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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본 연구는 1997년 1월~2002년 7월의 기간동안 일개 종합병원에서 구 

순,구개열로 진단 받고 교정 시술을 받은 환아의 부모 453명을 대상으로 설 

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총 설문응답자는 107명이었고, 환아 부모가 생각하는 

구순,구개열의 원인 인식과 가족력이 있는 대상자 14명(13.6%)의 가계도 

(Pedigree)를 조사하였다. 부의 흡연과 구순,구개열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설문응답자 중 89명의 환자군과 국민건강관리공단 청구 자료에서 추출한 

2658명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환자-대조군 연구를 시행하였다. 모의 흡연과 

의 관련성을 위해, 문헌 고찰을 통한 메타 분석으로 비차비(Overall effect)를 

알아 보았다. 또한, 문헌 고찰을 통하여 구순,구개열의 환경적 및 유전적 관련 

요인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순,구개열 환아의 부모 설문을 통한, 부모가 생각하는 이 질환의 원인

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임신 전이나 임신중의 양약 복용’, 그 다음이 ‘부의 

흡연’ 이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 구순,구개열의 가족력은 13.1%(14명)이었다. 또한, 가족력

의 유무와 환아 부모의 구순,구개열 원인 인식에 대한 비교에서는 가족력이 

있거나 없는 경우 모두 ‘임신 전이나 임신 중의 양약 복용’ 항목을 1순위로 

생각하였고, 2, 3순위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부모의 유전적 요인’, 가족력이 

없는 경우는 환경적인 요인인 ‘부모의 흡연’으로 나타났다. 

 

 환아의 부가 흡연하는 경우가 흡연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구순,구개열의 

환아를 가질 확률이 2.3배(환아 나이:1~4세, 95% 신뢰구간: 1.2-4.6)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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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흡연과 구순,구개열과의 메타 분석에서 모의 흡연시 구순 및 구개

열(CL/P:Cleft lip with/without palate)의 발생 확률은 1.35배(95% 신뢰구

간:1.26-1.44, p-value<0.00001), 독립적 구개열(CP:Celft palate only)의 발

생 확률은 1.29배(95% 신뢰구간: 1.13-1.48, p-value=0.00018) 높았다. 이 

밖에 구순,구개열의 환경적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로는 모의 알코올 섭취, 직

업적 위험 요인 노출, 화학적 위험 지역 노출, 약물 복용, 복합 비타민의 섭취 

부족 등의 위험 요인들이 연구되어지고 있다. 

 

         구순,구개열의 유전적 관련성이 있는 염색체를 위치별로 보면, 1번 염색

체는 SKI, MTHFR와 TGFB2,  2번 염색체는 TGFA, 4번 염색체는 MSX1, 6

번 염색체는 MSX1, 11번 염색체는 PVRL1, 14번 염색체는 TGFB3, 15번 염

색체는 GABRB3, 17번 염색체는 RARA, 19번 염색체는 BCL3 등이었다. 

  

위의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부모의 흡연, 알코올 섭취, 화학적 위험 

노출, 복합 비타민 섭취등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우리나라 인구 대상의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구순,구개열의 가족력이 13.1%로 나타난 것을 감안

하면 유전적 요인을 간과할 수 없으며 특히, 앞으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

인 상호 작용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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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21세기를 전후하여 의학의 놀라운 발달에도 불구하고 선천성 기형이 

미치는 폐해는 높은 사망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장애의 흔한 원인이 되며 

경제적 손실, 심리적 불안과 가족 내 스트레스 및 사회적 부적응 등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다. 

선천성 기형의 하나인 구순,구개열은 태아 발달시 일어나는 얼굴의 기 

형으로 전세계적으로 머리와 목의 선천성 기형중 가장 흔한 기형이다(Owens 

et al,1985). 한국에서의 구순,구개열의 발생률은 1000명당 1.16~1.77명 정 

도로 보고되고 있으며(Kim et al,1996; Min et al,1996; Shin et al,1985; Kim  

et al,1982), 최근 1993년~1995년의 전국적 단위의 연구에서는 신생아 1000 

명당 1.81명으로 554명당 1명꼴로 조사되었다(Kim et al,2002) . 

구순,구개열의 원인으로 유전적인 것과 환경적인 영향으로 보고되고 

있다. 환경적인 원인에 대한 연구로는 엄마의 임신전이나 임신중의 흡연이나 

알코올 섭취, 약물 복용, 복합 비타민의 섭취 부족, 직업적 위험 요인 노출, 화 

학적 위험 지역 노출 등의 위험 요인들이 연구 되어지고 있다(Leite et al, 

2002). 또한 미국의 케빈 박사팀의 보고에 의하면 선천성 구순열 및 구개열 

어린이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흡연 여성이 비흡연 여성에 비해 구순, 구개열 

자녀를 낳을 위험성이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환자의 아버지가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는 2.6배 높다고 보고했다. 또한 임산부의 음주나 

감기약 등의 약물 복용의 경우는 각각 2배로 높게 나타났다(국민일보,2001).  

유전적 요인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Mazaheri(1958)에 의하면 구순열 혹 

은 구개열을 가진 신생아는 같은 기형을 가진 가족이 많았고, Fogh-

Andersen(1967)은 구순열은 27%, 구개열은 17%, 구순 구개열은 41%가 가 

족력이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구로 Kim et al.(2002)은 구순, 구개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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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력이 7%정도였고, 이것은 다른 선천성 기형의 경우에 비해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인디언 다음으로 아시안 나라들에서 더 높은 발 

생률을 보이는데 일본은 1000명당 1.65명, 중국은 1000명당 1.2명으로 나 

타났고(Vanderas,1987), 한국에서의 발생률이 1000명당 1.86 명으로 아시안 

나라들 중에서도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에서의 구순,구개열의 높은 비율은 다른 유전적 요인의 결과일 수 있다고 하 

였다(Kim et al,2002). 구순,구개열의 이러한 원인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 

고 국내의 경우 구순,구개열에 대한 기본 통계, 원인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일개 종합병원의 구순,구개열 환아와 그 부모들의 기술 역학적 분석을 

통하여 일반적 특성과 부모가 생각하는 구순,구개열의 원인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보고, 부모의 흡연과 구순,구개열 발생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문헌 고찰을 통한 선행 연구들의 환경적 및 유전적 관련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아 부모들이 생각하는 구순,구개열의 원인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한다. 

 

둘째, 환자-대조군 연구를 통하여 흡연과 구순,구개열과의 관련성을 알아본다. 

 

세째, 문헌 고찰을 통하여 구순,구개열의 환경적 및 유전적 관련 요인을 파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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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구순,구개열 

구순,구개열은 악안면의 골격계, 신경근육계, 치아, 교합계등 악구강계의 

장애를 동반한 선천성 기형이다. 태생학적으로 인간에 있어서 수태후 4주 

말기에 형성되는 일차구개(primary Palate)의 형성이 실패하면 구순열이 되고 

7주 말기에 형성이 완료되는 이차구개(Secondary Palate)의 형성이 실패하 

면 구개열이 발생된다고 한다(Ross & Johnston,1972). 선천성 구개열의 발 

생기전은 구순열의 발생기전과 같이 설명되어지는데 특히, 구순의 형성은 

태생기 4주 내지 7주에 형성되고, 구개는 태생기 7주내지 12주에 형성되어진 

다. 만약 이 시기에 어떤 원인으로 인해 구순과 구개형성에 지장을 초래하면 

구순열과 구개열이 형성되는 것이다(Stark,1968). Fulton(1957)은 태아로 연 

구한 결과, 구개융합이 태생기 7주 말이나 혹은 태생기 9주 가까이에서 형 

성됨을 발견했고, 상악의 구개돌기가 한번 융합하면 재개되지 않으므로 구개 

열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도 임신 첫 3개월간에 작용해야만 구개열을 발 

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Canick(1954)는 태생기 5주에서 8주 사이에 한 

개의 전액미골융기와 양측의 외측 상악골융기의 융합이 되지 않으면 구순 

열이 발생하고 구개열은 태생기 9주 초기에 2개의 구개돌기가 융합을 못하면 

구개열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또한, 태생기 7주에 일차 구개가 형성되고 나면 

이차 구개에 있는 Palatal shelves 혹은 Processes가 혀를 따라 아래쪽으로 

직각으로 매달린다. 그리고, 굽혀진 머리가 펴지기 시작함에 따라 혀도 뒤쪽 

인두의 기저부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고, palatal shelves는 뒤쪽부터 혀 위에서 

솟아나게 된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앞쪽으로 물결치듯이 떠올라 온다. 그리고, 

palatal shelves가 수평위치에 놓이면 배중선을 향해서 자라서 처음에는 

경구개의 앞쪽 3분의 1부위에서부터 만나서 절치공 쪽으로 접촉이 계속되고 

나서 구개수(Uvula)쪽으로 또 접촉이 시작된다고 했으며, 남자에서 palatal 



 

- 4 -

shelves가 태생기 7주에 수평 위치에 놓이는 반면에, 여자에서는 8주 중간 

에까지 수평위치에 놓이지 않는다고 했다(신 준,1978). 

 

한국에서의 구순,구개열의 발생률은 1000명당 1.16~1.77명 정도였으 

며(Kim et al,1996; Min et al,1996; Shin et al,1985; Kim et al,1982), 최근 

1993년~1995년의 전국적 단위의 연구에서 신생아 1000명당 1.81명으로 

554명당 1명꼴로 조사되었다. 가족력은 7%정도로 다른 선천성 기형인 심장 

질환 5.4%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구순,구개열 중 다른 기형과 

동반되는 것은 8.4%로 나타났다(Kim et al,2002). 덴마크의 Fogh-Andersen 

(1967)에 의하면 구순,구개열은 지난 50년 동안 2배로 증가하였고, 지난 100 

년 동안에 3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핀란드에서의 Rintala et al. 

(1983)에 의한 30년 추적 조사에서 구순,구개열이 명확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순,구개열의 빈도는 인종마다 다른데, 백인은 700~1000명에 1명, 흑 

인은 2000명에 한명인데 비해 일본인은 400~500명당 1명, 우리나라는 

500~700명당 한명으로 보고되어 있어 동양인에게서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현대에 와서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에는 환경적 

요인이 많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등, 2001). 

가까운 중국의 경우는 신생아 1000명당 1.2명 정도이고 일본의 경우는 

1982년~1984년의 발생률이 신생아 1000명당 1.65명이었고(Natrume et al, 

1987), 1994~1995년의 조사에서는 발생률이 1.4명이었다. 일본의 이러한 감 

소는 의학의 발달로 명확하고 빠른 조기 진단이 가능하여 유산을 선택할 수 

있고, 가족력의 우려 때문에 다음 자녀의 출산을 꺼리는 등의 이유로 구 

순,구개 열의 발생이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아시안인에게서 

더 높은 발생률을 보임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유전적 요인의 가능성을 나 

타낸다고 볼 수 있다(Natrume et al,2000). Kim et al.(2002)에 의한 우리 

나라의 발생률이 신생아 1000명당 1.81명임을 비교하면 아시안인 중에서도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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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의 치료 어려움 중의 하나는 구순,구개열 환자가 타기관에 

기형을 가질 확률이 정상아에 비해 20배나 높다는 점이고, 실제로 구개열 환 

자의 38%, 구순,구개열 환자의 21%는 타기관의 선천성 기형을 동반한다. 구 

순,구개열 신생아에 대한 가족들이 받는 정신적 충격은 매우 큰 것이며 또한, 

이런 신생아는 구강과 비강이 통하여 언어 장애와 상기도 감염을 자주 발생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기 때문에 항상 적절한 시기에 수술적 

교정이 필요한 것이다(Paradise et al,1974).  

 

2. 환경적 요인 

구순,구개열의 발생 원인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그리고 이들의 

상호 작용에 의한 복합적 요인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유전적 요인은 전체의 

20~30%를 차지한다고하나 유전적 요인은 주로 환경적 요인과의 교호 작용 

에 의해 선천성 기형을 발현하는 것으로 보이며 구순,구개열에는 환경적 요 

인이 보다 크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순, 구개열의 환경적 요인으로 

추측되는 요인으로는 영양 결핍(Vit. A,D,B), 임신기에 투여된 약물 (스테로 

이드 호르몬, 살리드마이드, 다이아제팜), 방사선 조사, 저산소증, 스트레스, 

임신 초기의 감염(풍진, 바이러스 감염, 매독), 알코올, 산모의 나이, 임신기 

질병(감상선 질환, 당뇨병) 등이 있다. 

미국의 구순,구개열 환아 대상의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아버지의 집안 

에서 흡연한 사례가 구순,구개열 발생이 2.6배, 임산부가 음주한 사례가 1.7 

배, 임산부가 흡연한 사례가 1.8배 높게 나타났다. 임산부의 감기약 복용 사 

례에서는 2배, 한약을 복용한 사례는 1.8배가 높았고, 복합 비타민을 복용한 

사례는 환자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 

일보,2001). 신(1979)은 선천성 기형 발생 원인으로 한약을 제시하였고, 국 

내에서 양 등(1983)이 임산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구순열, 구순,구개열이 

증 가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의 흡연으로 인한 선천성 기형에 관한 연구 

에서는 흡연의 독성이 기형유발인자로 작용하여 정자의 변형을 초래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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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정자의 수정이 자녀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기전을 설명하기도 한 

다. 부의 흡연이나 알코올 섭취 등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 보고에서 긍 

정적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는데는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David et al,1991) 

 

3. 유전적 요인 

구순, 구개열의 발생 원인은 확실히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다른 선천성 

기형과 마찬가지로 유전적 요인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원인적 요소로서 유전 

적 변수, 약물, 방사선 조사, 영양결핍, 성별 차이, 자궁 내에서의 기계적 폐쇄, 

임신 초기 산모질환, 인종, 지역적 변수등이 제시되었다 (김,1987). 

    Stark(1958)는 유전적 인자 즉, 내적인 인자와 자궁내 인자 즉, 외적인 

인자가 상호작용하여 발생한다고 했으며, 유전적인 역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순,구개열을 가진 신생아에게는 같은 기형을 가진 친척이 많으며 

(Mazaheri,1958), Silver(1966)는 구순열,구개열 형제 에서 4배의 발생빈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가족력에 대해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김 등(1982)은 4%, 오(1974)는 7.6%, 김(1987)은 2.4%라고 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전국적 단위 연구에서 구순,구개열 가족력이 7%정도로 다른 기형의 

발생률보다 높게 나 타났다(Kim et al,2002). 

 구순,구개열과 유전자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보고들에 의하면 SKI, 

MTHFR, TGFB2, TGFA, MSX1, PVRS1, TGFB3, GABRB3, RARA, BCL3 등 

많은 유전자에 대하여 구순,구개열과의 유전적 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 

다(Martinelli,2001; Tanabe,2000; Machida,1999; Beaty,2001; Sozen, 2001; 

Scaloli,2002; Shaw,1993; Wyszynski,1996). 또한 유전과 환경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 보고들에서 유전자 TGFA, MSX1, TGFB3, RARA, MTHFR, P450, 

GST, EPHX1 등과 흡연, 알코올, 비타민 섭취 등 과의 관련성을 알 수 있 

다(Beaty,2000; Romitti,1999; Mitchell,2001; van Rooij,2001; Hartsfield, 

2001). Braybrook et al.(2001)은 선천적 결함의 구개열의 유전자를 발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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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이것은 CPX(sex-linked form of cleft palate 반성형 구개열)에 대한 

유전자이며 T-BOX22라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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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1997년 1월~2002년 7월의 기간 동안 연세의료원 성형 외 

과에서 구순, 구개열로 진단 받고 교정 시술을 받은 환아의 부모들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의무기록과의 전산자료를 통해 확보된 주소 

(614명)를 기초로 중복 주소를 제외한 45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 구순,구개열 원인 인식도 조사 

연구 대상 453명 중 무작위로 20명의 대상자에게 예비설문을 시행하 

였다. 예비설문 이후 453명의 구순,구개열 환아 부모에게 1차 설문지를 발 

송하였고, 1차 조사(2002년 8월~9월)의 응답자는 69명, 반송 설문은 97명, 

무응답은 287명이었다. 무응답 287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2002년 10월~ 

11월)를 실시하였고, 2차 조사응답자는 38명, 반송 설문은 38명, 무응답은 

211명이었다. 1차와 2차 조사의 총 설문응답자는 107명(23.6%), 총 반송설 

문은 135명(29.8%), 총 무응답 211명(46.6%) 이었다(그림 1). 

    총 설문응답자 107명 중 ‘가족 중 구순, 구개열 유병 현황’에서 가족력 

이 있는 대상자 14명13.6%)에게는 직접 전화 방문을 통한 면담 조사로 가족 

력을 중심으로 한 가계도(Pedigree)를 확인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의 내용은 

과 같다(표 1, 부록 참조). 

     

     표 1. 설문 내용 

환아 및 부모의 일반적 특성 부모의 구순,구개열 원인 인식 

환아의 연령, 진단명, 치조골 이식술 시행 

여부, 치과 교정 시술 시행 여부, 그 이외의 

치료 여부, 환아 부모의 현재 연령, 교육 

수준, 환아 출산시 연령 

부모의 흡연, 부모의 음주, 모의 임신 전이나 

임신 중의 한약(보약) 복용, 임신 전이나 임신 

중의 양약 복용, 임신 전이나 임신중의 건강 

식품 복용, 식이, 부모의 유전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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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구순,구개열 원인 인식도 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 

 

 

일개 종합병원 구순,구개열 주소 보유 환자 614명

1차 설문 응답 : 69 명

1차 설문 반송 : 97 명

2차 설문 반송 : 38 명
2차 설문 응답 : 38 명

무응답 : 211명

1차 설문 : 453 명 

2차 설문 : 무응답 287 명

주소 중복 제외 

전체  설문 : 453 명 (100%)

총 응답자 : 107명  (23.6%) 

  

총 무응답 : 211명 (46.6%) 

반송 설문 : 135명  (29.8%) 

전화 면담: 14명 

가계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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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순, 구개열의 환자 - 대조군 연구 

구순,구개열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연구 기간 동안 확인된 주소 보유자 

453명 중 설문 조사에 응답한 사람은 107명이었다. 이중 흡연 항목의 무응 

답자를 제외한 89명을 환자군으로 하였고, 대조군은 1997년부터 2002년동안 

구순,구개열 이외의 기타 질환으로 병원을 이용한 군의 국민건강관리공단 

(KMIC)의 청구자료에서 추출하였다. 이때, 환자군의 성과 연령을 짝짓기 

(matching)한 상태에서 부의 흡연력 자료가 있는 경우의 2658명을 대조군 

으로 선정하였다. 

 

다. 구순,구개열의 원인 파악을 위한 문헌 고찰 연구 

 

     1) 구순,구개열의 환경적 원인 고찰 

구순,구개열의 환경적 원인 고찰을 위한 중심어(Keyward)로서 ‘위험 요 

인’, ‘구순,구개열’ 하에서 2002년 10월까지 PUBMED에 보고된 모든 문헌을 

포함하였다. 또한, 모의 흡연과 구순,구개열과의 관련성을 지금까지 문헌에 보 

고된 연구등을 종합하여 결론으로 도출하기 위해 Meta-분석을 실시하였다. 

Meta-분석을 위한 중심어로서 ‘흡연’, ‘위험요인’, ‘구순,구개열’하에서 2002년 

10월까지 PUBMED에 보고된 모든 문헌을 연구에 포함하였다. 이때, 문헌 

선정 기준은 연구 설계가 1)환자-대조군 연구이며 2)부모의 흡연 자료가 포 

함되어 있고 3)영어로 작성된 논문으로 정하였다. 통계 분석은 Mantel-

Haenzsel분석을 통해 전체 문헌의 종합된 결과(Overall effect)를 계산하였다. 

 

2) 구순,구개열의 유전적 원인 고찰 

구순,구개열의 유전적 원인 고찰을 위한 중심어로서 ‘Gene’, ‘Genetic 

factor’, ‘Oral Cleft’하에서 2002년까지 10월까지 PUBMED에서 보고된 모든 

문헌을 연구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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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틀    

   

 

 

 

 

 

 

 

 

 

 

 

 

 

 

 

 

 

 

 

 

   

 

                             그림 2. 연구의 틀 

 

 

 

환자-대조군 연구 

( Logistic Model ) 

부의 흡연과의 관련성

문헌 고찰 연구 

모의 흡연 : 메타 분석

( Mantel-Haenzsel 분석)

환아 부모의  

원인 인식도 조사 

(우펀 설문 및 면접) 

 

구순 구개열의 환경적 및 유전적 관련 요인 고찰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 

 

 

- 흡연 

- 알코올 섭취 

- 직업적  

위험 요인 노출 

- 화학적 

위험지역 거주 

- 약물 복용 

- 복합비타민 섭취 

 

 

 

- 염색체 위치별  

    유전자 확인 

- 유전자별  

   구순,구개열과의 

   관련성 검토 

- 유전-환경간의 

상호 작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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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환아 부모의 원인 인식도 조사 

 

가. 환아의 일반적 특성   

총 응답자 107명 환아는 남자 65명(60.8%), 여자 42명(39.2%)이었다. 

평균 연령은 8.5세였고, 4세 미만의 환아가 32명(29.9%)으로 가장 많았다. 

환아의 진단별 분류를 보면 구순열(Cleft lip)은 63명(58.9%), 구개열(Cleft 

palate)은 18명(16.8%), 구순,구개열(Cleft lip with cleft palate)은 26명 

(24.3%)였다. 환아 중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한 경우는 28명(26.2%)이었고, 

치과 교정 시술을 받은 경우는 42명 (39.2%)이었다. (표 2). 

 

나. 환아 부모의 일반적 특성 

환아 부모의 평균 현재연령은 부는 39.9세, 모는 37.7세였으며, 30세 

~39세의 연령 분포가 부가 58명(55.8%), 모가 60명(56.6%)으로 가장 

많았다. 환아 출산시 연령에서 평균 연령은 부가 31.9세, 모가 29.2세였다. 

부의 경 우는 20~29세의 연령 분포가 33.6%(36명), 30~39세의 연령 분포가 

56.1% (60명)였으며, 모의 경우는 20~29세의 연령 분포가 51.4%(55명), 

30~39세의 연령 분포가 43.9%(47명)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은 전문대졸 

이상에서 부가 51명(48.5%), 모가 33명(32.1%)으로 나타났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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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환아의 일반적 특성 

항 목   명   (%) 

    

성별 남 65 ( 60.8 ) 

 여 42 ( 39.2 ) 

    

현재 연령 (세) 4   미만 32 ( 29.9 ) 

 4  ~  6 23 ( 21.5 ) 

 7  ~  9 15 ( 14.0 ) 

 10 ~ 12 18 ( 16.8 ) 

 13 ~  19 ( 17.8 ) 

 평균 ( 표준편차 ) 8.53 ( 8.6 ) 

    

진단명 Cleft lip 63 ( 58.9 ) 

 Cleft palate 18 ( 16.8 ) 

 Cleft palate with cleft lip 26 ( 24.3 ) 

    

치조골 이식술 시행 여부 예 28 ( 26.2 ) 

아니오 79 ( 73.8 ) 

치과 교정 시술 시행 여부 예 42 ( 39.2 ) 

아니오 65 ( 60.8 ) 

그 이외의 치료 여부 예 16 ( 15.0 ) 

아니오 91 ( 85.0 ) 

      

  계 107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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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환아 부모의 일반적 특성                                 명 ( % ) 

항  목  부   모   

      

현재 연령 20 ~ 29  3 ( 2.9 ) 12 ( 11.3 ) 

(세) 30 ~ 39 58 ( 55.8 ) 60 ( 56.6 ) 

 40 ~ 49 29 ( 27.9 ) 26 ( 24.5 ) 

 50 ~ 59 10 ( 9.6 ) 5 ( 4.7 ) 

 60  이상 4 ( 3.9 ) 3 ( 2.8 ) 

 무응답 3 . 1  

 평균 ( 표준편차 ) 39.9 ( 8.7 ) 37.7 ( 9.0 ) 

환아 출산시 20  미만 4 ( 3.7 ) 2 ( 1.9 ) 

연령 (세) 20 ~ 29  36 ( 33.6 ) 55 ( 51.4 ) 

 30 ~ 39 60 ( 56.1 ) 47 ( 43.9 ) 

 40 ~ 49 7 ( 6.5 ) 3 ( 2.8 ) 

  평균 ( 표준편차 ) 31.94 ( 5.1 ) 29.22 ( 4.3 ) 

      

 교육 수준 중졸 7 ( 6.7 ) 12 ( 11.7 ) 

 고졸 47 ( 44.8 ) 58 ( 56.3 ) 

 전문대졸 14 ( 13.3 ) 12 ( 11.7 ) 

 대졸이상 37 ( 35.2 ) 21 ( 20.4 ) 

 무응답  . 4 . 

  계 107 ( 100.0 ) 107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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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아 부모의 구순, 구개열의 원인 인식 

환아의 부모가 생각하는 구순,구개열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구순,구 

개열의 원인을 10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우선 순위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기타 

사항에 대해선 기술하도록 하였다. 10개의 항목은 ‘엄마의 흡연’, ‘아빠의 흡연’ 

‘엄마의 음주’, ‘아빠의 음주’, ‘임신 전이나 임신 중의 한약(보약) 복용’, ‘임 

신전이나 임신중의 양약 복용’, ‘임신 전이나 임신중의 건강식품 복용’, ‘식이’ 

‘엄마의 유전적 요인’, ‘아빠의 유전적 요인’ 등으로 구성된다.  

1순위는 ‘임신전이나 임신중의 양약 복용’ 항목이 44.1%(30명)로 가장 

많았다. 2순위와 3순위 모두 ‘아빠의 흡연’ 항목이 각각 23.3%(14명), 19.6% 

(11명)로 가장 많았다(표 4).  

 

환아의 부모가 생각하는 구순,구개열 질환의 원인들을 우선 순위를 고 

려하지 않고 각 선택 항목당 1점씩을 부여하였고, 우선 순위 항목에서는 1순 

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을 부여하여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순위를 고려한 경우나 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모두 ‘임신전이나 임신중의 

양약 복용’ 항목이 각각 31.1%, 26.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아빠의 

흡연’이 각각 15.0%, 17.7%로 나타났다(표 5,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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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환아 부모의 구순, 구개열 원인 인식 (우선 순위) 

항 목   명   (%) 

질환의 원인 인식  임신 전이나 임신중의 양약 복용 30 ( 28.0 ) 

1 순위 아빠의 유전적 요인 9 ( 8.4 ) 

 엄마의 흡연 8 ( 7.5 ) 

 아빠의 흡연 6 ( 5.6 ) 

 임신 전이나 임신중의 한약(보약) 복용 6 ( 5.6 ) 

 식이 3 ( 2.8 ) 

 아빠의 음주 2 ( 1.9 ) 

 엄마의 유전적 요인 2 ( 1.9 ) 

 엄마의 음주 1 ( 0.9 ) 

 임신 전이나 임신중의 건강식품 복용 1 ( 0.9 ) 

 무응답 39 ( 36.4 ) 

    

2 순위 아빠의 흡연 14 ( 13.1 ) 

 임신 전이나 임신중의 양약 복용 10 ( 9.3 ) 

 엄마의 유전적 요인 9 ( 8.4 ) 

 엄마의 흡연 7 ( 6.5 ) 

 임신 전이나 임신중의 한약(보약) 복용 7 ( 6.5 ) 

 엄마의 음주 3 ( 2.8 ) 

 아빠의 음주 3 ( 2.8 ) 

 식이 3 ( 2.8 ) 

 임신 전이나 임신중의 건강식품 복용 2 ( 1.9 ) 

 아빠의 유전적 요인 2 ( 1.9 ) 

 무응답 47 ( 43.9 ) 

    

3 순위 아빠의 흡연 11 ( 10.3 ) 

 임신 전이나 임신중의 양약 복용 8 ( 7.5 ) 

 아빠의 음주 7 ( 6.5 ) 

 엄마의 음주 6 ( 5.6 ) 

 엄마의 흡연 5 ( 4.7 ) 

 식이 5 ( 4.7 ) 

 엄마의 유전적 요인 5 ( 4.7 ) 

 아빠의 유전적 요인 4 ( 3.7 ) 

 임신 전이나 임신중의 한약(보약) 복용 3 ( 2.8 ) 

 임신 전이나 임신중의 건강식품 복용 2 ( 1.9 ) 

 무응답 51 ( 47.7 ) 

  계 107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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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환아 부모의 구순, 구개열 원인 인식 비교  

항 목 순위 고려 순위 고려하지 않음 

  총점수 (점) 총점수 (점)  

    

임신 전이나 임신중의 양약 복용 118 57  

아빠의 흡연 57 38  

엄마의 흡연 43 22  

임신 전이나 임신중의 한약(보약) 복용 35 18  

아빠의 유전적 요인 35 17  

엄마의 유전적 요인 29 18  

식이 20 12  

아빠의 음주 19 14  

엄마의 음주 15 13  

임신 전이나 임신중의 건강식품 복용 9 6  

       

 

** 순위 고려시 1 순위 : 3점  2 순위 : 2점  3 순위 : 1점 부여함 

0 20 40 60 80 100 120 140

임신 전이나 임신중의 양약 복용

아빠의 흡연

엄마의 흡연

임신 전이나 임신중의 한약(보약) 복용

아빠의 유전적 요인

엄마의 유전적 요인

식이

아빠의 음주

엄마의 음주

임신 전이나 임신중의 건강식품 복용

순위 고려한 총점

                       

그 림 3. 환아 부모의 원인 인식 우선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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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아 가족 중 구순, 구개열의 가족력 현황  

 
 

가. 환아 가족 중 가족력  

환아의 가족 중 구순,구개열의 유병 현황 조사 결과, 환아 이외의 다른 

자녀가 구순,구개열을 가진 경우는 2명(1.9%)이었고, 환아 이외의 다른 친척

이 구순,구개열을 가진 경우는 12명(11.2%)으로, 총14명(13.1%)에서 구순,구

개열의 가족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6) . 

 

표 6. 환아의 가족 중 구순, 구개열의 현황 

항 목   명   (%) 

환아외에 구순, 구개열을 가진 있다 2 ( 1.9 ) 

다른 자녀 여부 (1) 없다 105 ( 98.1 ) 

    

환아외에 구순, 구개열을 가진 있다 12 ( 11.2 ) 

다른 친척 여부 (2) 없다 95 ( 88.8 ) 

    

(1) + (2) 있다 14 ( 13.1 ) 

 없다 93 ( 86.9 ) 

  계 1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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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족력(Heritable case)을 가진 환아의 가계도 

설문 응답자 107명중 구순,구개열의 가족력을 가진 14명(13.1%)의 대상

자의 가계도를 전화 방문을 이용한 면담으로 조사하였다. 14명중 2가계

(14.3%)가 형제간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었고, 2가계(14.3%)가 2촌 즉, 친할

아버지와 외할머니에서 가족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4촌이상의 관계에서 

10가계(71.4%)가 조사되었다. 가계 중 3명 이상의 가족력을 가진 가계는 없

었고, 이 중 환아 부모의 구순,구개열 가족력 보고가 없었다. 

      

     1) 형제내에서의 가족력 

     전체 가족력을 가진 14가계 중 2가계(14.3%)에서 같은 친형제 중 구순, 

구개열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가계 1>의 부모의 현재 연령은 35세, 33세이

었고, 환아 출산시 연령은 27세, 25세였다. 흡연 경험은 부가 현재 흡연 중이

었고, 8년 동안 하루 30개피를 피웠다. <가계 2>의 부모의 현재 연령은 50세, 

47세이며, 환아 출산시 연령은 29세, 28세이었다. 흡연 경험은 부가 현재 흡

연 중이었고, 30년 동안 하루 20개피를 피웠다(그림 4). 

 

                   

 

 

                    그림 4. 형제내 가족력이 있는 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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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 1>   <가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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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촌내에서의 가족력 

전체 가족력을 가진 14가계 중 2가계(14.3%)에서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가 2촌 내에서 구순,구개열을 가지고 있었다. <가계 3>의 부모의 현재 연령은 

32세, 30세이며, 환아 출산시 연령은 29세, 27세였다. 흡연 경험은 부모 모두 

없었다. <가계 4>의 부모의 현재 연령은 47세, 42세이며, 환아 출산시 연령은 

36세, 31세였다(그림 5).  

  

 

 

 

 

 

 

 

그림 5.  2촌내 가족력이 있는 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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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촌이상에서의 가족력 

     전체 가족력을 가진 14가계 중 10가계(71.4%)에서 4촌이상에서 구순,구

개열을 가지고 있었다(그림 6). 

 

 

 

  

 

 

 

 

 

   

 

 

 

 

            

 

 

 

 

       그림 6.  4촌이상에서 가족력이 있는 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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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족력 (Heritable case)에 따른 환아부모의 특성 분석 

 

1) 가족력에 따른 환아 부모의 연령 

가족력에 따른 환아 부모의 특성을 살펴 보면, 환아 부모의 현재 연령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부가 41.6세, 모가 39.2세이었고, 가족력이 없는 경우

는 부가 39.7세, 모가 37.5세이었다. 환아 춛산시 부모 연령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부가 32.4세, 모가 30.3세이었고, 가족력이 없는 경우는 부가 31.9세, 

모가 29.1세이었다. 가족력의 유무와 부모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표 7). 

 

표 7. 가족력에 따른 환아 부모 연령  

항 목   가족력     

 유 (14 ) 무 ( 93 )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값 P-value 

      

부모 현재 

연령 
부 41.6 ( 7.85 ) 39.7 ( 8.81 ) 0.79 0.4307 

 모 39.2 ( 6.70 ) 37.5 ( 9.30 ) 0.65 0.5180 

      

환아 출산시  부 32.4 ( 5.83 ) 31.9 ( 5.04 ) 0.32 0.7464 

부모 연령 모  30.3 ( 4.05 )  29.1 ( 4.37 ) 0.96 0.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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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력에 따른 환아 부모의 흡연 경험 

가족력에 따른 환아 부모의 흡연 경험을 살펴 보면, 부의 흡연력은 현재

흡연과 과거흡연을 합하여서 볼 때,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85.7%(12명)이고, 

가족력이 없는 경우는 83.8%(78명)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모의 흡연력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7.14%(1명)이고, 가족력이 없는 경우는 

6.46%(6명)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8). 

 

표 8. 가족력에 따른 환아 부모의 흡연 경험 

항 목   가족력   

  유 ( 14 ) 무 ( 93 )   

    명 (%) 명 (%) p-value 

흡연 경험 부 현재흡연 7 ( 50.00 ) 55 ( 59.14 ) 0.7882 

  과거흡연 5 ( 35.71 ) 23 ( 24.73 )  

  비흡연 2 ( 14.29 ) 13 ( 13.98 )  

  무응답 0 ( 0.00 ) 2 ( 2.15 )  

     

   모 현재흡연 0 ( 0.00 ) 3 ( 3.23 ) 0.2539 

  과거흡연 1 ( 7.14 ) 3 ( 3.23 )  

  비흡연 12 ( 85.71 ) 86 ( 92.47 )  

 

 

     무응답       1 ( 7.14 )      1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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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력에 따른 환아 부모의 원인 인식 

가족력에 따른 환아 부모의 원인 인식 정도를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으로 계산하여 총점으로 처리하였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 모두 1순위는 ‘임신 전이나 임신중의 양약 

복용’이었다. 그러나 2, 3순위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아빠의 유전적 요인’, 

‘엄마의 유전적 요인’이었고, 가족력이 없는 경우는 ‘아빠의 흡연’, ‘엄마의 흡

연’이었다(표 9). 

 

 표 9. 가족력에 따른 환아 부모의 원인 인식 비교 

가족력 우선순위 원인 인식 항목 총점수 (점)  

    

유 1 임신 전이나 임신중의 양약 복용 14  

 2 아빠의 유전적 요인 12  

 3 엄마의 유전적 요인 8  

 4 임신 전이나 임신중의 한약(보약) 복용 6  

 5 엄마의 흡연 5  

 6 아빠의 흡연 3  

 7 아빠의 음주 1  

 8 임신 전이나 임신중의 건강식품 복용 1  

 9 엄마의 음주 0  

 10 식이 0  

    

무 1 임신 전이나 임신중의 양약 복용 104  

 2 아빠의 흡연 54  

 3 엄마의 흡연 38  

 4 임신 전이나 임신중의 한약(보약) 복용 29  

 5 아빠의 유전적 요인 24  

 6 엄마의 유전적 요인 21  

 7 식이 20  

 8 아빠의 음주 18  

 9 엄마의 음주 15  

 10 임신 전이나 임신중의 건강식품 복용 8  

** 순위 고려시 1 순위 : 3점  2 순위 : 2점  3 순위 : 1점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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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순, 구개열의 환자-대조군 연구 

            ( 부의 흡연을 중심으로 ) 

         가. 환아 부모의 흡연력 

환아 부모의 흡연 여부에 있어서 과거흡연과 현재흡연을 합한 흡연 경 

험을 보면, 부는 78명(87.6%), 모는 7명(6.3%)으로 부의 상 당수가 흡연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흡연 기간(년)에서는 평균 흡연 기간이 부는 16년, 

모는 7.14년이었고, 부의 경우 흡연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81.9% 

(63명)로 나타났다. 흡연량은 하루에 피우는 개비수로 조사하였는데, 부는 평 

균 연량(개비/일)이 15.38개비였고, 모는 6.86개비였다(표 6). 

      

표 10. 환아 부모의 흡연력 

부 모 
항 목   

수 (%) 수 (%)  

 흡연 여부 비흡연 11 ( 12.4 ) 98 ( 93.3 ) 

 과거 흡연 23 ( 25.8 ) 4 ( 3.4 ) 

 현재 흡연 55 ( 61.8 ) 3 ( 2.9 ) 

 무응답 18    - 2 - 

 계 107 ( 100.0 ) 107 ( 100.0 ) 

 흡연 기간      ~  9 14 ( 18.2 ) 3 ( 42.9 ) 

( 년 ) 10  ~ 19 37 ( 48.1 ) 4 ( 57.1 ) 

 20  ~ 26 ( 33.8 ) 0 (0.0) 

 무응답 11 -  - 

 평균(표준편차) 16 ( 9.0 ) 7.14 ( 3.8 ) 

 흡연량     ~  9 9 ( 11.1 ) 5 ( 71.4 ) 

(개비 / 일) 10  ~ 19 38 ( 46.9 ) 2 ( 28.6 ) 

 20  ~ 34 ( 42.0 ) 0 (0.0) 

 무응답 8 -  - 

평균(표준편차) 15.38 ( 6.9 ) 6.86 ( 2.3 ) 

 

계 89 ( 100.0 ) 7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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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부의 흡연과 구순, 구개열과의 관련성  

89명의 환자군과 2658명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부의 흡연과 구순,구개 

열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환아 나이 1~4세에서 현재 흡연중인 환자군 

이 대조군에 비해 구순,구개열의 발생이 2.3배 높으며(신뢰구간:1.2-4.6),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value=0.013).  

 다른 환아 연령층에서는 비흡연에 비해 현재 흡연의 비차비가 증가하 

는 경향을 볼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표 11). 

 

표 11. 구순,구개열과 부의 흡연력의 환자-대조군 연구 명(%) 

환아나이  환자군 대조군 OR 95%신뢰구간 p-value 

1-4 세 비흡연 5 ( 16.1 ) 27 ( 31.4 )  1.0   

 과거흡연 9 ( 29.0 ) 20 ( 23.3 )  2.0 ( 0.9-4.1 ) 0.074 

 현재흡연 17 ( 54.9 ) 39 ( 45.3 )  2.3 ( 1.2-4.6 ) *0.013 

         

5-9 세 비흡연 2 ( 10.0 ) 116 ( 18.7 )  1.0   

 과거흡연 5 ( 25.0 ) 159 ( 25.7 )  2.4 ( 0.7-8.4 ) 0.262 

 현재흡연 13 ( 65.0 ) 344 ( 55.6 )  2.4 ( 0.8-7.2 ) 0.276 

         

10 세  비흡연 4 ( 10.5 ) 438 ( 22.4 )  1.0   

이상 과거흡연 9 ( 23.7 ) 509 ( 26.1 )  1.8 ( 0.3-9.6 ) 0.573 

 현재흡연 25 ( 65.8 ) 1006 ( 51.5 )  2.2 ( 0.5-9.7 ) 0.586 

         

전체 비흡연 11 ( 12.4 ) 581 ( 21.9 )  1.0   

 과거흡연 23 ( 25.8 ) 688 ( 25.9 )  1.9 ( 0.6-6.2 ) 0.278 

 현재흡연 55 ( 61.8 ) 1389 ( 52.2 )  2.6 ( 0.9-7.5 ) 0.074 

                

  계 89 ( 100.0 ) 2658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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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헌 고찰을 통한 환경적 및 유전적 관련 요인 

 

가. 환경적 요인 

문헌 고찰을 통한 구순,구개열 질환의 원인적 요소 중 환경적 요인들로 

모의 흡연, 알코올 섭취, 직업적 요인, 화학적 위험 지역, 약물 복용, 복합 비

타민 섭취 등의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1)  모의 흡연과 구순,구개열과의 관련성 : 메타 분석 

임신 동안의 모의 흡연과 구순,구개열의 발생과의 관련성은 여러 연구 

들에서 보고되어 왔다. 모의 흡연과 저체중아, 미숙아, 신생아 사망 등의 긍정

적 관련성에 대한 보고는 많이 있었으나, 언제나 통계적 유의성이 있지는 않

았다(Kallen,1997). 그러나, 많은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흡연이 구순,구개열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모의 흡연과 구순,구개열과의 관련성을 

위한 중심어로서 ‘흡연’, ‘위험 요인’, ‘구순,구개열’하에서 2002년 10월까지 

PUBMED에 보고된 문헌 중 에서 환자-대조군 연구로 비차비(OR)를 분석한 

연구들을 선택하였다. 또한, 구순 및 구개열(Cleft lip with/without palate: 

CL/P)과 독립적인 구개열(Cleft palate only:CP)을 구분하여 메타 분석을 하

였다.  

모의 흡연과 구순 및 구개열(Cleft lip with/without palate:CL/P)과의 

관련성을 본 메타 분석에서는 1974년~2002년의 17개 환자-대조군 연구 

들을 포함시켰으며, 그 비차비는 1.1~2.56범위였다. 메타 분석을 통한 비차 

비(Overall OR)는 1.35(95% 신뢰구간:1.26-1.44, p-vlaue<0.00001)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12, 그림 7). 또한, 모의 흡연과 독립적인 

구개열(Cleft palate only:CP)과의 관련성을 본 메타 분석에서는 1974년~ 

2001년의 12개 환자-대조군 연구들을 포함시켰으며, 그 비차비는 0.7~2.39 

범위였다. 메타 분석을 통한 비차비(Overall OR)는 1.29(95% 신뢰구간:1.13-

1.48, p-vlaue=0.0001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13, 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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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모의 흡연과 구순 및 구개열(CL/P)과의 메타 분석 

 Cleft Lip/Palate  

 
저자 년도 

흡연

여부 Yes No
OR

95%  

신뢰구간  

 Saxen 1974 yes 26 15 1.81 ( 0.93-3.51 )  

   no 206 215   

 Kelsey 1978 yes 480 980 1.1 ( 0.96-1.25 )  

   no 889 1988   

 Evans et al. 1979 yes 57 27971 1.35 ( 0.93-1.96 )  

   no 54 35730   

 Ericson et al. 1979 yes 30 40 2.73 ( 1.28-5.83 )  

   no 14 51   

 Shiono et al. 1986 yes 10 9088 1.22 ( 0.56-2.57 )  

   no 22 24322   

 Khoury et al. 1987 yes 15 65 2.56 ( 1.13-5.78 )  

   no 12 133   

 Khoury et al. 1989 yes 76 934 1.59 ( 1.16-2.17 )  

   no 96 1875   

 Werler et al. 1990 yes 124 694 1.23 ( 0.96-1.58 )  

   no 172 1185   

 Hwang et al. 1995 yes 41 81 1.41 ( 0.89-2.23 )  

   no 73 203   

 Shaw et al. 1996 yes 119 169 1.74 ( 1.32-2.31 )  

   no 227 562   

 Beaty et al. 1996 yes 14 13 1.57 ( 0.68-3.63 )  

   no 50 73   

 Kallen  et al. 1997 yes 313 272582 1.14 ( 0.94-1.38 )  

   no 733 730160   

 Romitti et al. 1999 yes 39 81 1.23 ( 0.80-1.90 )  

   no 122 312   

 Lorente et al. 2000 yes 40 299 1.76 ( 1.13-2.73 )  

   no 48 630   

 Chung et al. 2000 yes 458 640 1.55 ( 1.35-1.77 )  

   no 1739 3757   

 Mitchell et al. 2001 yes 111 244 1.34 ( 0.98-1.83 )  

   no 107 315   

 Rooij et al. 2002 yes 16 13 2.5 ( 1.06-5.90 )  

   no 29 59   

 Overall ( p-value <0.00001 ) 1.35( 1.26-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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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모의 흡연과 독립적 구개열(CP)과의 메타 분석 

       Cleft Palate

 
저 자 년도 

흡연

여부
      Yes       No

     OR
95%  

신뢰구간 

        

 Saxen 1974 yes 22 14 1.59 ( 0.79-3.18 ) 

   no 210 212  

 Ericson et al. 1979 yes 11 16 2.29 ( 0.51-10.28 ) 

 
  

no 3 10
 

 Shiono et al. 1986 yes 5 9088 0.7 ( 0.26-1.89 ) 

 
  

no 19 24322
 

 Khoury et al. 1987 yes 14 65 2.39 ( 1.04-5.45 ) 

 
  

no 12 133
 

 Khoury et al. 1989 yes 26 1084 1.38 ( 0.81-2.34 ) 

 
  

no 30 1725
 

 Werler et al. 1990 yes 55 694 0.93 ( 0.66-1.31 ) 

 
  

no 101 1185
 

 Hwang et al. 1995 yes 26 81 1.52 ( 0.87-2.63 ) 

 
  

no 43 203
 

 Shaw et al. 1996 yes 46 169 1.61 ( 1.09-2.38 ) 

 
  

no 95 562
 

 Beaty et al. 1996 yes 11 13 2.06 ( 0.83-5.11 ) 

 
  

no 30 73
 

 Kallen K. et al. 1997 yes 172 272582 1.35 ( 1.07-1.70 ) 

 
  

no 340 730160
 

 Romitti P.A. et al. 1999 yes 21 81 1.39 ( 0.78-2.49 ) 

 
  

no 43 312
 

 Mitchell L.E. et al. 2001 yes 32 244 0.9 ( 0.56-1.45 ) 

 
  

no 46 315
 

 Overall ( p-value = 0.00018 ) 1.29( 1.13-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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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Saxen 1974 : 1

Ericson et al. 1979 : 2

Shioni et al. 1986 : 3

Khoury et al. 1987 : 4

Khoury et al. 1989 : 5

Werler et al. 1990 : 6

Hwang et al. 1995 : 7

Shaw et al. 1996 : 8

Beaty et al. 1996 : 9

Kallen et al. 1997 : 10

Romitti et al. 1999 : 11

Mitchell et al. 2001 : 12

 

Saxen 1974 : 1

Kelsey 1978 : 2

Evans et al. 1979 : 3

Ericson et al. 1979 : 4

Shioni et al. 1986 : 5

Khoury et al. 1987 : 6

Khoury et al. 1989 : 7

Werler et al. 1990 : 8

Hwang et al. 1995 : 9

Shaw et al. 1996 : 10 

Beaty et al. 1996 : 11

Kallen et al. 1997 : 12

Romitti et al. 1999 : 13

Lorente et al. 2000 : 14

Chung et al. 2000 : 15

Mitchell et al. 2001 : 16

Rooij et al. 2002 : 17

비차비(Overall OR)  

: 1.35 

그림 7. 모의 흡연과 구순 및 구개열(CL/P)과의 메타 분석 

그림 8. 모의 흡연과 독립적 구개열(CP)과의 메타 분석 

비차비(Overall OR)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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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코올 섭취와 구순,구개열과의 관련성 연구 보고 

Munger et al.(1996)은 알코올 섭취가 기형에 영향을 미치며, 가족 수입

과 엄마 교육 정도, 흡연, 비타민, 자녀 나이, 출생 년도등을 통제한 후에 알

코올의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비차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최대 섭취

량(10회이상/달)에서 구순,구개열의 발생이 4배(95% 신뢰구간:1.1-15.1) 높

게 나타났다. Lorente et al.(2000)은 유럽에서의 구순,구개열 연구에서 용량 

반응 관계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알코올 섭취가 이 질환의 

발생의 위험률(OR: 2.28, 95% 신뢰구간:1.02-5.09)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

다(표 14). 

  

표 14. 알코올 섭취와 구순,구개열과의 관련성 연구 보고 

 
 저자 

(년도) 
나라 

(연구기간) 
연구결과 해석 

비차비 (OR) 

(95% 신뢰구간) 

 알코올 섭취 ( 환자-대조군 연구 )   

 Munger et al. 

(1996) 

United States 

1987-1991 

임신 기간중의 알코올의 섭취량이 

증가할 수록 비차비(OR)의 증가 
CL/P : 4.0 

( 1.1-15.1 ) 

 Lorente et al. 

(2000) 

 용령 반응 관계를 보이지 않아도 

구개열(CP)의 발생률 위험이 2.28 배 

높음 

CP : 2.28 

( 1.02-5.09 ) 

     

     OR: Odds ratio, CL/P:구순 및 구개열 Cleft lip with/without palate, 

   CP: 독립적 구개열 Only Cleft pa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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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 및 화학적 위험노출과 구순,구개열과의 관련성 연구 보고 

직업적으로 화학적 위험에 노출과 구순,구개열 발생과의 관련성을 살펴

본 연구에서, 모의 직업으로 임신 기간중에 솔벤트(Solvents)와 관련된 업무

(가죽 제작 업무, 미용사, 세탁 업무 등)에 종사한 경우, 구순,구개열의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ianchi et al,1997; Holmberg et al,1982; Garcia& 

Letcher, 1998). Laumon et al.(1996)은 솔벤트(Solvents)에 노출되는 직업과 

관련된 경우 1.62배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Cordier et al.(1997)는 세탁업무 

등과 관련된 솔벤트(Solvents)의 노출시 7.9배 높다고 하였다. Bianchi et 

al.(1997)은 가죽(leather)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경우의 구순,구개열의 발생

이 3.9배, 구개열의 경우는 5.4배 높았고, 미용사(hairdressers)의 경우 2.2배 

높다고 하였다. 또한, 위험 쓰레기 오염 지역이나 농업과 관련하여 농업용 화

학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2배 이상의 위험성을 보여주었다(Cordier et al, 

1997). Croen et al.(1997)은 정원 관리와 같은 업무에 종사할 경우, 구순,구

개열의 발생 위험이 3.8배(95% 신뢰구간: 1.50-9.70) 높다고 하였다. 임신 

초기의 엄마의 직업과 관련하여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은 구순,

구개열 발생이 1.94배 높았다(Hemminki et al,1980) (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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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직업 및 화학적 위험지역 노출과 구순,구개열과의 관련성 연구 보고 

 저자 

(년도) 
나라 

(연구기간) 
연구결과 해석 

비차비 (OR) 

(95% 신뢰구간) 

직업 및 화학적 위험 노출 ( 환자-대조군 연구 )  

Hemminki et al. 

(1980) 

Finland 

1967-1977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sectors 에서 일하는 엄마의 비차비 증가 
1.94 

 

Holmberg et al. 

(1982) 

 솔벤트(solvents)의 노출시 더 증가 

( χ2:4.5  , p-value<0.05 ) 
p-value<0.05 

Loumon et al. 

(1996) 
  솔벤트(Organic solvents)  

1.62  

(1.04-2.52) 

Italy 

1982-1992 
CL/P : 3.9 

( 99% :1.5-9.8 ) 

Bianchi et al. 

(1997) 

 

가죽(leather)과 관련된 직업에서 비차비의 

증가 

미용사: 2.2 

세탁업무: 1.9 

솔벤트-가죽 관련 업무: 5.0 

CP : 5.4 

( 95% :1.8-13.4 ) 

Garcia & letcher 

(1998) 

Spain 

1993-1994 

가죽을 다루는 공장에서의 

 노출에서 비차비 증가 
6.18 

( 1.48-25.69 ) 

솔벤트(Solvents) : 

7.9 

(1.88-44.9) 

Cordier et al. 

(1997) 

EUROCAT 

1989-1992 

임신초기동안에 솔벤트(solvents;특히 

세탁업무 종사시), 이터(glycol ether)에 

노출될수록 비차비증가  

이터(Glycol ether) : 

1.97 

( 1.20-3.25 ) 

Croen et al. 

(1997) 

United 

States 

1989-1991 

임신중 화학적 오염지역에 거주시 

( CL/P 에서 OR>2  ) 
OR > 2 

Shaw et al. 

(1988) 
 정원 관리(gardening exposure)  

3.8  

(1.50-9.70) 

    

EUROCAT : European Registration of Congenital Anomalies and Twins, OR: Odds ratio,  

CL/P: Cleft lip with/without palate, CP: Cleft palate, Solvents :유기용제, 공업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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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물 복용과 구순,구개열과의 관련성 연구 보고 

약물 복용과 관련된 연구에서 Diazepam, Oral hormones medications, 

Corticosteroids, Benzodiazepines, Nonsteroidal anti-inflammtory 등과 관

련된 연구 보고가 있었다. 

Benzodiazepines은 우울이나 불면증, 간질등의 증상에 사용하는 약물로

서 임신 기간중에도 처방되어지기도 하는데, 이 약물의 구순,구개열 발생의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1.79배(95% 신뢰구간: 

1.13-2.82)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Dolovich et al,1998). 

     Anti-inflanmatory drugs(NSAIDS)은 류마티스성 관절 질환이나 근육통, 

일시적 통증 완화를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 노출되기 쉽다고 볼 

수 있다. Ericson et al.(2001)은 NSAIDS가 구순,구개열의 발생을 2.61배

(95% 신뢰구간:1.01-6.78) 높다고 보고하였고, Loffredo et al.(1994)는 2.59

배(95% 신뢰구간:1.35-4.98) 높다고 하였다. 

Hill et al.(1988)은 임신 초기 3개월 동안의 약물 사용이 구순,구개열의 

발생을 높인다고 보고하였는데 Steroid hormones는 1.5배, sulfs은 2.4배, 

Anticonvulsants는 5.3배 높다고 하였다. 

Bracken(1990)의 호르몬제(Oral hormones) 복용과의 관련성을 보기 위

한 메타 분석 연구에서 비차비(Overall effect)가 0.99(95% 신뢰구간: 0.83-

1.19)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고, Martinez-Frias et al.(1998)는 Contracepti 

-ves(OR:1.38, 95% 신뢰구간: 1.04-1.84), Estrogens(OR:2.54, 95% 신뢰구

간: 1.01-6.43), Corticosteroids(OR:6.55, 95% 신뢰구간: 1.44-29.76) 등이 

구순,구개열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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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 약물 복용과 구순,구개열과의 관련성 연구 보고 

 
 저자 

(년도) 
종류 

나라 
(연구기간)

연구결과 해석 
비차비 (OR) 

(95% 신뢰구간) 

 약물 복용과 기형 (orofacial clefts )   

 환자-대조군 연구 

 
CL/P : 0.8 ( 0.4-1.7 ) 

 

Rosenberg 

et al. (1983) 

Diazepam United 

States 

1976-1982  CP :  0.8 ( 0.2-2.5 ) 

 steriod hormones : 

1.5 ( 1.1-2.1 ) 

 

England 

1983-1984

환자-대조군 연구 

약물복용과 기형: 

임신 첫 3 달동안의 사용 sulfs : 2.4 ( 1.1-5.3 ) 

 

Hill et al. 

(1988) 

Medicines 

  anticonvulsivants : 

 5.3 ( 1.8-16.0 ) 

 Bracken 

(1990) 

Oral 

hormones 

 메타 분석 

비차비(overall OR)=0.99 
비차비(overall OR) :  

0.99 ( 0.83-1.19 ) 

 Loffredo  

et al. (1994) 

Medicines Brazil 환자-대조군 연구 

Anti-inflammatory 와 구순, 

구개열과의 관련성 

anti-inflammatory 

drugs :  

2.59 (1.35-4.98 ) 

 Hungary 

1980-1994
Oral corticosteroids :  

1.27 (1.35-4.98 ) 

 

Czeizel& 

Rickenbauer 

(1997) 

Corticoste

-roids  

 

환자-대조군 연구 

Oral corticosteroids 와 

구순구개열 / 

Tolical corticosteroids 와 

구순구개열  

Tolical orticosteroids : 

 2.21 (1.11-4.39 ) 

  코호트 연구 :  

1.19 (0.34-4.15 ) 

 

Dolovich 

et al. 

(1998) 

Benzodia-

zepines  

 

메타 분석 

코호트 연구의 비차비 /  

환자-대조군 연구의 비차비 환자-대조군 연구 :  

1.79 ( 1.13-2.82 ) 

 ECEMC 

1976-1995
Contraceptives : 

 1.38 ( 1.04-1.84 ) 

 

Martinez-

Frias et al. 

(1998) 

Oral 

hormones 

 

환자-대조군 연구 

Contraceptives 와 

구순구개열 / 

Combines estrogens 

(progestogens 제외) 

Estrogens :  

2.54 ( 1.01-6.43 ) 

 Rodriguez-

Pinilla& 

Martinez -Frias 

(1998) 

Corticoste

-roids  

ECEMC 

1976-1995

환자-대조군 연구 

임신첫주기에 

Corticosteroids 의 복용과 

구순구개열 

Corticosteroids : 

 6.55 ( 1.44-29.76 ) 

 Carmichael& 

Shaw (1999) 

Corticoste

-roids  

United 

States 

1987-1988

환자-대조군 연구 CL/P : 

 4.3 (1.1-17.2 ) 

 Ericson et al. 

(2001) 

 
Nonsteroidal 

anti-
inflammtory

Sweden 

1994~ 

환자-대조군 연구 

임신 초기의 NSAIDs 복용 
구순구개열 :  

2.61 (1.01-6.78 ) 

         OR: 비차비(Odds ratio), CL/P: Cleft lip with/without palate, CP: Cleft pa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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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합 비타민 섭취와 구순,구개열과의 관련성 연구 보고 

복합 비타민 섭취와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는 임신 전후로 종합 비타민

을 복용하지 않은 군에서 구순,구개열의 발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Shaw et al.(1995), Czeizel et al.(1996), Welrler et al.(1999), Itikala et al. 

(2001)의 연구에서 복합 비타민을 섭취한 군에서 구순,구개열의 발생이 더 적

은 것을 알 수 있다. 

임신 중 열감(Fever)이 있으면서 복합 비타민을 복용하지 않은 군이 복

용한 군에 비해 구순,구개열의 발생 확률이 구순구개열(CL/P)에서 2.9배(95% 

신뢰구간:1.4-5.8), 구개열(CP)에서 1.3배(95% 신뢰구간:0.4-3.9) 높았다

(Shaw et al,1995). Botto et al. (2002)의 연구에서도 열감(Fever)이 없으면서 

비타민을 복용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구순,구개열 발생이 40% 감소

하였다(OR:0.6, 95% 신뢰구간:0.4-1.0).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가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었으며, Czeizel & Dudas(1992)의 헝가리 연구에서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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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7. 복합 비타민 섭취와 구순,구개열과의 관련성 연구 보고 

          OR: 비차비(Odds ratio), CL/P: Cleft lip with/without palate, CP: Cleft palate 
 

 

 

 저자 

(년도) 
나라 

(연구기간)
연구결과 해석  

비차비 (OR) 

(95% 신뢰구간) 

 복합 비타민 섭취  

 CL/P : 2.90 ( 1.4-5.8 ) 

 

Shaw et al. 

(2002) 

United 

States 

1987-1989 

환자-대조군 연구 

No vitamin use and fever(+):  

비차비- CL/P:2.9 CP:1.3 
CP : 1.30 ( 0.4-3.9 ) 

 환자-대조군 연구 

No vitamin use and fever(+):  

비차비-CL/P:1.7 

CL/P : 1.70 

( 0.8-3.53 ) 

 

Botto et al. 

(2002) 

United 

States 

1968-1980 

Vitamin use and fever(-):  

비차비- CL/P:0.6 

CL/P : 0.60 ( 0.4-1.0 ) 

 CL/P : 0.50 ( 0.36-0.68 ) 

 

Shaw et al. 

(1995) 

United 

States 

1987-1989 

환자-대조군 연구 

복합비타민(0.4mg 엽산), 산전 비타민 

섭취(0.8mg 엽산) CP : 0.73 ( 0.46-1.2 ) 

 Tolarova  

and Harris 

(1995) 

Czech-

oslovkia 

1976-1980 

엽산(10mg) 비타민 A,B1,B2,B6,C, 

D3,E 등을 포함하는 복합비타민, 

Nicotinamide, Calcium pantothenicum 

CL/P :  

0.356  ( p=0.031 ) 

 CL/P : 1.30 ( 0.8-2.1 ) 

 

Hayes  et 

al. 

(1996) 

United 

States, 

Canada 

1988-1991 

환자-대조군 연구 

복합 비타민이나 엽산 섭취 

CP : 0.90 ( 0.5-1.6 ) 

 환자-대조군 연구 

엽산 (3-9mg) 

CL/P : 0.81 ( 0.67-0.98 ) 

 

Czeizel et 

al. 

(1996) 

Hungari 

1980-1991 

 CP : 0.74 ( 0.55-0.99 ) 

 환자-대조군 연구 

복합 비타민 섭취 

CL/P : 0.70 ( 0.4-1.1 ) 

 

Werler et al. 

(1999) 

United 

States, 

Canada 

1993-1996 

 CP : 0.40 ( 0.2-0.9 ) 

 환자-대조군 연구 

복합 비타민 섭취 

CL/P : 0.52 ( 0.34-0.80 ) 

 

Itikala et al. 

(2001) 

United 

States 

1968-1980  CP : 0.81 ( 0.44-1.52 ) 

 CL/P : 1.94 ( 0.41-9.09 ) 

 

Czeizel and 

Dudas 

(1992) 

Hungari 

1984~ 

무작위 추출 연구 

복합 비타민 (0.8mg 엽산) 
CP : 0.19 ( 0.01-4.03 ) 

 CL/P : 1.54 ( 0.48-5.30 ) 

 

Czeizel, 

Timar, and 

Sarkozi 

(1999) 

Hungari 

1992~ 

무작위 추출 이중 맹검 연구 

복합 비타민 (0.8mg 엽산) 

CP : 0.35 ( 0.05-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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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전적 요인 

 
        1) 구순,구개열과 유전자와의 관련성 연구 

일란성 쌍둥이인 경우 40-60%가 일치성(concordance)을 보이며 이란

성 쌍둥이인 경우 5%에서 일치성(concordance)를 보이는데 일란성 쌍둥이에

서 100%의 일치성(concordance)를 보이지 않은 것은, 유전적 원인만으로 구

순,구개열이 발생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구순,구개열의 유전적 원인 

연구는 아직 충분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동안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보면 염색

체 4, 6, 17 그리고 19번에서 그 위치들(Loci)이 보고되고 있다(Wyszynski et 

al,1996; Schutte et al,1999). 그 후 6번 염색체에서 일관성 있는 관련성을 

덴마크(Eiberg et al,1987), 이탈리아(Carinci et al,1995; Scapoli et al,1997), 

영국(Prescott et al,2000)에서 같은 결과를 보였다. 최근 들어 영국에서 100

명의 구순,구개열 환자들의 형제 자료를 이용하여 5cM 간격의 유전자형(DNA 

maker)을 이용하여 Whole genome-wide scan을 실시한 결과 9개의 관련 위

치(loci)를 보고하였다. 이들중 세곳이 1p36, 2p13, 6p24이었다. 구순,구개열

의 유전자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들을 유전자와 위치(Locus) 별로 구분하였다. 

구순,구개열의 유전자 관련성을 연구한 보고들에서 관련 유전자로는 SKI, 

MTHFR, TGFB2, TGFA, MSX1, PVRL1, TGFB3, GABRB3, RARA, BCL3 등

이었다. 1번 염색체는 SKI, MTHFR와 TGFB2, 2번 염색체는 TGFA, 4번 염

색체는 MSX1, 6번 염색체는 MSX1, 11번 염색체는 PVRL1, 14번 염색체는 

TGFB3, 15번 염색체는 GABRB3, 17번 염색체는 RARA, 19번 염색체는 

BCL3 등이었다(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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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8. 구순,구개열의 유전자 관련성 연구 보고 요약 

 
유전자 

(Gene) 

위치

(Locus) 

유전적 

관련성
(Linkage)

통계적 

관련성

(LD/TDT)

문헌  

       

 SKI/MTHFR 1p36 + ++/- Martinelli(2001), Blanton (2000),  

Wyszynski(2000), Gaspara(1999),  

Mills(1999), Shaw(1999) 

 

 TGFB2 1q41 - -/+ Lidral(1997), Tanabe(2000)  

 TGFA 2p13 - ++/- Lidral(1997), Tanabe(2000),  

Chenevix(1991), Feng(1994), 

Holder(1992), Maestro(1997),  

Pezzetti(1998), Vintiner(1992),  

Christensen(1991), Field(1994),  

Jara(1995), Shiang(1993),  

Machida(1999), Mitchell(1997) 

 

 

 MSX1 4p16 + ++/- Lidral(1997), Lidral(1998),  

Beaty(2001) 

 

  4q31 +/- +/- Mitchell(1995)  

  6p23 ++/- - Carinci(1995), Scapoli(1997),  

Pezzetti(1998) 

 

 PVRL1 11q23 - + Sozen(2001)  

 TGFB3 14q24 - ++/- Lidral(1997), Tanabe(2000),  

Lidral(1998), Beaty(2001) 

 

 GABRB3 15q11 - + Tanabe(2000), Scapoli(2002)  

 RARA 17q21 +/- +/- Chenevix(1992), Shaw(1993)  

 BCL3 19q13 +/- +/- Stein(1995), Wyszynski(1996)  

         Linkage disequilibrium / transmission disequilibrium test (LD/TDT);       

 - : negative study, + : one positive study, ++ : more than one posi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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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전 - 환경 인자 상호 작용 연구 

유전자와 흡연, 알코올, 비타민등의 환경 인자와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

구들을 요약하였다. 이러한 유전자와 흡연, 알코올, 비타민등의 환경 인자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보고들에서 유전자로는 TGFA, MSX1, TGFB3, RARA, 

MTHFR, P450, GST, EPHX1 등이었다(표 19). 

          

표 19. 유전-환경 상호작용 연구 보고 요약 

유전자 환경인자 문헌  

    
TGFA Smoking Maestro(1997), Christensen(1991), Beaty(2000),  

Romitti(1999), Shaw(1996)  

 Alcohol Romitti(1999)  

 Vitamins Shaw(1998) 
 

    
MSX1 Smoking Romitti(1999), Mitchell(2001)  

 Alcohol Romitti(1999), Mitchell(2001) 
 

    
TGFB3 Smoking Maestro(1997), Romitti(1999), Mitchell(2001)  

 Alcohol Romitti(1999), Mitchell(2001) 
 

    
RARA Smoking Maestro(1997)  

    
MTHFR Vitamins Martinelli(2001), Blanton (2000), Wyxzynski(2000),  

Gaspara(1999), Mills(1999), Shaw(1999)  

    
P450 Smoking van Rooij(2001)  

    
GST Smoking van Rooij(2001),  Hartsfield(2001)  

    

EPHX1 Smoking Hartsfield(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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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 찰 

     

구순,구개열 환아의 부모 설문을 통해서 부모가 생각하는 이 질환의 원

인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임신 전이나 임신중의 양약 복용’, ‘부의 흡연’ 이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보였다. 모의 흡연보다 부의 흡연 때문으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모의 경우 흡연력이 6.1%로 매우 낮고, 부의 경우 

87.6%로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것과 비교할 때, ‘모의 흡연’보다 ‘부의 흡연’을 

더 원인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의 흡연을 중심으로 본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환아 나이 1~4세에서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구순,구개열 발생 확률이 2.3배로(95% 신뢰구간: 

1.2-4.6, p-value:0.013)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환아 연령군에서도 

비흡연에 비해 현재흡연의 비차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헌 고찰을 통해서 모의 흡연과 구순,구개열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문헌

들을 메타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모의 흡연시 구순 및 구개열

(CL/P:Cleft lip with/ without palate)의 발생 확률은 1.35배(95% 신뢰구

간:1.26-1.44, p-value< 0.00001), 독립적 구개열(CP:Cleft palate only)의 발

생 확률은 1.29배(95% 신뢰구간:1.13-1.48, p-value= 0.00018) 높게 나타났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구순,구개열의 가족력은 설문응답자 중 13.1%(14명)로 형

제 내에서의 가족력이 있는 가계는 14.3%(2명), 2촌 이내의 가족력을 가진 

가계는 14.3%(2명), 4촌 이상의 가족력을 가진 가계는 71.4%(10명)이었다. 

이것은 Kim et al.(2002)의 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력의 유무와 

환아 부모의 구순,구개열 원인 인식에 대한 비교에서는 가족력이 있거나 없는 

경우 모두 ‘임신 전이나 임신 중의 양약 복용’ 항목을 1순위로 생각하였으나 

2,3순위에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부모의 유전’을 원인으로 생각하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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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력이 없는 경우는 환경적인 요인인 ‘부모의 흡연’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일반 인구 집단이 아닌 병원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응답자에 한해

서 조사한 것으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제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구순,구개열의 원인 인식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일개 종

합병원의 환아 부모 대상의 조사가 대표성을 가지기는 어렵더라도 전반적인 

질환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많은 문헌을 통한 원인들과의 비교

를 통해서 우리나라 인구 집단 대상의 연구시 접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구순,구개열의 원인을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는데, 그    

원인 기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의 단독적인 영향보다는 상호작용적인  

영향이라고 보았다(Wyszynski & Beaty et al,1996).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로는 모의 임신전이나 임신중의 흡연이나 알코올 섭취, 약물 복용, 복합

비타민의 섭취부족, 직업적 위험 요인 노출, 화학적 위험 지역 노출 등으로 

위험 요인들이 연구되어지고 있다(Leite et al,2002).  

 

부의 흡연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흡연 실태조사에서 보면 흡연자 중 

남자가 66.3%가 흡연자였고 여자는 3%에 불과했으며(한국갤럽,2000), 본 연

구에서도 부의 흡연이 87.6%, 모의 흡연이 6.3%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구

순,구개열 환아 대상의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 아버지의 집안에서 흡연한 사례

가 구순,구개열 발생이 2.6배 높게 나타났다(국민 일보,2001). 또한 본 연구

의 부의 흡연과 구순,구개열과의 관련성을 보기 위한 환자-대조군 연구에서도 

환아 연령층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비흡연군에 비해 흡연

군의 비차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흡연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구

순,구개열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본 연구에서 환자군의 수

가 많지 않아서 그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위험성의 증가를 확

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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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흡연과 자녀의 구순,구개열과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전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그 가능성으로 첫째, 간접 흡연으로 인한 기

형 발생 가능성, 둘째, 흡연이 기형 유발 인자로 작용하여 그 독성으로 변형

된 정자의 수정으로 인한 자녀의 선천성 기형발생 가능성(David et al,1991), 

셋째, 설문 응답시 감추어져서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실제로 모의 

흡연으로 인한 자녀 기형 발생 가능성(Kallen,1997)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

러므로, 부모의 흡연과의 관련성을 본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확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모의 흡연과 구순,구개열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초부터 

제시되었고, 그 기전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Diego et al,1997). 임신 동

안의 모의 흡연과 구순,구개열의 발생과의 관련성은 여러 연구들에서 보고되

어 왔다. 모의 흡연과 저체중아, 미숙아, 신생아 사망등의 긍정적 관련성에 대

한 보고는 많이 있었으나, 언제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지는 않았다

(Kallen,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성은 계속 여러 나라에서 보고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환자-대조군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에서도 모의 흡연

과 구순 및 구개열(CL/P, CP)과의 관련성(CL/P-OR:1.35 , CP-OR:1.2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함된 연구 문헌의 수가 적으나 임신 

초기 3개월 내의 모의 흡연과 구순,구개열과의 관련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흡연이 태아에게 노출될 때 환경적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독립적인 독성을 

명확하게 밝히는데는 많은 제한점이 있다. 모의 건강 상태, 영양 상태, 비타민 

섭취등 많은 혼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효과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

등의 어려움이 있다(Hemminki,1983). 많은 연구들에서 전부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더라도 모의 흡연과 구순,구개열과의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신 기간중의 알코올 섭취는 정상적인 발달과 성숙에 변형을 초래하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기전을 이끄는 neural crest cells의 이상 형성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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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다(Leite et al,2002). 임신 기간중의 알코올 섭취시 구순,구개열의 발생이 

최대 섭취량(10회이상/달)에서 4배(95% 신뢰구간:1.1-15.1) 높게 나타났고

(Munger et al,1996), 용량 반응 관계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았

으나 구개열의 발생이 2.28배(95% 신뢰구간:1.02-5.09)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Lorente et al,2000). 

 

이러한 모의 흡연이나 알코올 섭취와 구순,구개열과의 관련성 연구는 효

과적인 공중 보건 관리를 통하여 산모의 흡연이나 알코올 섭취를 감소시킴으

로써 구순,구개열과 같은 선천성 기형의 감소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

서 강조점이 있다고 본다. 

 

직업적으로 화학적 위험에 노출과 구순,구개열 발생과의 관련성을 살펴

본 연구에서, 모의 직업으로 임신 기간 중에 솔벤트(Solvents)와 관련된 업무

(가죽 제작 업무, 미용사, 세탁 업무 등)에 종사한 경우, 구순,구개열의 발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Bianchi et al,1997; Holmberg et al,1982; Garcia & 

Letcher,  1998). 또한, 위험 쓰레기 오염 지역이나 농업과 관련하여 농업용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2배이상의 위험성을 보여주었다(Cordier et al, 

1997). 그러나 이러한 직업적, 화학적 위험에 노출된 정도를 측정하거나 용량 

효과, 단독 효과 작용, 화학적 독성을 환경적 인자로 확인하는 것 등이 어렵

다는 제한점으로 그 관련성을 명확히하기는 어렵지만, 그 관련 직업에 종사하

는 여성이 임신 기간 중에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는 위험성을 강조하는데 의

의가 있겠다. 

 

약물 복용과 관련된 연구에서 Diazepam, Oral hormones medications, 

Orticosteroids, Benzodiazepines, Nonsteroidal anti-inflammtory 등과 관련

된 연구 보고가 있었다. Benzodiazepines은 우울이나 불면증, 간질등의 증상

에 사용하는 약물로서 임신 기간중에도 처방 되어지기도 하는데 이 약물의 

구순,구개열 발생의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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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95% 신뢰구간:1.13-2.82)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Dolovich et al,1998). 

Anti-inflanmatory drugs(NSAIDS)은 류마티스성 관절 질환이나 근육통, 일시

적 통증 완화를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 노출되기 쉽다고 볼 수 

있다. Ericson et al.(2001)은 Anti-inflanmatory drugs (NSAIDS)이 구순,구개

열의 발생이 2.61배(95% 신뢰구간 :1.01-6.78) 높다고 하였고, Loffredo et 

al.(1994)는 2.59배(95% 신뢰구간:1.35-4.98) 높다고 하였다. Hill et al. 

(1988)은 임신 초기 3개월 동안의 Steroid hormones의 복용이 구순,구개열

의 발생을 1.5배, Sulfs은 2.4배, Anticonvulsants는 5.3배 높인다고 하였다.  

 

복합 비타민 내에 주로 포함되어 있는 엽산(Folic acid)이 선천성 기형을 

감소시킨다는 기전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임신중의 열감(Fever)이나 

흡연 등이 잠재적인 기형 유발 인자로 작용하는데 있어 엽산이 억제 역할을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임신 전후로 복합 비타민(엽산 등 포함)을 복용하지 

않은 군에서 구순,구개열의 발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Shaw et 

al(1995), Czeizel et al.(1996), Welrler et al.(1999), Padmaja et al.(2001)의 

연구에서 복합 비타민을 섭취한 군에서 구순,구개열의 발생이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임신 중 열감(Fever)이 있으면서 복합 비타민을 복용하지 

않은 군이 복용한 군에 비해 구순,구개열의 발생 확률이 CL/P에서 2.9배

(95% 신뢰구간:1.4-5.8), CP에서 1.3배(95% 신뢰구간:0.4-3.9)로 높았다

(Shaw et al, 1995). Botto et al.(2002)의 연구에서도 열감이 없으면서 비타민

을 복용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구순,구개열 발생이 40% 감소하였다

(OR:0.6,  95% 신뢰구간:0.4-1.0). 즉, 엽산과 같은 복합 비타민이 열감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은 아니었으며, Czeizel & Dudas(1992)의 헝가리 연구에서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그 관련성을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신 중의 복합 비타민의 섭취와 관련된 대단위 인구 역학 조사가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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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구순,구개열과 유전인자 TGF-α,β의 관련성(Ardinger et al, 

1989; Maestri et al,1997; Shiang et al,1993)을 보고한 이래로 구순,구개열의 

유전적인 원인에 대한 연구로 SKI, MTHFR, TGFB2, TGFA, MSX1, PVRL1, 

TGFB3, GABRB3, RARA, BCL3 등이 보고되었다. 1번 염색체는 SKI, 

MTHFR와 TGFB2, 2번 염색체는 TGFA, 4번 염색체는 MSX1, 6번 염색체는 

MSX1, 11번 염색체는 PVRL1, 14번 염색체는 TGFB3, 15번 염색체는 

GABRB3, 17번 염색체는 RARA, 19번 염색체는 BCL3 등이었다. Hwang et 

al.(1995)은 구순,구개열 환자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TGF-α Taq I polymorp  

-hism의 유전형태(Genotype)의 회수가 더 높은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χ2=5.9, df=1, p=0.015), 구순,구개열(CL/P나 CP) 환자군에서 같은 질환의 

가족력이 대조군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난 것을 볼수 있다. 유전자와 흡연, 

알코올, 비타민등의 환경 인자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보고들에서 유전자로는 

TGFA, MSX1, TGFB3, RARA, MTHFR, P450, GST, EPHX1 등이었다. 

Vanderas(1987)에 의하면 미국 인디언 다음으로 아시안 나라들에서 더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데 일본은 1000명당 1.65명, 중국은 1000명당 1.2명으로 나

타났고, Kim et al.(2002)의 연구에서 한국에서의 발생률이 1000명당 1.86명

으로 아시안 나라들 중에서도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유전자 단독의 구순,구개열 발생 위험 인자로의 통계적 유의성

은 분명하지 않으나 그 관련성은 계속 보고되고 있고, 인종마다 그 발생률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는 이 분야의 우리나라 인구 대상의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구순,구개열의 가족력이 13.1%로 나타

난 것을 감안하면 유전적 요인을 간과할 수 없으며 특히, 앞으로 유전적 요인

과 환경적 요인 상호 작용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47 -

VI. 결 론 

 

본 연구는 1997년 1월 ~ 2002년 7월의 기간 동안 일개 종합 병원에서 

구순, 구개열로 진단 받고 교정 시술을 받은 환아의 부모들 45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총 설문응답자 107명 중 ‘가족 중 구순,구개열 유병 

현황’에서 가족력이 있는 대상자 14명(13.6%)에게는 직접 전화 방문을 통한 

면담 조사로 가족력을 중심으로 한 가계도(Pedigree)를 확인하였다. 부의 흡 

연과 구순,구개열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설문에 응한 응답자 중 89명의 환 

자군과 2658명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환자-대조군 연구를 시행하였다. 모의 

흡연과의 관련성을 위해 문헌 고찰을 통한 선행 연구들을 메타 분석을 통해서 

비차비(Overall effect)를 알아보았다. 또한, 문헌 고찰을 통하여서 구순, 구 

개열의 환경적 및 유전적 관련 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구순,구개열 환아의 부모 설문을 통해서 부모가 생각하는 이 질환의 원

인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임신 전이나 임신중의 양약 복용’, ‘아빠의 흡연’ 

이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보였다.  

 

2. 이 연구에서 구순,구개열의 가족력은 13.1%(14명)이었다. 또한, 가족력

의 유무와 환아 부모의 구순,구개열 원인 인식에 대한 비교에서는 가족력 있

거나 없는 경우 모두 ‘임신 전이나 임신 중의 양약 복용’ 항목을 1순위로 생

각하였으나 2,3순위에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부모의 유전적 요인’으로 생

각하였고, 가족력이 없는 경우는 환경적인 요인인 ‘부모의 흡연’을 원인이라고 

하였다.  

 

3. 환아의 부가 흡연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흡연하는 경우가 구순,구개열의 

환아를 가질 확률이 2.3배(환아 나이:1~4세, 95% 신뢰구간: 1.2-4.6)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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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의 흡연과 구순,구개열과의 메타 분석에서 모의 흡연시 구순 및 구개

열(CL/P)의 발생 확률은 1.35배(95% 신뢰구간:1.26-1.44 p-value<0.00001), 

독립적 구개열(CP)의 발생 확률은 1.29배(95% 신뢰구간:1.13-1.48 p-value= 

0.00018) 높았다. 이 밖에 구순,구개열의 환경적인 원인에 대한 연구로는 알

코올 섭취, 직업적 위험 요인 노출, 화학적 위험 지역 노출, 약물 복용, 복합 

비타민의 섭취 부족 등으로 위험 요인들이 연구되어지고 있다. 

 

      5. 구순,구개열의 유전적 관련성이 있는 염색체를 위치별로 보면, 1번 염색

체는 SKI, MTHFR와 TGFB2,  2번 염색체는 TGFA, 4번 염색체는 MSX1, 6

번 염색체는 MSX1, 11번 염색체는 PVRL1, 14번 염색체는 TGFB3, 15번 염

색체는 GABRB3, 17번 염색체는 RARA, 19번 염색체는 BCL3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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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환아의 치료 만족도 

항 목   명   (%) 

    

환아의 시술 치료 결과 매우 불만족(1 점) 3 ( 3.8 ) 

 불만족(2 점) 10 ( 12.5 ) 

 보통(3 점) 31 ( 38.8 ) 

 만족(4 점) 23 ( 28.8 ) 

 매우 만족(5 점) 13 ( 16.3 ) 

 무응답 27 . 

    

환아의 치료후 흉터(외모) 매우 불만족(1 점) 7 ( 6.7 ) 

 불만족(2 점) 25 ( 23.8 ) 

 보통(3 점) 37 ( 35.2 ) 

 만족(4 점) 25 ( 25.7 ) 

 매우 만족(5 점) 9 ( 8.6 ) 

 무응답 2 . 

    

환아의 정상적 생활 적응 매우 불만족(1 점) 2 ( 1.9 ) 

 불만족(2 점) 4 ( 3.7 ) 

 보통(3 점) 30 ( 28.0 ) 

 만족(4 점) 43 ( 40.2 ) 

 매우 만족(5 점) 28 ( 26.2 ) 

    

경제적 부담(수술, 치료비) 매우 불만족(1 점) 18 ( 17.0 ) 

 불만족(2 점) 25 ( 23.6 ) 

 보통(3 점) 37 ( 34.9 ) 

 만족(4 점) 22 ( 20.8 ) 

 매우 만족(5 점) 4 ( 3.8 ) 

 무응답 1 . 

    

  계 107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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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환아 관련 가장 걱정스러운 요인( 우선 순위 ) 

항 목   명   (%) 

가장    

걱정스러운 것  환아의 치료 후의 흉터-외모와 관련 42 ( 44.2 ) 

1 순위 환아의 치료 과정중의 고통 17 ( 17.9 ) 

 언어 발달 17 ( 17.9 ) 

 환아의 정상적 생활 적응 10 ( 10.5 ) 

 경제적 부담-수술,치료 비용등 5 ( 5.3 ) 

 신체 발육 2 ( 2.1 ) 

 다른 자녀 출산에 대한 걱정 2 ( 2.1 ) 

 무응답 12 . 

    

2 순위 환아의 치료 후의 흉터-외모와 관련 21 ( 22.1 ) 

 환아의 정상적 생활 적응 21 ( 22.1 ) 

 환아의 치료 과정중의 고통 13 ( 13.7 ) 

 언어 발달 13 ( 13.7 ) 

 경제적 부담-수술,치료 비용등 12 ( 12.6 ) 

 다른 자녀 출산에 대한 걱정 8 ( 8.4 ) 

 신체 발육 7 ( 7.4 ) 

 무응답 12 . 

    

3 순위 경제적 부담-수술,치료 비용등 25 ( 26.3 ) 

 환아의 정상적 생활 적응 22 ( 23.2 ) 

 환아의 치료 과정중의 고통 16 ( 16.8 ) 

 다른 자녀 출산에 대한 걱정 11 ( 11.6 ) 

 환아의 치료 후의 흉터-외모와 관련 10 ( 1.5 ) 

 언어 발달 6 ( 6.3 ) 

 신체 발육 5 ( 5.3 ) 

 무응답 12 . 

    

  계 107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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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환아 관련 가장 걱정스러운 요인 비교 

항 목 순위 고려 순위 고려하지 않음 

  총점수 (점) 총점수 (점)   

    

환아의 치료 후의 흉터-외모와 관련 126 82  

환아의 치료 과정중의 고통 51 50  

언어 발달 51 39  

환아의 정상적 생활 적응 30 61  

경제적 부담-수술,치료 비용등 15 48  

신체 발육 6 18  

다른 자녀 출산에 대한 걱정 6 25  

       

** 순위 고려시 1 순위 : 3 점  2 순위 : 2 점  3 순위 : 1 점 부여함  
 

부록 4. 원인 연구 참여 의사 

항 목   명   (%) 

    

원인에 대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84 ( 79.2 ) 

연구 시행에 대한 의견 바람직한 일이다 22 ( 20.8 ) 

 불필요하다   

 모르겠다   

 무응답 1 . 

    

원인 연구  예  105 ( 100.0 ) 

필요성 에 대한 의견 아니오   

 무응답 2 . 

    

원인 연구 참여 의사 예  76 ( 73.8 ) 

 아니오 27 ( 26.2 ) 

 무응답 4 . 

    

  계 107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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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설문 자료 

 

 ________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귀댁 환아의 주치의로서 항상 건강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구순 구개열의 발생률이 신생아 700명당 1명 꼴로 서양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발생률은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의 심리적 부담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순 구개열의 발생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대부분 외국의 사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팀은 “ 한국인의 구개, 구순열 질환의 발생 원인 연구 ”를 계획하고 

있고 이를 위해 환아 부모님들의 의견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구가 성 

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구개 구순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이 연구에 참여하실 경우 환아는 물론 환아의 가족들에게 본 연구팀에 

서 계획하고 있는 이 질환 관련 모든 혈청학적 및 유전학적 검사를 무료로 제공 

받게 됩니다.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구순 구개열 발생 원인 파악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 

용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담당 교수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 교실 박 병 윤 교수 ( 361-OOOO ) 

             연세대학교 역학 및 건강증진학과  지 선 하 교수 ( 361-OOOO ) 

 

 

 
 

 

 

문의 사항 : 신촌 세브란스 병원 02) 361-OOOO / 017-OOO-OOOO      

 

 

첨부한 설문지는 연구와 관련하여 참여 의사와 의견을 알아보는 기본 자료로서 연구

수행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지를 작성하신 후 반송 봉투에

넣어 9월 30일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에 응답 해주신 감사의 뜻으로 메모지를 동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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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설문에 응답하시는 귀하께서는 구순 구개열을 가진 자녀(이하 ‘환아’로 표시)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1)부(  )       (2)모(  )      (3)본인(  ) 

       

** 다음은 환아의 부모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1. 부모님의 현재 연령은?  

부 :   만       세  

모 :   만       세  

 

2. 부모님의 학력은? 

    부 : (1) 중졸 이하(  )  (2) 고졸(  )  (3) 전문대졸(  )  (4) 대졸이상(  ) 

모 : (1) 중졸 이하(  )  (2) 고졸(  )  (3) 전문대졸(  )  (4) 대졸이상(  ) 

 

3. 환아 부모의 직업을 표시해 주십시오. 

    (1) 부의 직업은?  ( 있다.  없다 ) -> 있다면 ______________________ 

    (2) 모의 직업은?  ( 있다.  없다 ) -> 있다면 ______________________ 

 

4. 부모님께서는 흡연을 하십니까? 

4-1. 부의 흡연 여부  
 (1) 현재 흡연한다 (  )  (2)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끊었다 (  )   (3) 전혀 피운적 없다 (  ) 

    -> (1)과 (2) 선택 시 흡연 기간과 양 : __________년동안 ______________개피/하루 

4-2. 모의 흡연 여부  
(1) 현재 흡연한다 (  )  (2)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끊었다 (  )   (3) 전혀 피운적 없다 (   ) 

 (1)과 (2) 선택 시 흡연 기간과 양 : __________년동안 ______________개피/하루 

 

5. 주로 환아를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 부(  )  (2)모(  )  (3)조부(  )  (4)조모(  )  (5)기타(             ) 

 

6. 귀하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 _______남___________녀) 

 

7. 환아 이외의 다른 자녀 중 구순, 구개열 질환을 가진 자녀가 있습니까? 

(1) 예 (  )    (2) 아니오 (  ) 

 

8. 구순, 구개열 질환을 가진 다른 가족이나 친척이 있으십니까?  

  (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 고모, 6촌, 외4촌 등) 

(1) 예 (  )    (2)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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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의 질병 치료와 관련한 문항입니다. 

 

9. 치조골 이식술을 받으셨습니까? 

(1) 예 (  )    (2) 아니오 (  ) 

 

10. 치과 교정 시술을 받으셨습니까? 

(1) 예 (  )    (2) 아니오 (  ) 

- ‘ 예 ‘라면 얼마동안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____________개월 

 

11. 치조골 이식술과 치과 교정 시술 이외의 다른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1) 예 (  )    (2) 아니오 (  ) 

- ‘ 예 ‘라면 어떤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 예: 언어치료, 물리치료 등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질환의 치료 과정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한 문항입니다. 

 

12. 환아의 구순 구개열 수술 및 시술의 치료 과정과 관련하여 만족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만족도 정도를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5점’ 으로 표시) 

 

 

 

 

(1) 환아의 시술 치료 결과 

 ( 치조골 이식술 치과 교정술 결과 ) 

(2) 환아의 치료 후의 흉터 등- 외모와 관련   

(3) 환아의 정상적 생활 적응 

(4) 경제적 부담 - 수술, 치료 비용 등  

 

13. 환아를 계속 돌보면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 3가지만 고르시고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순서대로 1, 2, 3을 기입해 주십시오) 

 

      (1) 환아의 치료 과정중의 고통  (  ) 

      (2) 환아의 치료 후의 흉터- 외모와 관련  (  ) 

      (3) 환아의 정상적 생활 적응  (  ) 

      (4) 경제적 부담 - 수술, 치료 비용 등  (  )  

      (5) 언어 발달  (  ) 

      (6) 신체 발육  (  )  

      (7) 다른 자녀 출산에 대한 걱정 (  ) 

      (8)  기타 ( 다른 의견을 기입해 주십시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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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의 원인 연구에 대한 인식도와 관련한 문항입니다. 

 

14. 귀하가 알고 있는 구순 구개열 질환에 있어서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가지만 고르시고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순서대로 1, 2, 3을 기입해 주십시오) 

   

(1) 엄마의 흡연  (  ) 

      (2) 아빠의 흡연  (  ) 

      (3) 엄마의 음주  (  ) 

      (4) 아빠의 음주  (  )  

(5) 임신 전이나 임신중의 한약(보약) 복용  (  )  

(6) 임신 전이나 임신중의 양약 복용  (  )  

(7) 임신 전이나 임신중의 건강식품 복용  (  )  

(8) 식이 (  )  

      (9) 엄마의 유전적 요인  (  ) 

      (10) 아빠의 유전적 요인  (  ) 

      (11) 기타 ( 다른 의견을 기입해 주십시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 한국인을 대상으로 구순 구개열 질환의 원인에 대한 연구를 시행한다면,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   ) 

(2) 바람직한 일이다       (   ) 

(3) 불필요하다            (   ) 

(4) 모르겠다              (   ) 

     

16. 구순, 구개열 질환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  )    (2) 아니오 (  ) 

 ‘예’ 라면 귀하께서는 이 연구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1) 예 (  )    (2) 아니오 (  ) 

 

** 귀하의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가 이하 내용과 다르면 수정하여 주십시오. 
 

 

** 설문을 동봉한 봉투에 넣어 9월 30까지 보내주십시오. 끝까지 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소  

-> 수정  

 
전화 번호 -> 수정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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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Environmental and Genetic Etiology factors in cleft lip 

and palate. 

Myung Hee Kim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 Ha Jee, Ph.D.) 

 

This study was an investigation by questionnaire, from January 1997 to 

July 2002, of 453 people who had been diagnosed and treated with cleft lip 

and/or palate in one hospital. Among them, 107 participated in the study. 

 

1) According to priorities, we investigated the kinds of cleft etiologies 

considered by their parents. 2) A case-control study with a case group of 89 

cases of parental smoking participants and a control group numbering 2658 

among KMIC (Korea Medical Insurance Corporation) data was us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ternal smoking and orofacial clefts.  

3) The overall eff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moking and 

orofacial clefts was estimated by meta-analysis of previous studies.  

In addition, we investigated environmental and genetic etiology in clefts 

through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first priority was ‘drug intake during early 

pregnancy’, and the second was ‘paternal smoking’. This study showed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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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people) heritable cases in clefts. Furthermore, among those with and 

without a family history of clefts, ‘drug intake during early pregnancy’ was 

selected as the first priority risk factor. However, among those cases with a 

family history, ‘parental genetic etiology’ was selected for the second and 

third priorities, while among those cases without a family history, ‘parental 

smoking’, environmental factors, and orofacial clefts were selected. 

 

The frequency of cleft occurrence was 2.3 times higher in the paternal 

smoking group than in the paternal non-smoking group (age of children with 

clefts: 1-4 years, 95% confidence interval: 1.2-4.6)  

 

We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maternal smoking during early 

pregnancy. From this analysis, the overall effect of the maternal smoking 

group was estimated to be 1.35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maternal non-

smoking group in frequency of CL/P (cleft lip with or without palate) 

occurrence (overall OR: 1.35, 95% CI: 1.26-1.44, p-value <0.00001). Also, we 

estimated that the overall effect of the maternal smoking group was 1.29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maternal non-smoking group in CP (cleft palate only) 

occurrence (overall OR: 1.29, 95% CI: 1.13-1.48, p-value= 0.00018).  

Other studies have investigated environmental etiology factors, such as 

maternal consumption of alcohol or drugs during early pregnancy, exposure to 

risky chemical occupation or areas, and the absence of multivitamins with folic 

acid.  

 

In addition, we investigated the genes having genetic interaction by 

gene-loci in clefts. The genes of 1 loci were SKI, MTHFR and TFGB2, 2 locus 

was TGFA, 4 locus was MSX1, 6 locus was MSX1, 11 locus was PVRL1, 14 

locus was TGFB3, 15 locus was GABRB3, 17 locus was RARA and 19 l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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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BCL3.  

 

Unfortunately, little is known regarding the etiology and embryology of 

these clefts in the Korean population. Especially, we cannot disregard the 

effect of genetic interaction in clefts in considering the 13.1% family heritable 

cases in this study. It is evident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that further 

investigations into the environmental and genetic etiology in the Korean 

population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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