된 흡연과 음주 습관, 

두 가지를 추가하여 변형된 치주 자가보고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피험자 스스로 주

관적인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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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lf-report questions tested for predicting the prevalence of periodontitis (NHANES) 

 

Questions 
 

Response 

1. Do you think you might have gum disease? 
 
□Yes □No 

2. Overall, how would you rate the health of your teeth and gums? 

 □ Excellent 

□ Very good 

□ Good 

□ Fair 

□ Poor 

 

3. Have you ever had treatment for gum disease, such as scaling and root 

planning, sometimes called ‘‘deep’’ cleaning? 

 
□Yes □No 

4. Have you ever had any teeth become loose on their own, without an injury? 

 

□Yes □No 

5. Have you ever been told by a dental professional that you lost bone around 

your teeth? 

 

□Yes □No 

6. During the past 3 months, have you noticed a tooth that doesn’t look right? 

 

□Yes □No 

7. Aside from brushing your teeth with a toothbrush, in the last 7 days, how 

many times did you use dental floss or any other device to clean between your 

teeth? 

 

______: Number 

of days 

8. Aside from brushing your teeth with a toothbrush, in the last 7 days, how 

many times did you use mouthwash or other dental rinse product that you use to 

treat dental disease or dental problems? 

 

_______:Number 

of days 

9. Do you smoke? 

 
□ Never 

□ Current 

□ Past 

9-1. If you smoke cigarettes, how long you smoke? 

 

________:Years 

_______:Number 

of days 

10. Do you drink? If you drink alcohol, how much do you usually drink? 

 
□ Never 

□ Current 

_______:Number 

of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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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CPI 평가 

 

타액 채취, 자가 보고 설문 조사, 병력조사 및 방사선 촬영이 이루어 진 후 구강검

진을 실시하였으며 훈련된 1명의 검사자가 모든 검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치주질환 자를 평가하는 Gold standard 방법으로 지역사회 치주지수

(Community Periodontal Index: CPI)를 사용하였으며, 17, 16, 11, 26, 27, 36, 37, 31, 

46, 47번 치아의 협측과 설측면에서 근심면, 중앙, 원심면을 대상으로, 한 치아당 6

면의 치주낭 깊이를 측정하여 정상 치주조직(CPI0), 출혈 치주조직(CPI1), 탐침 시 치

석 촉진 치주조직(CPI2), 치주낭 깊이 4 mm 또는 5 mm의 천치주낭 형성 치주조직

(CPI3), 치주낭 깊이 6 mm 이상의 심치주낭 형성 치주조직(CPI4)으로 평가하여 6분악

에 매겨진 최대값을 해당 대상자의 대표 값으로 기록하였다. 또한 Bleeding on probing  

(BOP)과 잔존치아 개수 및 DMF 도 함께 기록하였다. 이 모든 검사는 WHO에서 권장

하는 WHO Probe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CPI 점수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healthy periodontium (CPI0), gingivitis (CPI 

score1,2), 그리고 periodontitis (CPI score3,4)로 분류 하였으며 CPI3 이상인 자(CPI3 또

는 CPI4)를 치주질환 자로 정의하였다(Kugahara, Shosenji et al. 2008)(Table 2). 

 

Table 2. Classifications of the Community Periodontal Index (CPI) 

 

CPI code      Definition      Case 

CPI 0 Healthy Healthy 

CPI 1 Bleeding after probing 
Gingivitis 

CPI 2 Dental calculus detected by probing 

CPI 3 4 to 5 mm deep pockets 
Periodontitis 

CPI 4 ≥6 mm deep poc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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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방사선 파노라마 판독 

 디지털 방사선 파노라마분석을 위하여 한 명의 검사자가 블라인드 검사를 시행하였

다. Rathnayake(2013)등의 연구에서 채택된 골 소실 측정 분석법(Periodontal Disease 

experience: PD)을 사용하여 CPI 대표치아의 골 소실 정도를 측정하였고 그 중 가장 깊

은 점수를 채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모든 작업은 디지털 룰러를 이용하여 디

지털 분석기(Piview star software)에서 분석하였다(Rathnayake, Akerman et al. 2013). 측정

은 근심면, 원심면에서 치아의 장축과 수평이 되는 지점과, CEJ (Cement-Enamel 

Junction)에서 치근단, 그리고 CEJ에서 치조골 변연(Coronal marginal bone)까지의 길이

를 측정하였다(Fig. 1). 측정한 값은 다음의 표를 기준으로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Table 3). 

Table 3. Classifications of the Radiography 

Radiography Definition Case 

PD- Loss of supporting bone <1/3 of the root length Healthy 

PD Loss of supporting bone tissue ≥1/3 the root 

length in <30% of the teeth 
  Periodontitis 

 PD+ Loss of supporting bone tissue ≥1/3 the root 

length in >30% of the teeth 

 

 

BL (M1-M) : Loss of supporting bone tissue 

LR (O - T) : Root length 

LT (T1 - T) : Teeth length 

PD- : BL/LR < 1/3 

PD. : BL/LR ≥ 1/3  and  BL/LR < 30% of LT 

PD+ : BL/LR ≥ 1/3  and  BL/LR ≥ 30% of LT 

Figure 1. Description of the class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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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석 방법 

 

2.3.1 타액 분석 

 

구강 검진이 이루어 지기 전 동의서에 동의를 얻고 자극성 타액을 채취하였다. 무향, 

무미의 타액 채취 용 파라핀 왁스(Eiken Chemical Co., Tokyo, Japan)를 30초간 씹어 처음 

발생한 타액은 뱉어 내게 하였으며, 그로부터 5분간 왁스를 씹어 자극성 타액을 수집

하였다. 각각의 피험자로부터 얻어진 타액의 양을 기록하고 실험실에서의 헤모글로빈 

분석을 위하여 구강검진이 끝나기까지 4°C의 냉장상태로 보관하였다. 

얻어진 타액은 수집한 당일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마이크로피펫을 사용하여 수집된 

타액 1 ml를 채취 하여 3000rpm (Centrifuge PMC-880; TomyKohyo Co., Tokyo, Japan) 

Centrifuge를 이용하여 3분 동안 원심분리 하였다. 원심 분리하여 얻어진 타액의 0.05 

ml를 추출하여 타액 보관용 버퍼 1 ml에 넣고 냉장 보관하였다. 그 후, 혈색소에 대한 

항체를 이용한 면역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잠혈검사기기(OC-SENSOR DIANA, Eiken 

Chemical C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헤모글로빈 농도를 정량적으로 계산하였다. 이 

방법은 라텍스 응집 면역 비탁법(Turbidimetiryc immunoassay: TIA)을 사용하여 항-사람

헤모글로빈항체와 타액 내 헤모글로빈 항원의 결합 반응의 정도로 헤모글로빈 농도 

수치를 판독하는 방법이며 최종적으로 21배 희석되어 보정된 헤모글로빈 수치를 분석

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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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통계분석 

 

2.3.2.1 치주 자가보고 설문지와 치주낭 유병 여부 

 

모든 연구 결과의 통계 분석은 유의수준 0.05에서 PASW Statistics 18.0를 이용하였다. 

통계분석에 앞서 CPI0, 1, 2를 치주질환 없음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으며, CPI3 이상 

또는 CPI4 이상을 치주질환 자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방사선 파노라마 분석은 PD-

군을 정상군으로 하였고, PD와 PD+를 치주질환 자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카이 제

곱 검증을 통하여 각 설문 항목과 치주 조직 지수 및 방사선 파노라마 분류와의 관련

성을 검증하였으며 유의하게 나온 항목들을 선별하여 치주질환 유병 여부를 예측하는 

모형에 포함시킨 후 계산된 치주낭 보유여부 예측 확률을 이용하여 Receiver Ope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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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으로 하여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를 산출하였다. 

 

2.3.2.2 타액 내 헤모글로빈 농도와 치주낭 유병 여부 

 

정상군과 CPI3 이상 보유군, CPI4 이상 보유군의 타액 내 헤모글로빈이 왼쪽으로 

치우친(left skewed) 분포를 보였기 때문에 중위수 비교를 위해 Mann Whitney-U test를 

사용하였다. CPI3 이상과 CPI4 이상 여부를 선별하기 위한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

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최적의 절단값을 구하기 위하여 ROC 분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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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값과 방사선 파노라마 분류군에 따라 나눈 군간의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의 평균

을 비교하기 위해 Kruskal-Wallis 검정을 수행하였다.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가 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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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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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3 자가보고 설문지와 타액 내 헤모글로빈 농도와 치주낭 유병 여부 

 

자가보고 설문지 항목 중 카이 제곱 검증을 통해 CPI3 이상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

던 주관적 지표인 자각 정도(설문1), 잇몸 건강 정도(설문2), 치아 동요도(설문4), 치

조골 소실 정도(설문5)에 인구학적 특성인 연령을 포함한 4가지와 객관적 지표인 헤

모글로빈 농도를 혼합예측모형에 포함시켰고, CPI4는 치주질환에 대한 자각 정도(설문

1), 잇몸 건강 정도(설문2), 치아 동요도(설문4), 치조골 소실 정도(설문5), 흡연(설

문9)에 인구학적 특성인 연령 6가지와 객관적 지표인 헤모글로빈 농도를 혼합하여 치

주낭을 보유한 치주질환을 선별하는 검사법으로 유용한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방사선 

파노라마 분석으로 치주질환 자로 분류된 파노라마 PD 및 PD+군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던 주관적 지표인 자각 정도(설문1), 치아 동요도(설문4), 치조골 소실 정도(설

문5)에 인구학적 특성인 연령을 포함한 4가지와 객관적 지표인 헤모글로빈 농도를 혼

합예측모형에 포함시켜 각각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ROC)curve 아래 면적(Area under the curve, AUC),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

도 및 음성예측도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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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특성 

 

2013년 11월 7일부터 2014년 3월4일까지 약 5개월동안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치

주과에 내원한, 적어도 1개월 이내에 아무런 치과치료를 받지 않은 신환 및 정기검진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피험자의 남녀의 비율은 

각각 50%, 102명씩 총 20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령의 분포는 39세 이하

가 27명(13.2%), 40세에서 60세 미만이 120명(58.8%), 60세 이상이 57명(27.9%)를 차

지하였다. 전신질환 관련 항목 조사에서는 151명(74.1%)이 정상군이였으며, 심혈관 

질환자가 39명(19.1%), 당뇨환자가 6명(2.9%), 그 외의 질병이 8명(3.9%)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전신질환과 관련된 약에 복용에 관해서는 복용하지 않는 대상자가 

145명(75.9%), 1가지의 약물 복용 대상자가 37명(19.4%), 2개 이상 복용 대상자가 9

명(4.7%)으로 구성되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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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Males 

(N=102)  

Females 

(N=102)  

Total 

(N=204) 

 
N % 

 
N % 

 
N % 

Ages 
        

≤ 39 10 10.0  17 16.7  27 13.2 

40 to 59 64 62.5  56 54.9  120 58.8 

≥ 60 28 27.5  29 28.4  57 27.9 

Systemic disease 

None 70 68.6  81 79.4  151 74.1 

Cardiovascular 

disease 

24 23.6 

 

15 14.7 

 

39 19.1 

Diabetes 
5 4.9  1 1.0  6 2.9 

Etc. 
3 2.9  5 4.9  8 3.9 

Drugs         

None 67 70.5  68 81.2  145 75.9 

1 23 24.2  14 14.6  37 19.4 

≥ 2 5 5.3  4 4.2  9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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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치주 자가보고 설문지 

 

대상자의 150명(73.5%)이 본인 스스로가 치주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

으며, 치아 및 치주건강에 대한 점수를 5점 척도로 하였을 때 5점(훌륭함)은 94명

(46%), 4점(매우 좋음)은 80명(39.2%), 3점(좋음)이 26명(12.8%), 2점(보통)이 3명

(1.5%) 그리고 1점(좋지 않음)이 1명(0.5%)으로 응답하였다. 치주건강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매우 좋음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174명(85.3%)로 가장 많은 수를 차

지하였다. 치주치료 및 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188명(92.2%)로 응

답자의 90% 이상이 정기적인 치아관리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상으로 인한 것이 아닌데 치아가 느슨해진 느낌을 경험한 문항에는 응답자의 

114명(55.9%)이 그런 경험이 있음을 응답하였다. 치과의사로부터 골 소실에 대한 언

급을 들은 적이 있는 사람이 98명, 48%를 차지하였으며, 적어도 응답자 중 1회이상 

치간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138명(67.6%)을 차지함으로써 응답자의 약 2/3이상이 

치간 관리 용품을 주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구강 양치액 사

용여부에 대해서는 120명(58.8%)가 전혀 사용해 본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흡연 습

관과 음주 습관에 대해 물어 본 문항에는 흡연자의 비율이 28명(13.7%)이였으며 음주

를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76명(36.3%)의 분포를 보였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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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ponses to questions for periodontal diseases screening 

 

Questions Response Frequency (%) 

Question 1. 

Have gum disease 

Yes 73.5 

No 26.5 

Question 2. 

Teeth/gum health 

Excellent 46.0 

Very 39.2 

Good 12.8 

Fair 1.5 

Poor 0.5 

Question 3. 

Had gum treatment 

Yes 92.2 

No 7.8 

Question 4. 

Loose tooth 

Yes 55.9 

No 44.1 

Question 5. 

Lost bone 

Yes 48.0 

No 52 

Question 6. 

Symptoms 

Yes 74.5 

No 25.5 

 

Question 7. 

Floss use 

Never 32.4 

 

Question 8. 

Mouthwash 

1-6 Number of week 26.5 

7≤ Number of week 41.1 

Never 58.8 

 

Question 9. 

Smoking status 

1-6 Number of week 21.1 

7≤ Number of week 20.1 

Never 67.7 

Question 10. 

Drinking status 

Current  13.7 

Past  18.6 

Never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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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치주질환 유병률 

 

CPI3 이상, 즉 4 mm 이상의 치주낭을 보유한 자는 전체 204명 중 152명(79.4%)이

었고, 남성이 85명(83.3%) 여성은 77명(75.5%)를 보였다. 4 mm 이상의 치주낭을 보

유한 자가 40세 미만의 경우 15명(55.6%), 40세에서 59세 미만이 101명(84.2%)으로 

제일 많았고 60세 이상이 46명(80.7%)을 나타냈다. CPI3 이상을 보유한 군에서 아무

런 전신질환이 없는 경우가 116명(76.8%)으로 정상인 사람이 가장 많았고, 심혈관 질

환자가 35명(89.7%), 당뇨환자가 5명(83.3%)의 분포를 보였다. 약물 복용에 관해서는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122명(80.3%), 1개의 약물 복용자가 32명(78.1%), 2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자가 8명(72.7%)이었다. 

다음으로 CPI4 이상, 즉 6 mm 이상의 치주낭을 보유한 자는 전체 204명 중 94명으

로 46.1%였고, 남성이 57명(55.9%), 여성은 37명(36.3%)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6 mm 

이상의 치주낭을 보유한 자가 40세 미만의 경우 8명(29.6%), 40~59세가 63명(52.5%)

으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이 23명(40.4%)을 차지하였다. 전신질환 별로는 정상인 

경우가 63명(42.4%), 심혈관 질환자가 21명(53.9%), 당뇨 환자가 4명(66.7%)의 분포

를 보였다. 약물 복용에 관해서는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73명(48%), 1개의 약물 복용

자가 16명(39%), 2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자가 5명(45.5%)이었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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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revalence of pocket of ≥ 4 mm or of ≥ 6 mm probing depth by demographic and risk 

 

 
PPD≥4 mm (N=152) 

 
PPD≥6 mm (N=94) 

 Yes  No  Yes  No 

Variables N %  N %  N %  N % 

Gender            

Male 85 83.3  17 16.7  57 55.9  45 44.1 

Female 77 75.5  25 24.5  37 36.3  65 63.7 

Ages            

≤39 15 55.6  12 44.4  8 29.6  19 70.4 

40 to 59 101 84.2  19 15.8  63 52.5  57 47.5 

≥60 46 80.7  11 19.3  23 40.4  34 59.6 

Systematic 

disease 

           

None 116 76.8  35 23.2  64 42.4  87 57.6 

Heart disease 35 89.7  4 10.3  21 53.9  18 46.1 

Diabetes 5 83.3  1 16.7  4 66.7  2 33.3 

Etc. 6 75.0  2 25.0  5 62.5  3 37.5 

Drugs            

None 122 80.3  30 19.7  73 48.0  79 52.0 

1 32 78.1  9 21.9  16 39.0  25 61.0 

≥2 8 72.7  3 27.3  5 45.5  6 54.5 

PPD = Probing Pocket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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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방사선 파노라마 판독 결과 

 

192명의 대상자 중 방사선 파노라마 분포를 살펴보면 PD- (Periodontal Disease-) 정상

군이 45.8%, PD 30.7%, PD+ 23.4%의 분포를 보였다. 방사선 파노라마 분석 분류에 

의해 PD 이상을 치주질환 자로 분류한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도 PD와 

PD+군을 치주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현재 경험하고 있는 자로 분류하여 분석하

였다. 방사선 파노라마 판독 결과, 치주질환 자는 104명, 54.2%를 차지하였다(Table 

7). 

타액 내 헤모글로빈 중위수는 정상군인 PD-가 0.49, 치주질환 자 중 PD가 1.09, 

PD+가 1.64로 PD+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군별 헤모글로빈 수치의 중위수

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Table 7. Statistics analysis for hemoglobin level by Radiography (μg/ml) 

 

Radiography N Frequency (%) Median Minimum Maximum p-value 

PD- 88 45.8 0.49 0.04 113.93 
<0.001 

(0.0003) 
PD 59 30.7 1.09 0.04 39.27 

PD+ 45 23.4 1.64 0.15 156.24 

* P-value was obtained by Kruskal-Wallis equality-of-populations rank test 

**PD-=Periodontal Disease normal groups: PD, PD+= Periodontal Diseas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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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헤모글로빈 농도 

 

본 연구에서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가 과도하게 높거나 200 μg/㎖ 이상인 사람 

12명은 시료 채취 과정 중에 협점막을 씹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최종 분석에서는 제외

하였다. 

총 192명의 대상자 중 CPI 분포를 살펴보면 최대 CPI 값을 대표 값으로 한 결과 최

대 CPI가 4인 심치주낭 보유군이 45.8%, 최대 CPI가 3인 천치주낭 보유군이 33.3%, 

최대 CPI가 2인 치석 보유군이 3.2%, 최대 CPI가 1인 탐침 시 출혈군이 12.0%, 최대 

CPI가 0인 정상군이 5.7%로 분포하였다(Table 9).  

타액 내 헤모글로빈 중위수는 심치주낭 보유군이 1.61 μg/㎖, 치석 보유군이 1.18 

μg/㎖ 로 높은 수치를 보였고, 다음으로 심치주낭 보유군이 0.49 μg/㎖, 탐침 시 출

현군이 0.36 μg/㎖, 정상군이 0.2 μg/㎖ 의 순서를 보였다. 군별 헤모글로빈 수치의 

중위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1).  

타액 내 헤모글로빈 농도를 CPI 분류에 따라 CPI0을 정상군, CPI1과 CPI2를 치은

염보유군, CPI3과 CPI4를 치주질환 보유 군으로 나누었을 때의 분포도는 Figure 2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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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tatistics analysis for hemoglobin level by maximum CPI (μg/㎖) 

 

CPI 

code 
Total(N) Frequency (%) Median Minimum Maximum p-value 

 0 11 5.7 0.29 0.11 15.44  

 1 23 12.0 0.36 0.04 10.46  

 2 6 3.2 1.18 0.19 6.49 0.0001 

 3 64 33.3 0.49 0.04 47.57  

 4 88 45.8 1.61 0.06 156.24  

* P-value was obtained by Kruskal-Wallis equality-of-populations rank test 

 

 
Figure 2. Distribution of log-transformed hemoglobin level in saliva by maximum C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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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CPI 와 치주 자가보고 설문지 

 

3.6.1 자가 기입 설문지를 이용한 치주질환 자 선별의 타당도 

 

먼저 10개 문항과 치주조직지수와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카이 제곱 검정을 통해 CPI3

이상 보유군과 통계적 관련성이 유의하게 나온 설문 항목 1, 2, 4, 5를 선별하여

(Table 9)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결과를 통하여 자가 설문지를 이용한 치주질환 예

측모형을 살펴보면, CPI3 이상 보유자의 AUROCs가 민감도 77.8%, 특이도 57.1%, 합

이 134.9%로 최대치를 가질 때 0.73을 나타냈으며 양성예측도는 83.7%, 음성예측도는 

25%였다. CPI4 이상 보유자와 관련성이 유의하게 나온 설문항목 1, 2, 4, 5, 9를 선

별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결과 AUROCs가 0.76, 민감도 63.8%, 특이도 78.2%, 

합이 142%, 양성예측도는 71.4%, 음성예측도는 71.7%였다(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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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sponses to questions for periodontal disease screening among subjects with pocket of ≥ 

4 mm (CPI3 or CPI4) or ≥ 6 mm (CPI4) probing depth 

 

Questions Response 

PPD ≥ 4 mm 

P-value 

PPD ≥ 6 mm 

P-value Yes No Yes No 

N (%) N (%) N (%) N (%) 

Question 1. 

Have gum  

Disease 

Yes 117(83.6) 23(16.4) 0.002 76(54.3) 64(45.7) <0.001 

No 35(67.3) 17(32.7) 12(23.1) 40(76.9) 

Question 2. 

Teeth/gum health 

Excellent 78(88.6) 10(11.4) 0.016 91(57.9) 37(42.1) 0.009 

Very good 53(70.7) 22(29.3) 28(37.3) 47(62.7) 

Good 18(72) 7(28) 8(32) 17(68) 

Fair 2(66.7) 1(33.3) 1(33.3) 2(66.7) 

Poor 1(100) 0(0) 0(0) 1(100) 

Question 3. 

Had gum treatment 

Yes 142(79.8) 36(20.2) 0.459 85(47.7) 93(52.3) 0.057 

No 10(71.4) 4(28.6) 3(21.4) 11(78.6) 

Question 4. 

Loose tooth 

Yes 74(87.1) 11(12.9) 0.016 47(55.3) 38(44.7) 0.004 

No 78(72.9) 29(27.1) 41(38.3) 66(61.7) 

Question 5. 

Lost bone 
Yes 84(89.4) 10(10.6) 0.001 53(56.4) 41(43.6) 0.004 

No 68(69.4) 30(30.6) 35(35.7) 63(64.3) 

Question 6. 

Symptoms 
Yes 110(78) 31(22) 0.513 69(48.9) 72(51.1) 0.151 

No 42(82.4) 9(17.6) 19(37.3) 32(62.7) 

Question 7. 

Floss use 

Yes 100(76.3) 31(23.7) 0.157 57(43.5) 74(56.5) 0.344 

No 52(85.3) 9(14.7) 31(50.8) 30(49.2) 

Question 8. 

Mouthwash 

Yes 61(79.2) 16(20.8) 0.988 38(49.4) 39(50.6) 0.423 

No 91(79.1) 24(20.9) 50(43.5) 65(56.5) 

Question 9. 

Smoking status 

Current 23(82.1) 5(17.9) 0.243 21(75) 7(25) 0.001 

Never 98(76) 31(24) 48(37.2) 81(65.8) 

 Past 31(88.6) 4(11.4)  19(54.3) 16(45.7)  

Question 10. 

Drinking status 

Never 94(76.4) 29(23.6) 0.452 51(41.5) 72(58.5) 0.253 

1/1 week 28(84.9) 5(15.1) 17(51.5) 16(48.5) 

2/1 week 30(83.3) 6(16.7) 20(55.6) 16(44.4) 

PPD=pocket probing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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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CPI3 이상 및 CPI4 이상 보유군과 자가보고 설문지 

 

  

Figure 3. ROC curve for subjects with pocket 

of ≥ 4 mm probing depth using questionnaire 

 

Figure 4. ROC curve for subjects with pocket 

of ≥ 6 mm probing depth using questionnaire 

 

 

 
Table 10. AUC of model for subjects with pocket of ≥4 mm or ≥ 6 mm probing depth using 

questionnaire 

   Prevalence = 79.4%, 46.1% 

Predictor 

variables 
PPD 

AUC 

(range) 

Se 

(%) 

Sp 

(%) 

Se+Sp 

(%) 

PPV 

(%) 

NPV 

(%) 
LR+ 

Questionnaire 

≥ 4 mm 
0.73 

(0.65 – 0.81) 
77.8 57.1 134.9 83.7 25.0 5.1 

≥ 6 mm 
0.76 

(0.7 – 0.8) 
63.8 78.2 142.0 71.4 71.7 2.5 

PPD=probing pocket depth by CPI criteria; AUC=area of under the ROC curve; Se=sensitivity; 

Sp=specificity; PPV=positive predictive value; NPV=negative predictive value; LR=likelihood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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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CPI 와 타액 내 헤모글로빈 농도  

 

치주낭 보유자의 진단을 위한 취적의 절단점(cut-off point)를 찾는데 있어 ROC curve 

에서 민감도와 특이도의 합이 가장 큰 점의 타액 내 헤모글로빈값을 선택하였는데 먼

저 타액 내 헤모글로빈 농도로 CPI3 이상 보유자 예측모형을 살펴보면 절단값 0.37 

μg/㎖에서 AUROCs가 0.64, 민감도가 75%, 특이도 52.5%, 합이 127.5%로 최대치를 

보였다. 양성예측도는 85.7%, 음성예측도는 35.6%였다. 다음으로 CPI4 이상 보유자 

예측 모형을 살펴보면 절단값 1.17 μg/㎖에서 AUROCs가 0.7, 민감도 63.6%, 특이도 

71.2%, 합이 134.8%, 양성예측도는 65.1%, 음성예측도는 69.8%였다(Tab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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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CPI3 이상 및 CPI4 이상 보유군과 타액 내 헤모글로빈 

 

  

Figure 5. ROC curve for subjects with pocket 

of ≥ 4 mm probing depth using hemoglobin 

level 

 

 

Figure 6. ROC curve for subjects with pocket 

of ≥ 6 mm probing depth using hemoglobin 

level 

 

 

 

Table 11. AUC of model for subjects with pocket of ≥ 4 mm or ≥ 6 mm probing depth using 

hemoglobin level 

 

PPD=probing pocket depth by CPI criteria; AUC=area of under the ROC curve; Se=sensitivity; 

Sp=specificity; PPV=positive predictive value; NPV=negative predictive value; LR=likelihood ratio 

 

 

 

   Prevalence = 79.2%, 45.8% 

Predictor  

variables 
PPD 

AUC 

(range) 

Se 

(%) 

Sp 

(%) 

Se+Sp 

(%) 

PPV 

(%) 

NPV 

(%) 
LR+ 

Hb level 

≥ 4 mm 
0.64 

(0.54 – 0.67) 
75.0 52.5 127.5 85.7 35.6 6.0 

≥ 6 mm 
0.70 

(0.62 – 0.77) 
63.6 71.2 134.8 65.1 77.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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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CPI 와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 치주질환 자가 설문지 및 

연령 종합모형을 이용한 치주질환 자 선별 

 

CPI3 이상을 종속변수로 하고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 설문항목 1, 2, 4, 5 항목

과 연령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한 결과, AUROCs가 민감도 88%, 

특이도 5%, 합이 138%로 최대치를 나타낼 때 0.75를 보여주었으며, 양성예측도는 87%, 

음성예측도는 52.6%였다. CPI4 이상 보유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타액 내 헤모글로

빈 수치, 설문항목 1, 2, 4, 5, 9 항목과 연령을 독립변수로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

석을 시행한 결과 민감도 75.6%, 특이도 70.2%, 합이 145.8%일 때 AUROCs값이 0.78

을 나타내었으며, 양성예측도는 67.7%, 음성예측도는 77.4%였다(Tab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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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CPI3 이상 및 CPI4 이상과 설문지, 헤모글로빈 수치, 연령의 종합모형을 이용

한 치주질환 자 선별 

 

  

Figure 7. ROC curve for subjects with pocket 

of ≥ 4 mm probing depth using questionnaire, 

age and hemoglobin level 

 

 

Figure 8. ROC curve for subjects with pocket of 

≥ 6 mm probing depth using questionnaire, age 

and hemoglobin level 

 

 

 
Table 12. AUC of model for subjects with pocket of ≥ 4 mm or ≥ 6 mm probing depth using 

questionnaire, age and hemoglobin level 

 

   Prevalence = 79.2%, 45.8% 

Predictor  

variables 
PPD 

AUC 

(range) 

Se 

(%) 

Sp 

(%) 

Se+Sp 

(%) 

PPV 

(%) 

NPV 

(%) 
LR+ 

Questionnaire 

+ Hb level 

+ Age 

≥ 4 mm 
0.75 

(0.66 – 0.83) 
88.0 50.0 138 87.0 52.6 6.7 

≥ 6 mm 
0.78 

(0.71 – 0.85) 
75.6 70.2 145.8 67.7 77.4 2.1 

PPD=probing pocket depth by CPI criteria; AUC=area of under the ROC curve; Se=sensitivity; 

Sp=specificity; PPV=positive predictive value; NPV=negative predictive value; LR=likelihood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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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방사선 파노라마와 자가보고 설문지 및 타액 내 헤모글로빈 

 

3.9.1 자가 기입 설문지를 이용한 치주질환 자 선별의 타당도 

 

먼저 10개 문항과 방사선 파노라마와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카이 제곱 검정을 통해 

치주질환 보유여부와 통계적 관련성이 유의하게 나온 설문 항목 1, 4, 5를 선별하여

(Table 13)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결과를 통하여 자가 설문지를 이용한 치주질환 예

측모형을 살펴보면, 민감도 57.7%, 특이도 74.6%, 합이 129.3%로 최대치를 보일 때 

AUROCs가 0.68을 보였다. 양성예측도는 70.6%, 음성예측도는 58.9%였다(Table 14). 

 

3.9.2 타액 내 헤모글로빈을 이용한 치주질환 자 선별의 타당도 

 

치주질환 보유자의 진단을 위한 취적의 절단점(cut-off point)를 찾는데 있어 ROC 

curve 에서 민감도와 특이도의 합이 가장 큰 점의 타액 내 헤모글로빈 값을 선택하였

는데 타액 내 헤모글로빈 농도로 치주질환 보유자 예측모형을 살펴보면 절단값 0.51 

μg/㎖에서 민감도가 69.2%, 특이도 52.5%, 합이 121.7%로 최대치를 나타낼 때 

AUROCs가 0.63이였으며, 양성예측도는 64.9%, 음성예측도는 60.5%였다(Tabl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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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Responses to questions for periodontal disease screening among subjects with PD- and ≥ 

PD of radiographic parameters 

 

Question Response 

Radiography 

p-value 
PD- 

(Normal) 

≥ PD 

(Periodontitis) 

N (%) N (%) 

Question 1. 

Have gum disease 

Yes 57(40.71) 83(59.29) 0.019 

No 31(59.62) 21(40.38) 

Question 2. 

Teeth/gum health 

Excellent 15(51.72) 14(48.28) 0.490 

Very good 73(44.79) 90(55.21) 

Question 3. 

Had gum treatment 

Yes 79(44.38) 99(55.62) 0.150 

No 9(64.29) 5(35.71) 

Question 4. 

Loose teeth 

Yes 25(29.41) 60(70.59) <.001 

No 63(58.88) 44(41.12) 

Question 5. 

Lost bone 

Yes 35(37.23) 59(62.77) 0.019 

No 53(54.08) 45(45.92) 

Question 6. 

Symptoms 

Yes 65(46.10) 76(53.9) 0.902 

No 23(45.10) 28(54.90) 

Question 7. 

Floss use 

Yes 57(43.51) 74(56.49) 0.344 

No 31(50.82) 30(49.18) 

Question 8. 

Mouth wash 

Yes 35(45.45) 42(54.55) 0.931 

No 53(46.09) 62(53.91) 

Question 9. 

Smoking status 

Current 10(35.71) 18(64.29) 0.192 

Never 65(50.39) 64(49.61) 

 Past 13(37.14) 22(62.86)  

Question 10. 

Drinking status 

Never 58(47.15) 65(52.85) 0.186 

1/1 week 18(54.55) 15(45.45) 

2/1 week 12(33.33) 24(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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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방사선 파노라마와 자가 기입 설문지 및 타액 내 헤모글로빈 농도를 이용한 치

주질환 자 선별의 타당도 

 

 

  

Figure 9. ROC curve for subjects with pocket 

of ≥ PD radiographic depth using questionnaire 

 

Figure 10. ROC curve for subjects with pocket 

of ≥ PD radiographic depth using hemoglobin 

level 

 

 

 

 
Table 14. AUC of model for subjects with pocket of ≥ PD radiographic depth using questionnaire 

or hemoglobin level 

 

    

Predictor 

variables 
Radiography 

AUC 

(range) 

Se 

(%) 

Sp 

(%) 

Se+Sp 

(%) 

PPV 

(%) 

NPV 

(%) 
LR+ 

Questionnaire 

(Prevalence = 

54.2%) 
≥ PD 

0.68 

(0.6 – 0.75) 
57.7 74.6 129.3 70.6 58.9 2.4 

Hb level 

(Prevalence = 

45.8%) 
≥ PD 

0.63 

(0.55 – 0.71) 
69.2 52.5 124.9 64.9 60.5 1.9 

Radiography=measuring depth by radiography parameters; AUC=area of under the ROC curve; 

Se=sensitivity; Sp=specificity; PPV=positive predictive value; NPV=negative predictive value; 

LR=likelihood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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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방사선 파노라마와 치주질환 자가 설문지, 타액 내 

헤모글로빈 농도 및 연령의 종합모형을 이용한 치주질환 자 선별 

방사선 파노라마의 치주질환 보유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 

설문항목 1, 4, 5 항목과 연령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한 결과, 

민감도가 78.4%, 특이도 52.3%, 합이 130.7%로 최대치를 보였다. AUROCs는 0.72였

으며, 양성예측도는 68.42%, 음성예측도는 59.8%였다(Table 15). 

표18은 치주질환 자로 분류된 CPI3 이상과 CPI4 이상, 방사선 파노라마 판독별 각

각의 예측변수에 대해 포함된 변수들과 유의수준을 기록하였고, 민감도, 특이도, 

AUROCs값을 종합하였다. 예측변수 1은 자가 보고 설문지와 치주질환 자와 관련 있

었던 항목만을 이용하여 분석할 결과이고, 예측변수 2는 타액 내 헤모글로빈 농도만

을 이용하여 치주질환 자를 예측한 모형이다. 예측변수 3은 관련 있었던 자가 보고 

설문항목과 연령, 타액 내 헤모글로빈 농도를 혼합한 혼합 예측모형의 결과표이다

(Tabl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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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ROC curve for subjects with pocket of ≥ PD radiographic depth using questionnaire, 

age and hemoglobin level 

 

 

 

 
Table 15. AUC of model for subjects with pocket of ≥ PD radiographic depth using questionnaire, 

age and hemoglobin level 

 

   Prevalence = 54.2% 

Predictor 

variables 
Radiography 

AUC 

(range) 

Se 

(%) 

Sp 

(%) 

Se+Sp 

(%) 

PPV 

(%) 

NPV 

(%) 
LR+ 

Questionnaire 

+ Hb level 

+ Age 

≥ PD 
0.72 

 (0.65 – 0.79) 
78.4 52.3 130.7 68.4 59.8 6.7 

Radiography=measuring depth by radiography parameters; AUC=area of under the ROC curve; 

Se=sensitivity; Sp=specificity; PPV=positive predictive value; NPV=negative predictive value; 

LR=likelihood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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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Logistic Regression Models for the 2 Periodontitis Outcomes by predictive model 

*variable1, 2, 3=Model1, Model2, Model3: Model1=questionnaire, Model2=hemoglobin level in saliva, 

Model3=mixed predictive (including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questionnaire, Hb level and age): BL=Bone 

Loss level 

 
 

 

 

 

 

 

 

 

 

 

 CPI  Radiography 

 CPI3  CPI4  PD  

 
PPD≥4 mm 

p-

value 
PPD≥6 mm 

p-

value 
BL (≥PD) 

p-

value 

variable 1 2 3  1 2 3  1 2 3  

Have gum  

    disease 

X  X .002 X  X <.001 X  X .019 

Teeth/gum  

health 

X  X .016 X  X .009     

Had gum 

 treatment 

            

Loose teeth X  X .016 X  X .004 X  X <.001 

Lost bone X  X .001 X  X .004 X  X .019 

Symptoms             

Floss use             

Mouth wash             

Smoking status     X  X .001     

Drinking status             

Age groups   X    X    X  

Hemoglobin  X X   X X .0001  X X <.001 

Prevalence 79.4 79.2 79.2  46.1 45.8 45.8  54.2 45.8 54.2  

Sensitivity 77.8 75.0 88.0  63.8 63.6 75.6  57.7 69.2 78.4  

Specificity 57.1 52.5 50.0  78.2 71.2 70.2  74.6 52.5 52.3  

ROC 0.73 0.64 0.75  0.76 0.70 0.78  0.68 0.63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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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새로운 검사법의 개발은 기존의 전통적인 검사법에 비해 통계적으로 임상적으로 그 

효능이 입증 되어야 하며 여러모로 더 효율적인 면모를 가져야 채택 될 수 있는 자격

이 주어진다. 치주질환을 선별하는 검사법 또한 기존의 것을 대체하기에 충분한 조건

을 갖추어야 한다. 전통적 치주질환을 선별하는 검사법인 CPI 측정법은 치주질환 역

학조사와 선별검사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침습적인 방법이다. 이는 서로 다른 범주의 

질병의 징후와 증상을 혼합한 지표이며 치주질환의 활성도를 반영하기 보다는 치주질

환으로 인한 파괴의 흔적인 치주낭의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방사선 사진 촬영 

또한 구강 내의 질병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상에서 흔히 채택되고 있는 평가 

도구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이는 대규모 역학조사에서는 사용이 어려우며 이 또한 

치조골 소실의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질병의 상태를 스크리닝 할 뿐이지 질병을 예측

하거나 그 활성도를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치주질환을 예측하고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선별 검사법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

환으로 자가보고 설문지와 타액 내의 염증 반응에 의해 생성된 물질을 탐지하여 치주

질환 선별법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려 하였다. 

 첫 번째로 미국의 질병관리 본부에서 채택된 8개의 자가보고 설문지를 이용하여 치

주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흡연과 음주습관에 관한 항목을 추가한 후 치

주질환과의 관련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 자가보고 설문을 이용한 치주질환 

선별 모형으로 CPI3 이상과 높은 관련성을 보인 4개의 항목이 있었으며, 이는 치주질

환의 자각 여부와 잇몸 건강 정도, 치아 동요도, 치조골 소실 정도와 관련된 문항이

었다. CPI4 이상과 높은 상관성을 보인 항목은 치주질환의 자각 여부와 잇몸 건강 정

도, 치아 동요도, 치조골 소실 정도와 흡연습관에 관한 항목 5가지로 CPI3 이상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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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할 수 있었던 문항과 유사한 성향을 보였다. 2005년에 보고된 자가보고설문지의 타

당도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는 심각한 치주질환과 관련성이 높았던 자각 

증상에 대한 설문항목과 치아 동요도, 치조골 소실에 대한 문항이 높은 민감도와 특

이도를 보이며 치주질환을 선별하는 문항으로서 높은 설명력을 보여줌을 보고한바 있

다(Blicher, Joshipura et al. 2005). 따라서 선행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치

주질환을 예측하는 문항 중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었던 항목이 서로 일치함을 볼 수 

있었다. CPI3 이상 또는 CPI4 이상과 높은 상관성을 보인 설문항목을 이용한 치주질

환예측 선별검사법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 후 ROC분

석을 하였다. CPI3 이상에서는 유병률 79.4%에서 민감도 77.8%, 특이도 57.1%, 민감

도와 특이도의 합이 134.9%로 최대가 되었을 때 ROC의 AUC면적이 0.73을 보였다. 

또한 CPI4 이상에서는 유병률 46.1%일 때 민감도와 특이도의 값이 각각 63.8%와 78.2%

를 보였으며 민감도와 특이도의 합이 142%일때 ROC의 AUC면적이 0.76으로 높은 타

당도를 보여주었다. 치주질환을 보고하는 자가설문지의 사용이 CPI3 이상일 때보다 

고 위험군인 CPI4 이상을 선별하는데 있어 높은 예측력을 보여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주관적 설문 문항과 인구학적 특성을 혼합한 모형으로 치주조직 지수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중등도 및 고도의 치주염을 예측

하는 설문항목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 몇 가지의 설문항목

만으로도 중등도의 예측력을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치주 자가보고 설문항목이 

고도의 치주염 환자를 예측함에 있어 중등도의 치주염 환자를 예측하는 진단 예측력

이 같거나 조금 더 높은 예측력을 보인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주었다(Eke, 

Dye et al. 2013). 그러나 ROC 0.9 이상을 보여주었던 다른 선행 연구의 결과보다 조금 

낮은 진단 예측력을 보인 것은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카이 검정을 이용하여 CPI

와 높은 상관성을 보인 4개 또는 5개의 항목들을 선정하여 조사하였고, 선행 연구에

서는 치주조직을 측정하는 Gold standard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CPI 측정법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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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 (Clinical attachment loss: the probing depth and the distance from the gingival margin to the 

CEJ) 또는 CDC-AAP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American Academy of 

Periodontology)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의 근거한 바, 과거의 치주질환의 흔적까지 측

정하였던 선행연구의 방법에 비해 낮은 타당도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된다(Eke and Dye 

2009). 그러나 0.7 이상의 ROC를 보인 본 연구도 유용하게 사용할 만한 타당도를 보

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사선 파노라마 판독 결과를 Gold Standard로 

하여 치주 설문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방사선 파노라마 판독은 일반적으로 치과에 

내원 시에 치아 전체를 한번에 스크리닝 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

나 방사선 촬영은 치아와 치주의 상태를 한눈에 스크리닝 할 뿐이지 치주질환이나 치

아질병의 활성도와 염증 상태를 평가하기에는 부적합한 도구이다. 또한 방사선 촬영

이 힘든 임산부나 장애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골 소실 정도를 파악하여 치주질환 경험의 유무를 평가하는 방사선 파노라

마 판독 결과를 새로운 진단 법과 비교하여 진단 예측력의 타당도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카이 제곱 검증을 통해 방사선 사진 판독 지수와 유의한 상

관성을 보인 항목, 치주 자각 여부, 치아 동요도, 그리고 치조골 소실과 관련된 3가

지의 문항이 채택되었는데, 이 문항들은 CPI 지수의 CPI3 이상을 예측하였던 문항들

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방사선 사진을 분석하여 치조골 소실 량을 측정하여 치주

질환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려 하였던 연구가 있었다(Rathnayake, Akerman et al. 2013).선

행된 이 연구에서는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여 치조골 소실을 측정하였고 정의 내려진 

분류법에 따라 각 군과 치주낭 깊이와의 상관성을 보았다. 상관성 분석에서 치주낭 

깊이 4-5 mm와 PD군과, 5 mm 이상과 PD+군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p<0.001). 본 연구도 선행연구의 분류법에 따라 PD-를 치주질환 없음, PD와 PD+를 

치주질환 있음으로 하여 치주 자가보고 설문항목의 예측력을 평가하였다. PD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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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군과 앞서 카이 제곱 분석을 통해 상관성을 보인 3개의 자가보고 설문지와 타액 

내 헤모글로빈 농도를 로지스틱 회귀 분석 한 후 ROC 분석을 시행하여 각각 0.68과 

0.63의 AUROCs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치주질환의 활성도나 예측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치주 설문이나 타액 내 생체지표와 달리 파노라마 분석은 치주질환의 흔

적이나 경험의 유무를 치조골 소실이라는 측정 수치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CPI와 비교

한 결과치 보다 조금 낮은 타당도의 값을 보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한 명의 검

사자가 파노라마 분석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신뢰도의 문제가 검증되지 않은 이유의 

결과일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타액 내 다양한 생체지표 중에서도 헤모글로빈 수치를 사용하

여 치주질환 유병상태를 예측하고자 그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CPI3 이상 보유자 예측

모형에서는 유병율 79.2%, 절단값 0.37 μg/㎖에서 민감도가 75%, 특이도 52.5%, 합이 

127.5%로 최대치를 보였으며, AUROCs의 면적이 0.64의 예측력을 보였다. CPI4 이상

의 보유자에서는 유병율 45.8%, 절단값 1.17 μg/㎖에서 민감도 63.6%, 특이도 71.2%, 

합이 134.8%를 나타내었으며 AUROCs의 면적이 0.7로 CPI3 이상 보유자보다 조금 더 

높은 선별력을 보였다. 또한 방사선 파노라마 판독한 결과를 비교한 모형에서도 

AUROCs 0.63, 민감도 특이도가 69.2%, 52.5%를 보임으로써 CPI와 비교한 결과 치와 

유사함을 보였다. 그러나 타액 내 헤모글로빈의 진단 도구로써의 타당도에 대한 결과

는 자가보고 설문지와 CPI 지수를 이용한 선별검사의 예측모형에 비해 조금 낮은 타

당도를 보였다. 타액 내 헤모글로빈을 이용하여 치주질환을 스크리닝 하였던 Nomura

등(2012)에 의한 선행연구에서도 타액 내 헤모글로빈수치와 CPI 지수와의 큰 상관성

을 찾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연령, 잔존치아 수 등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정하여 분석

한 결과에서는, 타액 내 헤모글로빈을 이용한 치주선별검사로서의 예측력이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민감도가 0.66-0.83, 특이도가 0.6-0.77, 그리고 

AUROCs가 0.64-0.87로 더 높은 선별력을 보여주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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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ura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만성 치주질환 자의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가 다른 정상인에 비해 예상외로 더 낮은 농도 값을 보임을 확인

한 Anand등의 선행연구(Anand, Sagar et al. 2013)의 가설을 인정한다면 아마도 예상 가

능한 결과였을 것이다. 적혈구와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정상군에 비해 낮은 농도와 수

를 보임을 보고한 Loss의 연구를 바탕으로(Loos 2005), 그 원인을 규명하려 한 이 연구

에서는, 치주질환 자의 타액 내 헤모글로빈 농도가 정상인에 비해 감소된 이유에 대

해 치주질환 자의 치은 출혈에 의한 치주 조직의 혈액 감소가 헤모글로빈 또는 적혈

구의 감소를 야기시켰으며, 결국엔 염증을 동반한 치주질환 자의 헤모글로빈 농도의 

감소가 산소운반 능력을 저하시킴으로써, 혈액 내 헤모글로빈 농도가 감소 되는 현상

의 결과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치주질환과 혈액 내의 헤모글로빈 농도라는 변수에 영

향을 미치는 다른 인자 중에 하나로 흡연을 언급하였다. 이미 많은 선행 논문에서 흡

연이 치주질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 중에 하나임이 보고되었다(Grossi, Genco 

et al. 1995). 흡연 유무에 따라 만성 치주질환 자 중 흡연을 한 그룹과 흡연을 하지 않

은 그룹간의 타액 내 헤모글로빈 농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어짐으로써

(p=0.006) 흡연 행태에 따른 치주질환 자의 위험요인이 타액 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됨을 확인하였다(Jain, Das et al. 2013). 타액 내 헤모글로빈을 이용한 검사는 

전통적인 치주검사법 중에서 치은 출혈과 관련성이 높다. 그러므로 치주낭 측정이나 

방사선 사진 상의 골 소실과 같은 단일 요인만을 이용한 임상지표와 직접적 비교 시

에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의약학 분야에서는 자가보고와 객관적 지표를 혼합하여 전신질환

을 스크리닝 하는 방법의 타당성이 검증되고 있다. 건강 습관을 자가보고 하여 치주

질환과도 큰 연관성을 보이는 심혈관 질환과 암을 스크리닝 하는 방법의 정확성에 대

해 보고한 논문에서는 심혈관 질환과 암을 예측하는 도구로써 인구학적 특성과 행동 

습관 등을 자가 보고한 주관적 지표를 혼합한 혼합 예측 모형에서 자가보고 설문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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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성을 확인하였다(Newell, Girgis et al. 1999). 또한 Nelson등은 2001년 행동위험 요인 

감시 시스템의 일환으로 미국 국민의 당뇨 스크리닝을 실시하였고, 이 조사에서 자가

보고 설문지와 인구학적 특성을 혼합한 예측모형 분석 결과, 민감도 67%-80%, 특이도 

98%-99%의 높은 타당도를 보여주어 혼합 자가 보고 설문지의 편리함과 선별검사로서

의 타당성을 보고한 바 있다. 고혈압을 스크리닝 하는 자가 보고 설문지의 타당도 평

가 연구에서도(Tormo, Navarro et al. 2000) 민감도 63.5%, 특이도 91.4%로 인구학적 특성

과 자가 보고 설문지의 혼합하였을 시 고혈압 환자를 스크리닝 함에 있어 높은 민감

도와 타당도를 보임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혼합 예측모델은, 인구학적 특성을 혼합하

였을 시에 선별검사법으로의 예측력이 높아짐을 확인하였고, 대규모 역학조사 시 치

주질환을 포함한 만성 전신 질환을 조기에 탐지하고 예방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객관적 지표인 인구학적 특성을 혼합한 자가 보고식 설문지의 효능은 행

동 위험 요인 감시시스템의 기반으로 공중의 안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부터 그 해결

책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써 부각되고 있다. 

주관적 자가보고와 인구학적 특성을 혼합한 혼합예측모델의 예측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지표인 치주 자가보고 설문항목과 객관적 지표인 연령이

라는 인구학적 특성과 타액 내 생체지표인 헤모글로빈을 혼합하여 예측력을 높여보려

는 시도를 해보았다. 선행된 본 연구에 의해 치주 자가보고설문지와 헤모글로빈이 선

별 예측 검사법으로의 유용함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헤모글로빈 농도라는 객관

적인 지표와 자가보고설문지라는 주관적인 지표를 혼합한 혼합예측모형을 평가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인구학적 특성만을 객관적 지표로 예측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타액 

내 헤모글로빈 농도 측정이라는 측정 수치를 객관적 지표로 제시하여 혼합 예측하였

다. 먼저 CPI 지수와 관련성을 보여주었던 항목, CPI3 이상은 치주질환의 자각 여부

와 잇몸 건강 정도, 치아 동요도, 치조골 소실 정도를, CP4 이상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내었던 치주질환의 자각 여부와 잇몸 건강 정도, 치아 동요도, 치조골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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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와 흡연 여부를 포함하여 인구학적인 특성인 연령과 헤모글로빈 농도를 혼합하였

다. CPI3 이상의 혼합 예측모형에서는 AUROCs가 0.75, 민감도 특이도가 88%와 50%

를 보였으며, CPI4 이상의 혼합 예측모형에서는 AUROCs가 0.78로, 75.6%의 민감도

와 70.2%의 특이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방사선 파노라마 분석 결과와 관련성이 있음

이 확인된 3가지의 항목, 치주질환의 자각 여부와 치아 동요도, 치조골 소실 정도에 

연령과 헤모글로빈 농도를 혼합한 예측모형에서는 AUROCs가 0.72, 민감도 7.4%, 특

이도 52.3%를 나타내었다. 단일요인으로서 헤모글로빈의 농도는 객관적인 평가방법임

에도 그 임상적 유용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관적 평가방법인 치주질환 

설문과 함께 했을 시에 타당성을 높여주는 요인이 되었고 이와 더 불어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인구학적 요인(연령)을 포함하여 예측모형을 분석하였을 시에 더 높은 타당

도를 보여주었다.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혼합한 이 결과는 단일 자가보고설문

지 또는 헤모글로빈 농도의 한가지 요인으로 치주질환을 예측한 것에 비해 좀 더 높

은 타당도를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의약학 분야를 비롯한 치의 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주관적 정보와 인구학적 특성 및 측정된 객관적 정보를 혼합한 예측모형을 예

측도구로써 사용하려는 선행연구가 있었다. Kim등의 연구에서는 삶의 질 평가에 높

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저작기능을 자기보고식 설문을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저

작기능평가를 설문문항을 이용한 주관적 방법과 직접 물질을 씹어 평가하는 객관적 

방법을 혼합하여 혼합 예측모델을 구성하여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대상자들이 자가 

보고한 음식 30개의 음식 중 5개의 Key foods와 측정된 저작 능력을 혼합하여 저작 

기능을 평가함에 있어 진단 타당도를 높일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p<0.01)(Kim, Jeong 

et al. 2009). 또한, Pincus등의 연구에서는 류머티즘 관절염 질병을 스크리닝 하는 방

법으로 객관적 측정 방법인 신체검사와 방사선 사진 및 혈액 검사 등을 주관적 자가 

보고 설문지와 인구학적 특성을 혼합하여 새로운 검사법의 타당도가 검증되었고

(Pincus, Callahan et al. 1989), 류머티즘 관절염을 진단하는 많은 방법들과 유사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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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줌으로써 지역사회의 류머티즘 관절염을 간편하고 효과적인 비용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진단 도구가 개발되어, 현재까지도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의 혼합된 

예측모델이 국가 단위 대규모 역학조사에서 사용 중에 있다. 

Swets에 의한 예측변수들의 예측 타당도를 평가하는 지침에서는 AUROCs가 0.71-

0.89일 때 중등도의 타당도를, ≥0.9일 때 고도 이상의 예측력을 보이는 도구로 선별

할 수 있다 하였다. 또한 Nelson에 의해 제안된 민감도와 특이도의 가이드 라인에서

는 민감도와 특이도의 값이 60%에서 79%, ≥80% (Sen.+Spe.≥130)를 보이면 중등도와 

고도의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임을 설명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Nelson, Holtzman 

et al. 2001). 이를 근거로 치주 자가보고 설문지 및 타액 내 헤모글로빈을 이용한 본 

연구의 AUROCs는 CPI3 이상과 CPI4 이상 및 방사선 분석 결과 PD와 PD+이상 군에

서 0.64-0.76의 예측력을, 이를 모두 합한 혼합 예측 모형에서는 0.72-0.78의 

AUROCs를 나타냄으로써 중등도의 예측력을 확인하다. 민감도와 특이도의 그 합 또

한, 방사선 판독 결과 PD 이상 군을 제외하곤, 134%-145.8%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

여주었다. 인구학적 특성과 다양한 변수의 상호작용으로 영향을 미치는 치주질환의 

특성을 종합하여보면 단일 요인만을, 또는 객관적과 주관적 지표를 혼합한 예측변수

를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중등도 이상의 비교적 높은 타당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치주질환 자를 스크리닝 함에 있어 치주 자가보고설문지와 타액 내 

바이오 생체지표인 헤모글로빈을 분석하여 확인하여 보았고,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혼합한 혼합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보았다. 그 결과 단일 요인으로 치주질환을 선별하는 방법보다는 인구학적 

특성을 혼합하였을 때가 더 높은 예측력을 보였으며, 인구학적 특성에 객관적 지표를 

혼합하였을 때 그 예측력이 더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일반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치주질환을 겪은 경험이 있었거나, 혹은 치주질환에 이환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선행 연구에 비해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그러나 전 



47 

 

세계의 30세 이상의 성인의 90%가 치은염 및 치주질환에 이환된 경험이 있다는 

발표에 근거하여 본다면, 본 연구의 결과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결과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치주질환을 진단하는 새로운 도구의 개발은 비 침습적인 방법으로 

침습적인 방법을 대체 할 수 있어야 하며, 비용절감을 위해 훈련된 비 치과 

전문인력의 시행과 값싼 분석 비용과 함께 국가 단위 사업에서 항상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던 전문 인력 고용에 대한 비용 상승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검사법에 비해 짧은 시간 시행 가능하여야 하며 기구의 사용 후에 생기는 균혈증 

등의 위험성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10가지 내외의 간단한 설문 조사와 타액 

수집을 바탕으로 시행되는 치주설문과 타액 내 생체지표를 이용한 분석 방법은 

기존의 것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장점과 효용성이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새로운 검사법의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나, 

새로운 검사법들이 더 나아가 대규모 역학조사에서 사용되어 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대규모 역학조사를 대체할 만큼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더 많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며, Gold standard로 역학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타당성이 의심되고 있는 시스템인 CPI 측정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 해석에 

있어 과대 혹은 과소 평가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이다. CPI는 한 사람 내에서 대표 

치아 몇 개만을 대상으로 검사한 최대 점수를 집단의 치주질환 상태를 대표로 

나타내며, 그 자체의 한계적 특성 때문에 개개인을 대상으로는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하여 다음 연구에서는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용되어 지고 있는 기구를 

이용한 새로운 치주 검사법들과 비교하여 그 예측 타당도를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주질환을 선별함에 있어 새로운 

검사법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질병 활성상태를 반영한 검사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비 침습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침습적인 CPI를 대체 가능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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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다. 또한 개발된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치주낭을 보유한 치주질환 자의 

고위험군 선별을 위하여 자가보고 설문지와 타액 내 헤모글로빈 수준 및 연령을 

이용하는 방법은 CPI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유용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이용한 혼합 예측모형으로 전신 질환을 스크리닝 

하였던 선행연구들과 같이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음에 향후 예측력이 높은 스크리닝 

방법으로의 자리매김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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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대규모 역학조사에서 치주질환에 이환된 고위험군을 탐지 함에 

있어 주관적인 치주질환 자가보고 설문지와 활성도를 나타내는 타액 내 헤모글로빈의 

농도 및 이 두 가지 검사법과 인구학적 위험요인인 연령을 포함하여 종합 분석한 방

법이 지역사회 치주지수(CPI)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존의 임상적 평가 방법인 

치주낭 깊이와 방사선 파노라마분석과 비교하여 새로운 진단도구로써의 타당성을 평

가하여 보았다. 그 결과, 

 

1. 선별된 치주 자가보고 설문항목을 이용하여 CPI3(치주낭≥4 mm) 이상과 

CPI4(치주낭≥6 mm) 이상을 예측하여 본 결과,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었던 설문문항

(1, 2, 4, 5)을 이용하여 CPI3 이상을 예측함에 있어서는 연구 대상자의 유병율 79.4%

에서 77.8%의 민감도와 57.1%의 특이도를 보이며 AUROCs의 값이 0.73을 나타냈다. 

CPI4 이상과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었던 설문문항(1, 2, 4, 5, 9)을 이용하여 예측하

여 본 결과, 연구대상자의 유병률 46.1%에서 AUROCs의 값이 0.76을 나타냈으며, 이

때 민감도는 63.8%, 특이도는 78.2%를 보였다. 또한 치주 자가보고 설문항목(설문 1 

4, 5)과 방사선 판독 결과를 이용하여 치주질환 보유군(PD, PD+)을 예측한 결과의 모

형 AUROCs는 0.69, 민감도와 특이도가 57.7%와 74.6%를 나타내었다. 이로써 치주 

자가보고 설문항목을 이용하여 치주질환 자를 선별함에 중등도의 예측력을 보임을 확

인하였으며, 특히 CPI4 이상의 고위험군을 선별함에 있어 좀 더 높은 예측력을 보였

다. 

 

2. 타액 내 헤모글로빈 농도를 이용하여 치주질환 자를 선별함에 유용한 도구인지

를 살펴본 결과, CPI3 이상을 예측함에 있어 AUROCs가 0.64를 보였으며, 절단값 

0.75 μg/㎖ 에서 민감도 75%, 특이도 52.5 %를 보여주었다. CPI4 이상을 예측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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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AUROCs는 0.7이었고 절단값 1.17 μg/㎖ 에서 민감도 63.6%, 특이도 71.2%를 

나타냈다. 방사선 판독 결과를 이용하여 치주질환 보유군(PD, PD+)을 예측하여 본 결

과의 AUROCs는 0.68, 민감도와 특이도는 57.7%, 74.6%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타액 

내 헤모글로빈 농도를 이용하여 치주질환 자를 예측한 모형의 AUROCs의 값이 0.64-

0.7의 중등도의 예측력을 보임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고위험군을 선별함에 좀 더 높

은 예측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3.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던 주관적 지표인 자가보고 설문 문항과 타액 내 헤모글로빈

과 연령의 객관적 지표를 종합한 혼합 예측 모형을 이용하여 CPI3 이상을 예측한 결

과 모형의 AUROCs는 0.75이었고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88%, 50%를 나타내었다. 

또한 혼합 예측모델을 이용하여 CPI4 이상을 예측하여 본 결과, AUROCs가 0.78, 민

감도 특이도가 75.6%, 70.2%를 보였다. 또한 혼합 예측 모형을 이용하여 방사선 판독 

결과의 치주질환 보유군(PD, PD+)을 예측하여 본 결과는 AUROCs가 0.72, 민감도 

78.4%, 특이도 52.3%를 보여줌으로써 혼합 예측 모델을 이용하여 치주낭 보유군을 선

별함에 있어 단일 요일 분석 시보다 높은 타당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주관적 지표인 치주 자가보고 설문문항과 객관적 지표인 연

령과 타액 내 헤모글로빈을 종합한 혼합 예측 모델을 이용하여 치주질환 자를 선별함

에 있어 높은 타당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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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lidation of the use of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salivary hemoglobin level for screening periodontitis 

 

You Jin Maeng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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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have recently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reports claiming that the periodontal 

disease, the most typical oral disease, is closely associated with various systemic diseases 

such as cardiovascular disease.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explore the methods that can 

ensure effective and cost-effective monitoring of periodontal disease in specific 

population groups, as well as individuals. However, traditional periodontal examination 

methods, such as periodontal probe, are considerably demanding and time-consuming for 

dental specialists, and furthermore, cause the risk of bacteremia as they are invasive 

procedures. Thu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capability of new method 

for screening the periodontal disease by using the combined model incorporating the 

salivary hemoglobin level test which is the non-invasive procedure, age which is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objective indicator, and self-reported questionnaires on 

periodontal diseases which is the subjective indicator in order to identify the method 

substituting the conventional community periodontal index (CPI) measuremen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04 adult men and women (mean age: 49.5±29.5) who 

visited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and Seoul, Korea, for about 5 months 

from November, 2013. With the subjects, CPI measurement, oral examination, panor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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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graphy, self-reported questionnaire, and saliva collection were performed. In 

addition,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in relation to the items that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CPI index and each indicator. The AUC (area 

under the curve) was calculated through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evaluation.  

 
1. The prediction for the group with over CPI3 (periodontal pocket ≥4 mm) was made 

based on self-reported questionnaires: having periodontal disease (questionnaire 1), gum 

health (questionnaire 2), tooth mobility (questionnaire 4), and lost bone (questionnaire 5). 

The validation datasets showed the AUC of 0.73(95% C.I. 0.65-0.81) for the model with 

the sensitivity of 77.8% and specificity of 57.1% in subjects (prevalence of 79.4%).  

 
2. The prediction for the group with CPI4 (periodontal pocket ≥6 mm) was made based 

on self-reported questionnaires: having gum disease (questionnaire 1), gum health 

(questionnaire 2), tooth mobility (questionnaire 4), lost bone (questionnaire 5), and 

smoking (questionnaire 9). The results showed the AUC of 0.76(95% C.I. 0.7-0.8) for the 

model which was found useful for screening the group with over CPI4 (severe 

periodontal pocket probing).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were 63.8% and 78.2%, 

respectively, in subjects (prevalence of 46.1%).  

 
3. The prediction for the group with over CPI3 (periodontal pocket ≥4 mm) was made 

based on salivary hemoglobin level. The results showed the AUC of 0.64(95% C.I., 0.54-

0.73) for the model with sensitivity of 75% and specificity of 52.5 % in cut-off value of 

0.75 μg/㎖.  

4. The prediction for the group with over CPI4 (periodontal pocket probing≥6 mm) 

was made based on salivary hemoglobin level. The results showed the AUC of 0.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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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0.62-0.77) for the model with sensitivity of 63.6% and specificity of 71.2% in cut-

off value of 1.17 μg/㎖ 

5. The prediction for the group with over CPI3 (periodontal pocket ≥4 mm) was made 

based on salivary hemoglobin level, questionnaires (1, 2, 4, 5), and age. The results 

showed the AUC of 0.75(95% C.I., 0.66-0.83) for the combined predictive model with 

the optimal cut-off value of 0.74 μg/㎖, sensitivity of 88% and specificity of 50% which 

proved that the model was useful for screening the group with over CPI3 (periodontal 

pocket probing≥4 mm).  

 
6. The prediction for the group with over CPI4 was made based on salivary 

hemoglobin level, questionnaires (1, 2, 4, 5, 9), and age. The results showed the AUC of 

0.78(95% C.I., 0.71-0.85) for the combined predictive model with the optimal cut-off 

value of 0.46 μg/㎖, sensitivity of 75.6% and specificity of 70.2% which proved that the 

model was useful for screening the group with over CPI4(serious periodontal pocket 

probing). 

 
7. The prediction for the group (PD, PD+) with periodontal disease detected by 

panoramic radiograph was made based on self-reported questionnaires: having 

periodontal disease (questionnaire 1), tooth mobility (questionnaire 4), and lost bone 

(questionnaire 5). The results showed the AUC of 0.68(95% C.I., 0.60-0.75) for the 

model with the sensitivity of 57.7% and specificity of 74.6% in patients who had the 

prevalence of 54.2%.  

 
8. The prediction for the group (PD, PD+) with periodontal disease detected by 

panoramic radiograph was made based on salivary hemoglobin level. The results sh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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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C of 0.63(95% C.I., 0.55-0.71) for the model with the sensitivity of 69.2% and 

specificity of 52.5%.  

 
9. The prediction for the group (PD, PD+) with periodontal disease detected by 

panoramic radiograph was made based on salivary hemoglobin level, questionnaire (1, 4, 

5), and age. The results showed the AUC of 0.72(95% C.I., 0.65-0.79) for the combined 

predictive model with sensitivity of 78.4% and specificity of 52.3% in patients who had 

the prevalence of 54.2%.  

 
This study examined the diagnostic value of salivary hemoglobin level indicative of the 

activity of periodontal disease and self-reported questionnaires for screening the high-risk 

groups for periodontal disease primarily based on CPI (Community periodontal index) 

and panoramic radiography, the conventional test methods, instead of the existing clinical 

tests for the diagnosis of periodontal disease. A new criteria for comprehensively 

screening the periodontal disease was presented which included the ag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 a factor influencing the prevalence of periodontal disease. The 

combined predictive model which defined the self-reported questionnaires, salivary 

hemoglobin level, and age as independent variables exhibited higher diagnostic validity 

compared to the model that involved the analysis of self-reported questionnaire or 

salivary hemoglobin level alone. Based on aforesaid results, the combined predictive 

model that incorporates the age, subjective self-reported questionnaire, and salivary 

hemoglobin level representing objective test scores increased the capability of test for 

screening the periodontal disease.  

 

Key words: community periodontal index (CPI), hemoglobin, validity, self-report- 

 questionnaire, screening, periodontal disease, radiograph, combined predictive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