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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구강질환(oral disease)이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을 증가 시키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1990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Korea 

Medical Insurance Corporation)의 검진 대상자 180,037명중에서 1996년에 구

강검진에 참여한, 남성 78,252명과 여성 32,414명으로 총110,666명이었다. 또한 

대상자들 중 1996년을 baseline으로 하여 기존 심혈관질환에 이환 된 남성 

1,015명, 여성 218명을 제외한 후 구강검진에 참여한자 중 구강검진자료가 불충

분하거나 설문자료가 불충분한 남성 225명, 여성 34명을 제외한 남성 77,012명

과 여성 32,162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분석방법은 1996년에 조사된 결손치(tooth loss), 치주질환(periodontal 

disease), 치아우식증(dental caries)의 상태를 1997년부터 2002년 사이에 새롭

게 발생한 뇌혈관질환(cerebrovascular disease)과 관상동맥질환(coronary 

heart disease)발생 관련성을 심혈관질환과 다른 혼란변수의 영향을 통제

(adjusted)한 후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때, 구강질환의 변수로 결손치 유무, 치아우식증 유무, 치주질환 유무를 사용하였

다. 이 중 분류오류(misclassification bias)가 적은 결손치를 독립변수로 이용하

였으며, 결손치의 수를 0개, 1~5개, 6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결손치가 없는 경우와 

대조하여 심혈관질환 발생의 위험률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연구대상의 평균 연령은 남성이 50세, 여성이 

47.2세로 남성이 조금 높았다. 결손치 유병률은 남성이 28.2%(21,730명), 여성

이 17.2%(5,547명)이었고, 치주질환 유병률은 남성이 55.6%(42,803명), 여성이 

39.0%(12,530명)이었으며, 치아우식증 유병률은 남성이 23.0%(17,675명),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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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20.4%(6,558명)이었다. 남성의 경우 결손치가 없는 군에 비해 결손치가 있

는 경우 뇌졸중 발생위험률이 1.1배(95% CI1 : 1.0-1.3) 높았다. 출혈성뇌졸중에 

있어서는 결손치가 6개 이상인 경우 결손치가 없는 사람에 비하여 출혈성뇌졸중

이 발생할 위험비가 1.9배(95% CI : 1.3-3.1) 높았다. 한편, 여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손치와 치주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뇌졸중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결손치가 6개 이상이면서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 결손

치와 치주질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출혈성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2.3배(95% CI : 

1.3-4.1) 높았다. 또한, 결손치가 6개 이상이고 치아우식증이 있는 경우, 결손치

와 치아우식증이 없는 경우에 비해 출혈성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2.2배(95% CI : 

1.0-4.7) 높았다. 결손치와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요인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는 뇌혈관질환에 걸릴 위험률이 더욱 증가하였다. 결손치가 6개 이상이고 흡연을 

하는 경우 결손치가 없는 비흡연자에 비해 출혈성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2.5배

(95% CI : 1.4-4.4) 높았다. 또한, 결손치가 6개 이상이면서 고혈압인 경우 결손

치가 없고 정상 혈압인 경우에 비해 출혈성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9.6배(95% CI : 

5.5-16.7) 높았다. 여성에서는 이러한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았다.  

결손치와 심혈관질환 발생과의 관련성은 50세 미만의 젊은 층에서 더욱 분

명하게 보였다. 연령이 50세 미만인 군에서 결손치가 6개 이상인 사람의 뇌혈관

질환의 위험률은 결손치가 없는 사람에 비하여 2.8배 높았다. 이러한 관계는 출혈

성뇌졸중의 경우 결손치가 6개 이상일 때 그 위험률이 결손치가 없는 군에 비하

여 3.8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또한, 치주질환의 경우에도 50세 미

만의 젊은 군에서는 출혈성뇌졸중의 위험률이 치주질환이 없는 군에 비하여 1.4

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CI1: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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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구강질환 중 결손치는 출혈성뇌졸중 발생위험률을 증가시켰고, 

특히 기존의 심혈관질환 위험요인과 함께 뇌졸중의 발생위험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러한 관련성은 젊은 연령층에서 더욱 두드려졌다. 앞으

로 이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인 역학적 연구와 생물학적 기전에 관한 연구가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 

핵심되는 말 : 결손치, 치주질환, 치아우식증, 출혈성뇌졸중, 허혈성뇌졸중, 관상동

맥질환, 뇌혈관질환, 구강질환, 심혈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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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배경  

  

우리나라의 생활양식이 점차 서구화되면서 질병발생 양상도 비슷해져 가고 

있다. 한국인의 사망원인을 보면 1980년 이후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계속

적으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사망통계연보 2000). 200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의하면 21대 질병 분류별 총 진료비 약 13조30억원 중 순환기계질환의 총 진료

비가 1조740억원을 차지하는 반면 치과 총진료비가 약 1조38억원으로 순환기계

질환과 치과질환의 진료비 부담의 심각성을 나타내었다(건강보험통계연보 2001

년). 이에 질병간의 상관성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향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2001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현황에 의하면, 수검대상

자중 40대에서 60대까지의 통계를 보면 1개 이상의 결손치를 보유하고 있는 인

구비율은 25.5%, 치주질환이 있는 인구비율은 58.8%, 치아우식증이 있는 인구비

율은 22.8% 였다(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 2000). 이런 사회적 여건에 발맞추어 

구강의 건강과 심혈관질환(cardiovascular diseases, 이하 CVD)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가 세계각국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생물학적으로도 치주질환과 

같은 만성감염이 CVD 및 균혈증과 관련된 질환으로 발생된다는 많은 보고가 있

었다 (DeStefano et al. 1993; Ebersole et al. 1997; Epstein et al. 1999; 

Danesh et al. 1999; Mattila et al. 2000; Papapanou et al. 2000; Espinola-

Klein et al. 2002; Hujoel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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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merican Dental Association 뉴스에 따르면 헬싱키대학의 피코 푸

시넨(Pirkko J. Pussinen)과 그 동료들이 1,163명의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

구한 결과, 치주질환 박테리아가 심장병을 유발하는 반면, 치아가 없는 경우도 발

병률이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 결손치가 없는 사람은 심장질환 발병률이 12%인데 

반해 결손치가 있는 참가자들은 20%이상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Desvarieux등(2003)의 연구에서는 심장병이나 뇌졸중 병력이 없는 55세 이

상 711명을 대상으로 결손치의 개수, 치석을 포함한 치주질환이 있는지를 조사했

다.  또한, Desvarieux 등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에 다른 종류의 혈전이 

있는지도 검사했다. 경동맥이 좁아지면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결손치가 

1~9개인 사람은 45%, 10~19개의 결손치를 보유한 사람은 60%가 경동맥에 혈

전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연구에서 “흡연과 당뇨병 등이 치

아 손상과 심장병 위험을 촉진할 수 있는 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생활습관을 감

안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특히 치주조직의 세균과 그 생성물, 

염증과 면역 매개체들의 저장고(reservoir)역할을 하게 되어 그 영향이 혈관을 

통해 다른 신체기관에 작용하게 됨으로써 당뇨, 임산부의 저 체중아 분만,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치주조직관리의 중요성을 부

각시키고 있다. 

구강질환과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코호트 연구에서 치아우식증은 관상동맥

질환 발생과의 상관성이 유의하지 않은 반면 구강위생은 그 상관성이 유의하였고, 

치주질환이 있거나 무치아군의 관상동맥질환 발생 위험률이 70% 증가하였다

(DeStefano et al. 1993). 임상 역학적 연구로 1940년대 괴사성 궤양성 치은염

(necrotizing ulcerative gingivitis)과 흡연과의 연관성이 보고 된 이후(Pindborg 

et al. 1947), 1950년대 흡연자의 치은상부에 치석 침착이 관련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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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walski et al. 1971), 치은염발생이 흡연에 많은 연관성을 갖는다고 보고 되었

다(Aron et al. 1958).  

치주질환과 심혈관질환에 대한 관련성을 최초로 보고한 연구는 1963년에 

Mackenzie와 Millard가 발표한 “Interrelated effects of diabetes, 

arteriosclerosis and calculus on alveolar bone loss” 이다. 이는 약 200명의 당

뇨 환자와 동맥경화환자를 대조군 간의 치조골 손실량을 비교하였는데 각 군의 

치조골 손실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심혈관질환과 구강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흔한 질환이며 이는 보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치과 치료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불안, 혈관수축제가 

포함된 국소 마취제의 사용 등이 환자에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경우 생명에 

위급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구강질환과 심혈관질환과의 연관성에서 다른 위험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이 검증된다면 심혈관질환 

예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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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론적 고찰 

 

1.2.1 구강질환이 심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생물학적 기전  

 

많은 역학적 연구들을 통해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결손치의 경우, 세균들

의 만성 감염으로 인해 다양한 직접,간접적인 경로로 심혈관질환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를 얻었다(Destefano et al. 1993; Mattila et al. 1995; Joshipura et al. 

1996; Beck et al. 1996; Danesh et al. 1999; Epstein et al. 1999). 구강질환이 

심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물학적인 기전은 치주 미생물들이 죽종

성변성(atheromasia)에서 발견되었으며(Chiu et al. 1999; Haraszthy et al. 

2000), 이들 미생물의 내독소(endotoxin)는 내피세포를 파괴시키고, 평활근의 분

화를 촉진시킨다(Lopes-Virella et al. 1985). 또한, 치주질환은 C-reactive 

protein, fibrinogen과 같은 응고인자와 혈소판의 응집을 증가시켜서 

atherosclerosis와 thrombosis의 발생에 영향을 준다(Herzberg et al. 1996; 

Noack et al. 2001). 연령, 성별, 흡연여부, 음주여부, 사회 경제적 수준, 당뇨, 고

혈압, 고지질증, 비만, 유전인자 등의 많은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요인 가운데 구강

위생관리 소홀로 인하여 치아주위에 chlamydia pneumoniae, porphyromonas 

gingivalis, streptococcus sanguis, cytomegalovirus 그리고, herpes simplex 

type1과 type2등 많은 세균으로 형성된 치태(dental plaque)로 인하여 치아우식

증(dental caries) 내지는 치주질환(periodontal disease)이 발생 된다. 계속적인 

구강관리 및 보존치료를 소홀하게 되면 치아를 발치(tooth extraction)하게 되어 

구강 내 치아를 상실하게 된다. 결손치가 발생되면 식습관의 변화와 체중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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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심리적인 부담을 갖게 된다. 특히 치주질환 세균들은 endotoxin, 

lipopolysaccharide를 분비하여 cytokine등의 면역반응으로 내피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평활근의 증식을 유도한다(Alexander et al. 1970). 또한, 면역력이나 

영양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세균성 심내막염과 같은 전신질환이 고려되어져 왔다. 

치주염 환자에서 C-reactive protein 피브리노겐은 염증과 응고 요소들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혈소판 응집을 증가시켜 동맥경화와 혈전증에 기여하며

(Kristofferson et al. 1970; Sheiham et al. 1971), 인체 내 감염은 내성을 감소

시키고 atherogenic serum lipid profile로 이어질 수 있다(Lopes-Virella et al. 

1985;  Sammalkorpi et al. 1989;  Herzberg et al. 1996;  Noack et al. 2001).  

관상동맥 혈류의 흐름이 지방함유세포가 혈관내막에 축적됨으로써 지방질

에 대한 섬유성 반응이 일어나 내막의 두께가 증가하여 혈관의 내경이 좁아지고   

내면이 위축되어 심근에 국소허혈을 일으킨다. 심근허혈은 임상적으로 협심증

(angina pectoris)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통증이나 심근경색증(myocardial 

infarction)에서의 지속적인 통증, 또는 급사(sudden death)를 초래하기도 한다.  

면역학적 연구에서는 구강 내 다형핵백혈구 (polymorphonuclear 

leukocyte)의 기능 및 타액 내 면역항체와 혈장 내 면역항체(serum antibody)의 

기능 억제나 감소로 인한 숙주방어반응(host's defense response)의 저하를 가져

올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Wu et al. 2000). 세균감염은 upregulate tissue 

factor와 clotting cascade를 자극하여 thrombocytosis, platelet aggregation, 

fibrinogen의 증가 및 응고인자 Factor X 혹은 proinflammatory cytokine도 증

가시킨다. 식균작용(phagocytosis)은 병원균에 대한 체내방어작용의 결정적인 과

정으로 다형핵백혈구가 주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며 말초혈관의 다형핵 백혈구

가 기능장애와 난치성 치주염(refractory periodontitis)에 연관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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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farlane et al. 1992). 구강질환은 국소적인 혈관활동에 의한 염증반응 

(inflammatory response)으로 간주되어 단핵 식세포 (mononuclear phagocyte)

에 의해 주로 생성되는 골 흡수염증 매개체(bone resorbing inflammatory 

mediator)인 Interleukin이나 prostaglandine의 생성 및 증가에 대한 연구가 보

고 되고 있다(Payne et al. 1994, 1996; Johnson et al. 1996).  

Interleukin-1(IL-1)은 IL-1α와 IL-1β같은 두 가지 단백질 형태를 갖

는 cytokine이며, 염증반응과 결합조직의 파괴와 연관되어 mononuclear cell 

factor, catabolin, Osteoclast Activating Factor(OAF)라고도 알려져 왔다. OAF

의 경우에는 치주질환과 같은 국소적 골흡수의 기전을 연구하다 밝혀진 것으로 

결국 IL-1으로 분류되었다(Tatakis et al. 1993). IL-1 α는 주로 분화가 덜된 

각질세포(keratinocyte)에 의해 생성되며, 성숙된 세포에서는 생성되지 않는 반면 

IL-1β는 주로 조직내의 대식세포(macrophage)에 의해 생성된다(Charon et al. 

1982; Masada et al. 1990). 치주염 환자의 치은 열구 분비액에서 증가된 IL-1

α의 농도가 더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IL-1α가 주로 치주낭 상피세포(pocket 

epithelium)에서 생성되어 치은 열구 분비액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

이는 반면, 치주염증조직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에선 IL-1β가 치주염의 중요한 

매개체임을 보고하고 있다(Stashenko et al. 1991).  prostaglandin(PG)은 세포

막을 구성하고 있는 인지질(phospholipid)과 연관된 불포화 지방산인 arachidonic acid으로

부터 cyclooxygenase의 대사과정을 통해 생성된다.  

치주질환 정도에 따른 조직내의 PGE2농도를 측정한 결과 건강한 조직은 

1.7-7.7ng/g, 치은염에서는 5.8-58.9ng/g, 치주염에서는 23.2-103.8ng/g과 같

은 차이를 보여, 질환이 심화됨에 따라 조직 내 PGE2 농도가 증가되어 있음을 보

여 주었다. 이 외에도 PG는 피부염증 및 각질세포 증식과도 연관이 있으며, I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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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유도된다고 보고 되고 있다(Offenbacher et al. 1993; Payne et al. 

1996). PG와 관련된 골흡수에 대한 생화학적 기전은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많은 

경우에서 PGE가 파골세포의 활성에 의한 골 흡수를 자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Norton et al. 1989; Offenbacher et al. 1993).  

PGE2가 혈관확장과 증가된 혈관투과성으로 치주조직에 염증성 변화를 유

발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파골세포에 의한 골흡수와 교원질(collagen)의 파

괴를 촉진한다고 보고하였다(Payne et al. 199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치주에 

기생하고 있는 많은 미생물들이 atheromas에서 발견되었으며 치주염과 stroke과

의 관련성들이 보고되어 왔다(Solomon et al. 1968; Summers et al. 1968).  

위와 같이 많은 연구들이 구강질환과 심혈관질환 발생 간의 밀접한 연관성

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강질환이 심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생물학적 기전

을 계속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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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구강질환과 심혈관질환 (Cardiovaslcuar Disease, CVD) 과의 관련성에 

대한 역학 연구  

 

1)결손치(tooth loss)와 심혈관질환 과의 관련성  

 

구강질환 중 결손치는 주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원인으로 발생됨을 알 수 

있으며 이에는 구균, 간균, 나선균등 각종 세균들의 작용 기전이라 할 수 있다. 치주염이나 

무치아군이 치주염이 없는 군에 비해 총 Coronary Heart Disease(CHD)에 걸릴 확률이 

높았다. 무치아군에서 CHD의 발병위험률은 정상군에 비해 1.7배(95% CI : 0.93 - 

3.15)이었으며, 또한 치주염과 전체사망과의 비교위험도가 2.1배(95% CI : 1.24 - 

3.62)이었고, 무치아군과 전체 사망과의 비교위험도가 2.6배(95% CI : 1.33 - 5.07)로 

보고된 바 있다(DeStefano et al. 1993). 

Canadian에서 치은염군과 무치아군이 있는 경우 치명적인 CHD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edentulism(무치아군)의 total fatal stroke 연구에서 정상군에 

비해 무치아군에서 total fatal stroke 발생비교위험도가 1.63배 이었다(Morrison 

et al. 1999). 

무치아군과 치은염, 치주염에서 ischemic stroke의 발생비교위험도가 

1.4배(95% CI : 0.96-2.06)였으며, fatal stroke의 발생비교위험도가 정상군에 

비하여 2.1배(95% CI : 1.14-3.95)였다(Wu et al. 2000). 결손치에 대한 non 

fatal stroke연구에서 CVD발생의 위험 요인들을 통제한 후 결손치가 없는 군에 

비해 non fatal stroke의 발생위험도가 1.07이었다(Howell et al. 2001). 

 

Joshipura 등(2001)의 연구에서는 CVD의 발생 위험요인들을 통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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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이상의 치아를 보유하고 있는 군에 비하여 결손치아가 있는 군이 ischemic 

stroke이 발생될 수 있는 비교 위험도가 1.38이였다. 이 연구에서 0~10개의 

치아를 갖는 군과 25개 이상의 치아와 치주염이 없는 군을 비교하여 

edentulousm에 대한 관계를 찾아냈다(Joshipura et al. 2003). 결손치를 보철 및 

의치 등으로 치료한 것에 대해서는 감염에 대한 관련정보가 없는 관계로 

무치아군의 경우에 구강 내 감염증을 유발시킬 매개체가 없으므로 체내 항체면역 

반응이 형성되지 않아 CHD 혹은 CVD와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음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무치아상태로 되기까지 여러 많은 세균들의 감염 경로에 관한 전구성이야 

말로 인체내 항원 항체반응이 발생되었다고 본 연구자는 지적한다. 코호트의 

subgroup에 대한 질문지는 0~10개의 치아를 가지는 모든 참가자들은 의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구강감염과는 중요한 제한이 아님을 나타냈다(Morrion et al. 

1999). 결손치와 치주염이 없는 군에 비하여 있는 군이 허혈성뇌졸중(ischemic 

stroke)의 발생 위험이 2.11배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Wu et al. 2000). 이상과 

같은 역학 연구에 기초를 두어 본 연구에서도 치아 발치 후, 의치나 보철 수복을 

하지 않은 즉, 기능 불능한 경우를 결손치로 파악하였다.  

 

2) 치아우식증 (dental caries)과 심혈관질환과의 관련성 

 

구강질환 중 만성질환인 치아우식증은 경조직질환으로서 특히, streptococcus 

mutans, streptococcus salivarius, streptococcus sanguis, lactobacillus acidophilus, 

lactobacillus casei 등의 감염으로 exotoxin을 주로 분비하여 endotoxin을 분비하는 

치주세균들에 비하여 독립적인 감염증으로는 심혈관질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음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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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현황에 의하면 35~65세 남녀의 영구치 

우식 경험자율이 89.4%, 일인 평균 우식 경험 영구치수가 6.5개 였다. 구강질환 

중 치아우식증에 관한 심혈관질환과의 연관성에서 단독적인 역학검사는 없었으며, 

total dental index를 이용하여 심근경색증(myocardial infarction,이하 MI) 혹은, 

관상동맥질환의 연구에 있어서 심혈관질환의 위험 요인인 연령, 성별, 인종별, 

교육수준, 결혼여부, SBP(Systolic Blood Pressure), BMI(Body Mass Index), 

cholesterol level, diabetes, physical activity, alcohol use, smoking 등을 

보정(adjusted)한 결과, hazard ratio가 1.2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Mattila et al. 1995). 구강질환과 뇌졸중과의 역학연구에서 dental index 

score를 이용하여 nonfatal ischemic stroke 발생의 연구에 있어서 CVD 

발생위험 요인들을 보정(adjusted)한 후, 정상군에 비하여 odds ratio(OR)가 

2.6(CI : 1.18~5.70)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구가 

있었다(Syrlanen et al. 1988 ; Grau et al. 1997). Case control study에서 

dental caries와 periapical lesion의 연관성 연구에서 periapical lesions은 

ischemic stroke의 발생 위험이 있는 반면, dental caries, nonvital teeth, 

pericoronitis와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연구가 있었다(Joshipura et al. 2003). 

 

3) 치주질환 (periodontal disease)과 심혈관질환과의 관련성  

 

치주질환에 대한 기왕력과 잔존치아의 수를 조사한 후 관상동맥질환 

발생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구강 내 만성감염질환과 관상동맥질환에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Mattila et al. 1995; Joshipura et al. 1996; Danesh et al. 1999).  

이런 많은 역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에는 많은 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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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음성 세균들의 감염으로 인해 직접, 간접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상동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DeStefano et al. 1993; Joshipura et al. 

1996; Danesh et al. 1999; Epstein et al. 1999).  특히, 성인성 치주염에서는 

주로 Bacteroides gingivalis, B. intermedius, B. forsythus, B. capillus, 

Wolinella recta, Selenomonas squtigena, Eubacterium timidum, E. brachyii, 

E.nodatum, Spirochaeta, Fusobacterium nucleatum, Actinobacillus 

actinomycetemcomitans등이 주로 관여 한다(Slots et al. 1978). 

Capnocytophaga균주는 섬유아세포(fibroblast)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분비하여 숙주 백혈구의 기능 부전을 일으키기도 한다. Actinobacillus 

actinomycetemcomitans균은 섬유아세포와 다형핵백혈구를 파괴하는 외독소인 

백혈구독소(lcukotoxin)를 분비하며 이 백혈구독소(leukotoxin)는 골조직흡수 

능력, 대식세포(macrophage)세균독성을 분비 하고, 혈소판 응집을 일으키며  

외독소 및 내독소는 이들 균이 성장하면서 세포벽에서 탈락되어 소포낭(vesicle)이 

형성된다.  A. actinomycetemcomitans가 국소유년형 치주염의 원인균 으로 많은 

연구가 되고 있으며 이 균주에 대한 혈청학적, 생물학적 연구에 대하여 많은 

진전이 보고되고 있다. 국소유년형 치주염환자의 치주낭에서 가장 많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건강한 부위에서는 잘 안 나타나며 질환에 이환된 치주낭 내에서 

흔하게 분리되어 정상인의 치은 열구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Beck등에 의한 veterans administration에서 치주염이 없는 남성보다 

치주염이 있는 남성이 뇌혈관질환 발생 비교위험도가 2.8배 높았다(Beck et al. 

1996).  

치주염과 심혈관질환의 선행연구로서 치주염이 없는 군에 비하여 치주염이 있는 

군에서 CHD의 비교위험도가 1.7배 이었다(Destefano et a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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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HANES(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tudy)의 최근 

보고에서 Wu 등(2000)에 따르면 periodontitis, gingivitis, tooth loss가 없는 

사람에 비하여 치은염, 치주염, 결손치가 있는 군은 ischemic stroke의 발생비교 

위험도가 2.1배(95%  CI : 1.30 - 3.42)였다. 치주염과 심혈관질환의 연관성에서 

남성 1,147명을 18년 추적연구 한 끝에 치조골 손실과 CHD 발생비는 

OR=3.1이었으며 치조골 손실과 뇌졸중(stroke) 발생비는 OR=2.8로 보고 된 바 

있다(Beck et al. 1996). Hhjoel 등(2000)은 NHANES 자료 연구를 추적한 

코호트 연구에서 치주염과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관상동맥질환과는 유의한 

관련성으로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여러 역학연구에 의하면 구강질환과 CVD와의 상관성연구에서 

유의한 결과(DeStefano et al. 1993;  Mattila et al. 1995;  Joshipura et al 

1996; Beck et al. 1996; Morrison et al.1999;  Wu et al. 2000)가 많이 보고 

되었고 한편 음의 결과도 보고되었다(Joshipura et al. 1996; Hujoel et al. 2000; 

Howell et al. 2001). 이런 연구들을 토대로 이 연구는 역학적 영향력을 인식한 

중요한 연구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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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구강질환(oral disease) 상태가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을 증가 시

키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에 잘 알려진 심혈관질환 발생의 위험요인을 통제

한 후에 구강질환이 심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

다.  

 

이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강질환(결손치, 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이 심혈관질환 발생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둘째, 구강질환의 경중도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요인들(흡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에 따른 

구강질환과 심혈관질환 발생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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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방법 
 

2.1 연구자료  

  

국민보험관리공단(Korea Medical Insurance Corporation, 이하 KMIC)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의료보험 기관이다. KMIC 

study의 모든 피보험자는 매 2년마다 시행되는 정기 건강검진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는 전향적 코호트 연구로서(Jee et al, 1998) 연구 대상자는 1990

년과 1992년에 건강검진에 모두 참여했던 당시 연령 35~59세의 남성 112,105

명과 여성 67,932명 이었다. 이 연구는 1996년에 구강건강검진에 참여하였던 남

성 78,252명과 여성 32,414명을 연구대상으로 정하였다. 1996년을 기시점

(baseline)으로 이전에 심혈관질환 에 이환 된 남성 1,015명 여성 218명을 제외

한 후, 구강검진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문진설명불충분한 남성 225명(0.3%) 여성 

34명(0.1%)의 259명(0.2%)를 제외시킨 남성 77,012명과 여성 32,162명의 총

109,174명이 최종 분석 대상이었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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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selection procedure of the study population 
   

 

KMIC 연구 대상 
남자112,105명,여자67,932명 

(총 180,037명) 

1996년 구강검진참여자 
남자78,252명, 여자 32,414
명 

(총 110 666명)

최종 연구대상자 
남자77,012명,여자 32,162명 

(총 109,174명) 

 
심혈관 유질환자 제외 

남자 1,015명, 여자 218명 
(총 1,233명) 

 
검진, 설문자료 불충분자제외
남자 225명, 여자 34명 

(총 2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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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료수집  

 

KMIC(Korea Medical Insurance Corporation )의 구강건강검진은 1996년

에 전국 병원, 의원 그리고 검진기관에서 시행되었다. 1996년 문진표는 검진 전 

3-4개월 전에 검진대상자에게 전달되었으며, 흡연력(흡연량, 흡연기간 포함), 음

주, 운동 등 건강관련 설문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흡연설문은 비흡연자, 과거

흡연자, 현재흡연자로 분류되었으며, 현재흡연자는 다시 하루 흡연량(1~9개피, 

10~19개피, 20개피이상)과 흡연기간(1~19년, 20~29년, 30년 이상)으로 분류되

었다. 음주설문은 소주 섭취량을 기준으로 하루 알코올 섭취량을 0g(비음주자), 

1~19g, 20g이상으로 분류하였다. 1994년과 1996년 정기검진에서 수은혈압계를 

이용하여 1회 측정되었다. 혈청 콜레스테롤과 혈당은 공복 시에 채혈된 혈액을 이

용하여 내.외부 정도 관리를 실시하는 임상병리검사실에서 측정되었다. 이 연구에

서 측정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장, 체중, 혈압, 혈청 콜레스테롤 그리고 혈

당은 1994년과 1996년에 측정된 자료의 평균치를 사용하였다(Table 1). 

 

Table 1. Data collection schedule by year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일반문진자료 ○       

일반검진자료 ○       

구강검진자료 ★  ★  ★  ★ 

입원이용자료  ○ ○ ○ ○ ○ ○ 

사망  자료  ○ ○ ○ ○ ○ ○ 

 
○ : 기존 구축자료, ★ : 신규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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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질환은 국제질병분류 코드(ICD 9 혹은, 10)를 이용하여 KMIC에 

보고된 입원력과 통계청에 보고 된 사망 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심혈관질환으로 

입원한 입원일과 사망일은 추적 기간인 1997년 1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에 

일어난 경우만을 이 연구에 포함하였다. 이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사망 자료와 

입원력은 100% 확인되었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사망하게 되면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각 지역 군,읍,면, 동,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고, 사망 

자료는 통계청에서 통합 관리되고 있다. 또한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의 경우 

중대한 질환이므로 대개 입원을 하게 되고, 퇴원기록은 수진료 청구를 위해 각 

요양기관에서 KMIC에 보고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추적기간은 1997년 

1월부터 심혈관질환으로 진단되거나 사망한 사건까지의 기간으로 정하였다. 

심혈관질환으로 진단되지 않은 대상자들의 추적기간은 1997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이었다. 그러나 추적기간 중 연구대상자의 21.8%가 자격이 상실되었고, 

0.1%가 자격이 변동되었으며, 4.4%는 추적이 불가능하였으며, 이 대상자들의 

자격이 확인된 날까지를 추적기간으로 정하였다.  

구강검진은 1996년에 처음 실시된 것으로써, 전체 검진대상자 중 110,666 

명이 참가하여 61.5%의 검진률을 보였다. 검진항목은 문진, 치아우식증, 결손치, 

치주질환, 치아 마모증, 제 3대구치, 구내염 및 구강연조직질환, 악관절이상, 

의치상태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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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에 사용된 변수  

  

2.3.1 노출변수 (exposure variables)  

 

1) 문진 자료  

일반문진자료 : 의심이 되는 과거질환 병력유무 및 형제자녀의 병력, 

식습성에서는 육식과 체식습관을 구분하였으며, 음주습관은 

1회 음주량을 조사하였고, 흡연의 경우 하루흡연량과 기간을 

조사하였다. 또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 상태에 따른 

일주일에 운동회수와, 결혼여부를 알아 보았다.  

 

2) 검진자료  

(i)일반검진자료 : 비만도, 혈압, 요당, 요단백, 혈색소, 혈당(식전), 총콜레스테롤,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ii)구강검진자료 : 구강검진자료는 치아우식증, 결손치, 치주질환, 치아마모증, 제3대구치, 

구내염 및 구강연조직질환, 악관절이상, 의치상태유무 등이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결손치, 치주질환, 치아우식증을 변수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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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결과 변수 (outcome variables)  

 

1) 입원 자료  

1997년부터 2002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보험급여자료 중, 이  

연구대상과 연결이 되는 입원기록을 수집 하였다. 입원기록은 질병코드(ICD)를 

포함하였다.  

 

2) 사망 자료  

통계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망원인자료 중 본 연구대상자 파일과 연결이  

되는 사망자료(사망원인, 사망일)를 수집하였다.  

 

3) 질병 분류  

이 연구의 주 결과변수는 심혈관질환으로서 심근경색증(ICD 9 : 410), 

관상동맥질환(ICD 9 : 410-414), 그리고 뇌혈관질환으로 구분하였다. 

뇌혈관질환(ICD 9 : 430-438)은 다시 출혈성(ICD 9 : 430-432)과 

허혈성(ICD 9 : 433-434) 뇌혈관질환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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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통계분석  

 

  2.4.1 구강질환과 심혈관질환 위험요인과의 관련성 분석  

    

이 변량분석에서 결손치와 기존에 잘 알려진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요인 

으로서 연령, 비만도, 흡연력, 음주여부, 혈압, 총콜레스테롤 수준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이들 구강질환 변수들과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요인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2.4.2 구강질환이 심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 변량분석에서는 결손치와 관련성이 있는 변수들을 포함하여 결손치가 

심혈관질환 발생에 주는 독립적인 영향을 파악하고자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구성하였다(Figure 2). 또한,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결손치를 0개, 1~5개, 6-10개 ,11개이상으로 증가할수록 심혈관질환에 

걸릴 위험도가 높은지를 분석하였다.   

 

2.4.3 심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결합효과 분석 

 

기존에 잘 알려진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요인(흡연,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이 구강질환(결손치, 치아우식증, 치주질환)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결합효과(combined effect)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 위험요인들이 

순차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심혈관질환 발생이 증가하는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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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 심혈관질환발생

(Stroke, MI, CHD)

(6년간 관찰)

일반적특성및건강요인: 연령, 성별, 식습관,
흡연력, 음주력

심혈관질환 위험요 인: 혈압, 콜레스테롤, 
비만도, 혈당, 

구강질환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결손치아의수

(1996년) x2-test

t-test

ANOVA

 
Figure 2.  The framework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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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결과 

 

3.1 일반적인 특성과 구강질환의 분포 상태 

 

Table 2는 분석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평균 연령은 남성이 50세, 

여성이 47.2세로 남성이 조금 높았다. 체질량 지수, 식전 혈당, 총 콜레스테롤,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은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흡연자는 남성이 

50.4%, 여성이 0.5%이었으며, 음주력은 남성이 70.1%, 여성이 10.2%의 

양상이었다. 운동여부에 대한 문항에서는 남성의 60.2%, 여성의 31.9%가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1996 

Variables  
Men 
(n=77,012) 

Women 
(n=32,162) 

Age, year  50.0(6.2) 47.2(5.5) 
BMI1.(kg/m2)  23.8(2.6) 22.7(2.6) 
FSG2.(mg/dl)  96.3(28.4) 88.2(17.4) 
Totalcholesterol.(mg/dl)  195.4(36.5) 194.7(37.0) 
SBP3.(mmHg)  126.2(16.9) 117.9(15.6) 

DBP4 .(mmHg)  81.9(11.5) 76.1(10.8) 
Smoking status.(%) Non-smokers 32.3 99.1 
 Ex-smokers 17.3 0.4 

 
Current-
smokers 

50.4 0.5 

Alcohol drinking, % No 29.9 89.8 

 Yes 70.1 10.2 
Exercise, % No 39.8 68.1 
 Yes 60.2 31.9 

( BMI
1
 : Body Mass Index, FSG2 : Fasting Serum Glucose,  

 SBP3 : Systolic Blood Pressure, DBP4 : Diastolic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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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은 대상자들의 결손치, 치주질환, 치아우식증에 대한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남성의 경우 상악에 6개 이상의 결손치 보유자는 665명(0.9%), 하악에 6개 

이상의 결손치 보유자는 542명(0.7%)로 상악이 하악보다 많은 양상이었다. 여성의 

경우는 상악에서 6개 이상의 결손치 보유자가 111명(0.4%), 하악에 6개 이상의 

결손치 보유자는 135명(0.5%)이었다. 상.하악을 더하여서 6개 이상의 결손치 

보유자는 남성이 2007명(2.6%), 여성이 410명(1.3%)이었다. 치주질환에 대해서, 

치주질환이 있는 사람이 남성은 55.6%, 여성은 39.0%이었으며, 치아우식증은 

남성이 23.0%, 여성이 20.4%이었다. 

 

 

Table 3. Distribution of tooth loss, periodontitis and dental caries, 1996     

 Unit: N(%) 

   Men 
(n=77,012) 

Women 
(n=32,162) 

Tooth Loss     
 Upper None 64,929(84.3) 29,504(91.7) 
  1-5 11,418(14.8) 2,547(7.9) 
  6-10 581(0.8) 102(0.3) 
  ≥11 84(0.1) 9(0.1) 
     
 Lower None 61,296(79.6) 27,983(87.0) 
  1-5 15,174(19.7) 4,044(12.6) 
  6-10 473(0.6) 117(0.4) 
  ≥11 69(0.1) 18(0.1) 
     
 Upper+Lower None 55,282(71.8) 26,615(82.8) 
  1-5 19,723(25.6) 5,137(16.0) 
  6-10 1,590(2.1) 318(1.0) 
  ≥11 417(0.5) 92(0.3) 
Periodontitis No  34,209(44.4) 19,632(61.0) 
 Yes  42,803(55.6) 12,530(39.0) 
Dental caries No  59,337(77.1) 25,604(79.6) 
 Yes  17,675(23.0) 6,55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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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tooth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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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는 남자의 결손치 개수에 따라서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본 결과이다. 결손치가 많은 집단에서 평균연령이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연령을 보정하고 다른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요인을 보았을 때, 

식전혈당, 수축기혈압은 결손치 개수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또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현재의 흡연률도, 결손치 개수에 따라서 증가하였다. 

 
 
 
 
 

Table 4. Relation between tooth loss and CVD risk factors in men 
 

 Missing teeth P value 

 0(n=55282) 1-5 

(n=19723) 

6 

(n=2007) 

 

 Mean (±SD) Mean (±SD) Mean (±SD)  

Age, year 49.5(±6.2) 50.9(±6.1) 53.8(±5.8) < 0.001 

BMI1 .(kg/m2) 23.8(±0.01) 23.8(±0.02) 23.4(±0.06) < 0.001 

FSG2 .(mg/dl) 95.8(±0.12) 97.3(±0.20) 100.4(±0.63) < 0.001 

Totalcholesterol (mg/dl) 195.3(±0.16) 195.7(±0.26) 194.8(±0.82) 0.341 

SBP3 .(mm Hg) 125.9(±0.07) 127.0(±0.12) 127.5(±0.37) < 0.001 

DBP4 .(mm Hg) 81.7(±0.05) 82.3(±0.08) 82.1(±0.25) < 0.001 

Conditions, % % % %  

Hypertension 37 41 45 < 0.001 

Hyperchole 
sterolemia 

10.9 11.9 12.5 < 0.001 

Diabetes 6.0 7.8 11.7 < 0.001 

Obesity 31 32 26 < 0.001 

Alcohol use 70 71 68 < 0.001 

Smoking    < 0.001 

Ex-smoker 17.7 16.3 14.8  

Current-smoker 47.8 56.4 64.1  

( BMI 
1
: Body Mass Index, FSG2: Fasting Serum Glucose,  

 SBP3 : Systolic Blood Pressure, DBP4 : Diastolic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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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우도 결손치 개수가 증가 할 수록 연령이 증가 하였고, 연령을 

보정한 상태에서의 체질량 지수, 식전혈당, 수축기혈압,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등이 증가하였다.  혈중 콜레스테롤, 음주력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Table 5). 

 

 

Table 5. Relation between tooth loss and CVD risk factors in women 

 Missing teeth P value 

 0 

(n=26,615) 

1-5 

(n=5,137) 

6 

(n=410) 

 

 Mean (±SD) Mean (±SD) Mean(±SD)  

Age, year 46.9(±5.3) 48.4(±5.8) 51.7(±5.9) < 0.0001 

BMI1 .(kg/m2) 22.6(±0.02) 22.9(±0.04) 23.1(±0.13) < 0.0001 

FSG2 .(mg/dl) 88.0(±0.11) 88.9(±0.24) 89.8(±0.86) < 0.0010 

Total cholesterol (mg/dl) 194.9(±0.21) 194.3(±0.49) 192.7(±1.74) 0.3015 

SBP3 .(mm Hg) 117.7(±0.09) 118.8(±0.21) 119.3(±0.74) < 0.0001 

DBP4 .(mm Hg) 76.0(±0.06) 76.5(±0.15) 76.4(±0.52) < 0.0054 

Conditions, % % % %  

Hypertension 18.7 23.3 31.2 < 0.0001 

Hypercholesterolemia 10.9 12.7 15.9 < 0.0001 

Diabetes 1.6 2.7 3.4 < 0.0001 

Obesity 15.9 21.7 28.5 < 0.0001 

Alcohol use 10.1 10.5 8.8 0.4490 

Smoking    0.0309 

Ex-smoker 0.4 0.5 0.5  

Current-smoker 0.5 0.7 1.2  

( BMI
1
 : Body Mass Index, FSG2 : Fasting Serum Glucose,  

SBP3 : Systolic Blood Pressure, DBP4 : Diastolic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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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결손치와 심혈관질환과의 관계 

 

1) 남성 

 

결손치 유무, 치주질환 유무, 치아우식증 유무에 따른 심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을 살펴보았다. 통제변수는 연령, 흡연력, 음주력, 당뇨병 유무, 총콜레스테롤, 

고혈압 등이었다. 전체 심혈관질환에 있어서는 결손치, 치주질환유무, 치아우식증 

모두 큰 관련은 없었다. 허혈성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는 

허혈성 심장질환은 3가지 모두 관련이 없었으나 결손치 유무의 경우는 결손치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뇌혈관질환 발생위험율이 1.1배 높았다(Table 6). 

구강질환과 뇌혈관질환과의 관련성을 출혈성뇌졸중(hemorrhagic stroke)과 

허혈성뇌졸중(ischemic stroke)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도 치주질환과 치아우식증은 

관련성이 없었으며, 결손치의 경우는 비교위험도가 1.2(출혈성뇌졸중), 1.1(허혈성뇌졸중)의 

결과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7). 

결손치와 심혈관질환과의 관계를 결손치 개수에 따라서 분석하였다. 전체 

심혈관질환과 허혈성심장질환의 경우는 관련성이 없었으며,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비교위험도가 1.2의 결과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8). 

결손치 개수에 따른 뇌혈관질환과의 관계를 출혈성뇌졸중과 허혈성뇌졸중으로 

나누어 보았다. 허혈성뇌졸중의 경우에는 결손치 개수와 관련이 없었으나, 

출혈성뇌졸중에 있어서는 결손치 개수가 6개 이상이 있는 사람이 결손치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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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비하여 출혈성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1.9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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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lative risk of tooth loss on cardiovascular disease (CVD) in men 

 

  Ischemic Heart Disease 

(No. of case=850) 

Cerebrovascular Disease 

(No. of case=1002) 

Other CVD 

(No. of case=2287) 

  RR1(95% CI2) P value RR (95% CI) P value RR (95% CI) P value 

Age  1.1(1.1-1.1) < 0.0001 1.1(1.1-1.1) < 0.0001 1.1(1.1-1.1) < 0.0001

Smoking Ex-smoker 1.1(0.9-1.3) 0.3914 0.9(0.8-1.1) 0.5258 1.0(0.9-1.2) 0.4575

 Current-smoker 1.4(1.2-1.7) < 0.0001 1.5(1.3-1.7) < 0.0001 1.4(1.3-1.5) < 0.0001

Alcohol use  0.7(0.6-0.8) < 0.0001 0.9(0.7-1.0) 0.0306 0.8(0.7-0.9) < 0.0001

Diabetes  1.5(1.2-1.9) < 0.0001 1.7(1.4-2.0) < 0.0001 1.6(1.4-1.8) < 0.0001

Cholesterol 200-239 1.3(1.1-1.5) 0.0003 1.1(0.9-1.2) 0.4209 1.1(1.0-1.3) 0.0059

 >=240 2.1(1.7-2.5) < 0.0001 1.5(1.3-1.8) < 0.0001 1.6(1.5-1.8) < 0.0001

Hypertension Prehypertension 1.4(1.1-1.8) 0.0035 1.7(1.3-2.2) < 0.0001 1.5(1.3-1.8) < 0.0001

 Stage1 1.9(1.5-2.4) < 0.0001 3.0(2.3-3.8) < 0.0001 2.3(2.0-2.7) < 0.0001

 Stage2 2.6(2.1-3.4) < 0.0001 6.1(4.7-7.8) < 0.0001 4.1(3.5-4.8) < 0.0001

Tooth loss  1.0(0.9-1.2) 0.8414 1.1(1.0-1.3) 0.0490 1.0(1.0-1.1) 0.3858

Periodontitis  0.9(0.8-1.1) 0.3122 1.1(0.9-1.2) 0.4597 1.0(0.9-1.1) 0.4245

Dental caries  0.9(0.8-1.1) 0.4821 0.9(0.8-1.1) 0.4566 1.0(0.9-1.1) 0.5268
Adjusted for age, smoking status, diabetes, cholesterol, hypertension and alcohol use 
(RR1 : Relative Risk, CI2 :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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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lative risk of tooth loss on stroke subtypes in men 

 

  Hemorrhagic Stroke 

(No. of case=331) 

Ischemic Stroke 

(No. of case=580) 

  RR1(95% CI2) P value RR(95% CI) P value 

Age  1.0(1.0-1.0) 0.0064 1.1(1.1-1.1) < 0.0001 

Smoking Ex-smoker 0.7(0.5-1.0) 0.0720 1.0(0.8-1.3) 0.9637 

 Current-smoker 1.1(0.8-1.4) 0.4843 1.7(1.4-2.0) < 0.0001 

Alcohol use  1.0(0.8-1.3) 0.9825 0.8(0.7-1.0) 0.0296 

Diabetes  1.0(0.7-1.5) 0.9195 2.1(1.7-2.7) < 0.0001 

Cholesterol 200-239 0.8(0.7-1.1) 0.1952 1.1(0.9-1.3) 0.3276 

 >=240 1.1(0.8-1.5) 0.5484 1.6(1.3-2.0) < 0.0001 

Hypertension Prehypertension 2.1(1.2-3.5) 0.0074 1.6(1.2-2.2) 0.0047 

 Stage1 4.8(2.9-8.1) < 0.0001 2.5(1.8-3.5) < 0.0001 

 Stage2 11.9(7.1-20.0) < 0.0001 5.1(3.7-7.1) < 0.0001 

Tooth loss  1.2(0.9-1.5) 0.2391 1.1(1.0-1.4) 0.1178 

Periodontitis  1.1(0.9-1.4) 0.3887 1.0(0.9-1.2) 0.7197 

Dental caries  1.0(0.7-1.3) 0.8813 0.9(0.7-1.1) 0.3423 
Adjusted for age, smoking status, diabetes, cholesterol, hypertension and alcohol use 
(RR1 : Relative Risk, CI2 :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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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lative risk of tooth loss on  cardiovascular disease (CVD) in men 

 

  Ischemic Heart Disease Cerebrovascular Disease Total CVD 

  Case RR1 

(95% CI2) 

P value Case RR 

(95% CI) 

P value Case RR 

(95% CI) 

P value

Missing None 580 1.0  641 1.0  1533 1.0  

Teeth 1-5 249 1.0(0.9-1.2) 0.5999 315 1.1(1.0-1.3) 0.0770 672 1.0(1.0-1.1) 0.3840 

 >=6 21 0.7(0.4-1.0) 0.0773 46 1.2(0.9-1.7) 0.2204 82 1.0(0.8-1.2) 0.7198 
Adjusted for age, smoking status, diabetes, cholesterol, hypertension and alcohol use 
(RR1 : Relative Risk, CI2 : Confidence Interval) 

 
 
 

 
 
 
 

Table 9. Relative risk of tooth loss on stroke subtypes in men 
 
  Hemorrhagic Stroke Ischemic Stroke 

  Case RR1(95% CI2) P value Case RR(95% CI) P value

Missing None  213 1.0  368 1.0  
Teeth 1-5 99 1.1(0.8-1.4) 0.5180 189 1.2(1.0-1.4) 0.0867 

 >=6 19 1.9(1.1-3.1) 0.0129 23 0.9(0.6-1.4) 0.7450 
 Adjusted for age, smoking status, diabetes, cholesterol, hypertension and alcohol use  
 (RR1 : Relative Risk , CI2 :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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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 

 

여성에서 결손치 유무, 치주질환유무, 치아우식증 유무에 따른 

심혈관질환의 위험률을 본 결과 결손치와 치주질환의 경우는 관련성이 없었으나, 

치아우식증의 경우에는 전체 심혈관질환과의 비교위험도가 1.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허혈성심장질환의 경우 더 높았다(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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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Relative risk of tooth loss on cardiovascular disease (CVD) in women 

 

  Ischemic Heart Disease 

(No. of case=139) 

Cerebrovascular Disease 

(No. of case=161) 

Total CVD 

(No. of case=445) 

  RR1(95% CI2) P value RR(95% CI) P value RR(95% CI) P value 

Age  1.1(1.1-1.1) <0.0001 1.1(1.1-1.1) <0.0001 1.1(1.1-1.1) <0.0001 

Smoking Ex-smoker 4.0(1.0-16.3) 0.0526 3.5(0.9-14.2) 0.0799 1.9(0.6-5.8) 0.2817 

 Current-smoker 2.0(0.5-8.5) 0.3329 1.0(0.1-7.5) 0.9743 1.1(0.3-3.4) 0.9057 

Alcohol use  0.9(0.5-1.7) 0.7579 0.7(0.4-1.4) 0.3149 0.8(0.6-1.2) 0.3082 

Diabetes  2.1(1.0-4.2) 0.0367 1.9(1.0-3.6) 0.0570 1.9(1.3-2.9) 0.0018 

Cholesterol 200-239 0.9(0.6-1.4) 0.6934 0.9(0.6-1.3) 0.4806 0.9(0.7-1.2) 0.5030 

 >=240 1.2(0.8-1.9) 0.3825 1.5(1.0-2.3) 0.0450 1.1(0.9-1.5) 0.3888 

Hypertension Prehypertention 1.0(0.6-1.5) 0.9947 1.2(0.8-1.8) 0.4095 1.3(1.0-1.6) 0.0599 

 Stage1 1.4(0.9-2.3) 0.1722 2.2(1.4-3.5) 0.0005 2.0(1.6-2.7) <0.0001 

 Stage2 2.7(1.5-4.6) 0.0004 4.3(2.6-7.2) <0.0001 4.0(2.9-5.4) <0.0001 

Tooth loss  0.7(0.4-1.1) 0.0988 0.8(0.5-1.2) 0.2349 0.8(0.6-1.0) 0.1088 

Periodontitis  1.2(0.9-1.7) 0.2509 1.0(0.7-1.3) 0.8686 0.9(0.8-1.1) 0.5623 

Dental caries  1.5(1.0-2.1) 0.0546 1.2(0.8-1.7) 0.3414 1.3(1.0-1.6) 0.0190 
Adjusted for age, smoking status, diabetes, cholesterol, hypertension and alcohol use  
(RR1 : Relative Risk, CI2 :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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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령에 따른 구강질환과 심혈관질환과의 관계     

 

1) 결손치 

 

Table 11, 12는 결손치, 치주질환, 치아우식증과 심혈관질환과의 관계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본 결과이다. 연령이 50세 미만인 젊은 군과 50세 

이상의 군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을 때 결손치와 뇌혈관질환과의 관련성은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다. 50세 미만인 군에서 결손치가 6개 이상인 군에서 

뇌혈관질환의 위험은 결손치가 없는 사람에 비하여 2.8배 높았다(Table 11). 이 

결과를 출혈성뇌졸중과 허혈성뇌졸중으로 나누어 본 것이 Table 12 이다. 

출혈성뇌졸중의 경우는 결손치가 6개 이상인 경우에 그 위험이 결손치가 없는 

군에 비하여 3.8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또한, 치주질환의 

경우에도 50세 미만의 젊은 군에서는 출혈성뇌졸중의 위험이 치주질환이 없는 

군에 비하여 1.4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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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Relative risk of tooth loss on cardiovascular disease (CVD) in men 

 
Age   Ischemic Heart Disease Cerebrovascular Disease Total CVD 
   RR1(95% CI2) P value RR(95% CI) P value RR(95% CI) P value
<50 Missing teeth None 1.0  1.0  1.0  
  1-5 0.9(0.7-1.2) 0.4897 1.0(0.8-1.3) 0.9367 1.0(0.8-1.1) 0.6208

  >=6 0.6(0.1-2.3) 0.4178 2.8(1.5-5.1) 0.0011 1.4(0.8-2.4) 0.2731
 Periodontitis No 1.0  1.0  1.0  
  Yes 1.0(0.8-1.2) 0.8180 1.2(0.9-1.5) 0.2407 0.9(0.8-1.1) 0.3729
 Caries No 1.0  1.0  1.0  
  Yes 0.8(0.6-1.1) 0.2598 1.0(0.8-1.3) 0.8948 1.0(0.8-1.1) 0.6297
>=50 Missing teeth None 1.0  1.0  1.0  
  1-5 1.1(0.9-1.3) 0.3202 1.2(1.0-1.4) 0.0663 1.1(1.0-1.2) 0.2393
  >=6 0.7(0.4-1.1) 0.1188 1.0(0.7-1.5) 0.8701 0.9(0.7-1.2) 0.4693
 Periodontitis No 1.0  1.0  1.0  
  Yes 0.9(0.8-1.1) 0.2703 1.0(0.9-1.2) 0.8256 1.0(0.9-1.1) 0.7048
 Caries No 1.0  1.0  1.0  
  Yes 1.0(0.8-1.2) 0.8497 0.9(0.8-1.1) 0.5533 1.0(0.9-1.1) 0.6725

Adjusted for age, smoking status, diabetes, cholesterol, hypertension and alcohol use 
(RR1 : Relative Risk, CI2 :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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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Relative risk of tooth loss on stroke subtypes in men 

 
Age   Hemorrhagic Stroke Ischemic Stroke 

   RR1(95% CI2) P value RR(95% CI) P value 

<50 Missing teeth None 1.0  1.0  
  1-5 0.9(0.6-1.4) 0.5813 1.2(0.8-1.8) 0.3605 
  >=6 3.8(1.6-8.8) 0.0017 2.1(0.8-5.7) 0.1479 
 Periodontitis No 1.0  1.0  
  Yes 1.4(1.0-2.1) 0.0782 1.1(0.8-1.6) 0.5858 
 Caries No 1.0  1.0  
  Yes 1.2(0.8-1.8) 0.4377 0.9(0.6-1.3) 0.4567 
>=50 Missing teeth None 1.0  1.0  
  1-5 1.2(0.8-2.8) 0.3113 1.1(0.9-1.4) 0.1808 
  >=6 1.1(0.8-1.6) 0.1689 0.8(0.5-1.3) 0.4458 
 Periodontitis No 1.0  1.0  
  Yes 1.0(0.7-1.3) 0.8412 1.0(0.8-1.2) 0.8929 
 Caries No 1.0  1.0  
  Yes 0.9(0.6-1.3) 0.6184 1.0(0.8-1.2) 0.6886 

Adjusted for age, smoking status, diabetes, cholesterol, hypertension and alcohol use 
(RR1 : Relative Risk, CI2 :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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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결손치와 다른 구강질환과의 결합효과 

 

1) 남성 

 

남성의 심혈관질환 발생에 대한 결손치 개수와 치주질환, 치아우식증과의 

결합효과를 살펴본 결과, 전체 심혈관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는 관련이 

없었다.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결손치 개수가 6개 이상이고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에 결손치와 치주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발생위험이 1.3배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손치 개수가 6개 이상이고 치아우식증이 있는 

경우에도 비교위험도가 1.4의 결과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13). 

 뇌혈관질환에 대한 결손치개수와 치주질환 및 치아우식증의 결합효과를 

출혈성뇌졸중, 허혈성뇌졸중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허혈성뇌졸중에 경우는 

관련성이 보이지 않았다. 출혈성뇌졸중의 경우는 결손치가 6개 이상이면서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는 치주질환과 결손치가 없는 군에 비하여 2.3배 위험이 

높았으며, 결손치가 6개 이상이면서 치아우식증이 있는 경우도 출혈성뇌졸중의 

위험이 2.2배 높았다(Tabl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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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Relative risk of tooth loss on cardiovascular disease in men 

 

   Ischemic Heart Disease Cerebrovascular Disease Total CVD 

   RR1(95% CI2) P value RR(95% CI) P value RR(95% CI) P value 

Missing teeth         

None Periodontitis No 1.0  1.0  1.0  

  Yes 0.9(0.7-1.0) 0.1295 1.0(0.8-1.2) 0.8340 0.9(0.8-1.0) 0.0711 

1-5 Periodontitis No 0.9(0.7-1.2) 0.5535 1.0(0.8-1.3) 0.9992 0.9(0.8-1.1) 0.3038 

  Yes 1.0(0.8-1.2) 0.9981 1.2(1.0-1.4) 0.0569 1.0(0.9-1.2) 0.6244 

>=6 Periodontitis No 0.7(0.4-1.5) 0.3981 1.1(0.6-1.9) 0.7323 1.0(0.6-1.4) 0.8028 

  Yes 0.6(0.3-1.0) 0.0549 1.3(0.9-1.8) 0.2372 0.9(0.7-1.2) 0.4418 

None Dental caries No 1.0  1.0  1.0  

  Yes 1.0(0.8-1.2) 0.9481 1.0(0.8-1.2) 0.8430 1.0(0.9-1.2) 0.8557 

1-5 Dental caries No 1.1(0.9-1.3) 0.2343 1.2(1.0-1.4) 0.0406 1.1(1.0-1.2) 0.1365 

  Yes 0.9(0.7-1.2) 0.3856 1.0(0.8-1.3) 0.9171 1.0(0.8-1.1) 0.5567 

>=6 Caries No 0.6(0.4-1.1) 0.0910 1.1(0.7-1.6) 0.6331 0.9(0.7-1.2) 0.6886 

  Yes 0.8(0.4-1.6) 0.5038 1.4(0.9-2.3) 0.1416 1.0(0.7-1.5) 0.9897 
Adjusted for age, smoking status, diabetes, cholesterol, hypertension and alcohol use 
(RR1 : Relative Risk, CI2 :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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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Relative risk of tooth loss on stroke subtypes in men 

 
   Hemorrhagic stroke Ischemic stroke 
   RR1(95% CI2) P value RR(95% CI) P value 
Missing teeth       
None Periodontitis No 1.0  1.0  
  Yes 1.2(0.9-1.5) 0.2947 0.9(0.7-1.1) 0.4047 
1-5 Periodontitis No 1.3(0.8-1.9) 0.2612 0.9(0.7-1.3) 0.6209 
  Yes 1.1(0.8-1.6) 0.4574 1.2(1.0-1.5) 0.0893 
>=6 Periodontitis No 1.4(0.5-3.8) 0.5174 0.9(0.4-1.9) 0.7270 
  Yes 2.3(1.3-4.1) 0.0038 0.9(0.5-1.5) 0.6897 
None Caries No 1.0  1.0  
  Yes 1.0(0.7-1.4) 0.9311 0.9(0.7-1.2) 0.5949 
1-5 Caries No 1.1(0.8-1.5) 0.5009 1.2(1.0-1.5) 0.0715 
  Yes 1.0(0.7-1.6) 0.8721 1.0(0.8-1.4) 0.8310 
>=6 Caries No 1.7(0.9-3.1) 0.0966 0.9(0.5-1.5) 0.6023 
  Yes 2.2(1.0-4.7) 0.0408 1.0(0.5-2.1) 0.9347 

Adjusted for age, smoking status, diabetes, cholesterol, hypertension and alcohol use 
(RR1 : Relative Risk, CI2 :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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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 

  

결손치와 치주질환, 치아우식증과 심혈관질환 발생에 대한 관계를 여성에서 

본 결과 결손치가 없고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에 허혈성심장질환의 위험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치아우식증의 경우도 결손치가 없고 

치아우식증만 있는 경우에 전체 심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모두 

치아우식증이 없는 군에 비하여 위험률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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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Relative risk of tooth loss on cardiovascular disease (CVD) in women 

 

  Ischemic Heart Disease Cerebrovascular Disease Total CVD 

  RR1(95% CI2) P value RR (95%CI) P value RR (95%CI) P value 

Tooth loss Perio dontitis       

No No 1.0  1.0  1.0  

 Yes 1.4(0.9-2.0) 0.0987 1.0(0.7-1.4) 0.9721 0.9(0.7-1.1) 0.4818 

Yes No 0.9(0.5-1.7) 0.7349 0.8(0.5-1.4) 0.4505 0.7(0.5-1.1) 0.1065 

 Yes 0.8(0.4-1.5) 0.4388 0.8(0.4-1.4) 0.3870 0.9(0.6-1.2) 0.4334 

Tooth loss Dental Caries       

No No 1.0  1.0  1.0  

 Yes 1.5(1.0-2.3) 0.0760 1.4(1.0-2.1) 0.0781 1.3(1.0-1.6) 0.0537 

Yes No 0.7(0.4-1.2) 0.1783 1.0(0.6-1.6) 0.9539 0.8(0.6-1.1) 0.1424 

 Yes 1.1(0.5-2.1) 0.8546 0.5(0.2-1.3) 0.1604 1.1(0.7-1.6) 0.7200 
Adjusted for age, smoking status, diabetes, cholesterol, hypertension and alcohol use 
(RR1 : Relative Risk, CI2 :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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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결손치와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요인간의 결합효과 

   

1) 남성 

 

Table 16, 17는 흡연 및 고혈압의 위험요인과 결손치 개수가 심혈관질환의 

발생에 미치는 결합효과를 본 결과이다. 비흡연의 경우, 전체 심혈관질환과 

허혈성심장질환에서는 결합효과를 볼 수 없었다.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비흡연자이면서 결손치가 없는 군을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 하였을 때, 

비흡연군과 금연군에서는 결손치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른 뇌혈관질환의 발생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현재 흡연군에서 결손치가 

많아질수록 비교위험도가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집단별로보면 결손치가 없는 

경우에 1.4배, 결손치가 1~5개인 경우에 1.7배, 결손치 개수가 6개 이상인 

경우에 1.9배로 결손치 개수에 따라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고혈압과 결손치 유무를 보았을 때에도 뇌혈관질환의 위험에 있어서는 

동일한 고혈압 환자 중에서도 결손치가 없는 경우에 비교위험도가 2.8배, 

결손치가 1~5개인 경우가 3.0배, 결손치 개수가 6개 이상인 경우에 3.8배로서 

결손치 개수가 많을수록 비교위험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뇌혈관질환에 대한 결손치와 흡연, 고혈압 유무와의 결합효과를 

출혈성뇌졸중과 허혈성뇌졸중으로 나누어 본 결과, 허혈성뇌졸중에서는 

결합효과가 없었으나 출혈성뇌졸중의 경우는 동일한 흡연자의 경우라도 결손치가 

없는 군에서는 비교위험도가 1.1, 결손치가 1-5개인 경우에는 1.2, 결손치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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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경우에는 2.5로 결손치 개수에 따라 위험율이 증가하였다. 고혈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고혈압이 있는 군에서도 결손치가 많을수록 위험율이 

증가하였으며, 고혈압이 있으면서 결손치가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없는 군에 

비하여 9.6배 위험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17). 

결손치와 고지혈증, 당뇨병과 결합효과의 경우에도 뇌혈관질환의 위험도에 

있어서는 결손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Table 18). 또한, 

뇌혈관질환을 출혈성뇌졸중과 허혈성뇌졸중으로 나누어 본 결과 고지혈증의 

경우에는 두 질환간의 결과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당뇨병의 경우에는 

출혈성뇌졸중에 있어서 결손치의 개수가 많을수록 증가하였다(Tabl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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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Relative risk of tooth loss with smoking and hypertension on cardiovascular disease in men 
 

   Ischemic Heart Disease CerebrovascularDisease Total CVD 

   RR1(95% CI2) P value RR(95%CI) P value RR(95%CI) P value 

  Missing teeth       

Smoking* None 1.0  1.0  1.0  

 1-5 1.0(0.7-1.3) 0.9412 1.0(0.8-1.4) 0.7680 0.9(0.8-1.1) 0.3425 

 

Non-smoker 

>=6 0.6(0.2-1.8) 0.3931 0.8(0.4-1.8) 0.6253 0.6(0.3-1.2) 0.1337 

 None 1.0(0.8-1.3) 0.9428 0.9(0.7-1.2) 0.4861 1.0(0.8-1.1) 0.8683 

 1-5 1.3(0.9-1.8) 0.1364 1.0(0.7-1.4) 0.9653 1.1(0.9-1.4) 0.3366 

 

Ex-smoker 

>=6 1.0(0.4-1.6) 0.9964 1.1(0.4-2.6) 0.8896 1.0(0.5-1.8) 0.9492 

 None 1.4(1.2-1.7) 0.0002 1.4(1.2-1.7) 0.0002 1.3(1.2-1.5) <0.0001

 1-5 1.4(1.2-1.8) 0.0012 1.7(1.4-2.0) <0.0001 1.4(1.2-1.6) <0.0001

 

Current-smoker

>=6 0.9(0.5-2.7) 0.6726 1.9(1.3-2.8) 0.0007 1.4(1.1-1.8) 0.0172 

Hypertension** No None 1.0  1.0  1.0  

  1-5 1.0(0.8-1.3) 0.7151 1.4(1.1-1.8) 0.0033 1.2(1.0-1.4) 0.0283 

  >=6 0.8(0.4-1.5) 0.3960 1.3(0.7-2.3) 0.3964 1.0(0.7-1.5) 0.9531 

 Yes None 1.6(1.3-1.9) <0.0001 2.8(2.3-3.3) <0.0001 2.2(1.9-2.4) <0.0001

  1-5 1.8(1.4-2.2) <0.0001 3.0(2.5-3.7) <0.0001 2.2(1.9-2.5) <0.0001

  >=6 1.1(0.6-1.0) 0.6944 3.8(2.6-5.5) <0.0001 2.3(1.7-3.0) <0.0001
*  Adjusted for age, diabetes, cholesterol, hypertension and alcohol use 
** Adjusted for age, diabetes, cholesterol, smoking and alcohol use 
  (RR1 : Relative Risk, CI2 : Confidence Interval) 



 45

 
Table 17. Relative risk of tooth loss with smoking and hypertension on stroke subtypes in men  
 

    Hemorrhagic stroke Ischemic stroke 
  Missing teeth RR1(95% CI2) P value RR(95% CI) P value 
Smoking* Non-smoker None 1.0  1.0  
  1-5 1.3(0.8-2.0) 0.2391 1.0(0.7-1.4) 0.9404 
  >=6 0.4(0.1-3.2) 0.4209 1.1(0.5-2.7) 0.8316 
 Ex-smoker None 0.8(0.5-1.2) 0.2660 0.9(0.7-1.3) 0.7404 
  1-5 0.6(0.3-1.2) 0.1260 1.2(0.8-1.8) 0.4816 
  >=6 2.0(0.6-6.5) 0.2298 0.7(0.2-2.8) 0.6168 
 Current-smoker None 1.1(0.8-1.5) 0.5542 1.6(1.2-2.0) 0.0002 
  1-5 1.2(0.8-1.7) 0.3819 1.9(1.5-2.5) <0.0001
  >=6 2.5(1.4-4.4) 0.0022 1.5(0.8-2.5) 0.1763 
Hypertension** No None 1.0  1.0  
  1-5 1.3(0.8-2.1) 0.2727 1.5(1.1-2.0) 0.0072 
  >=6 0.5(0.1-3.4) 0.4625 1.6(0.9-3.1) 0.1327 
 Yes None 4.0(2.9-5.4) <0.0001 2.6(2.1-3.2) <0.0001

  1-5 4.2(2.9-6.1) <0.0001 2.8(2.2-3.7) <0.0001

  >=6 9.6(5.5-16.7) <0.0001 2.1(1.1-3.8) 0.0169 
*  Adjusted for age, diabetes, cholesterol, hypertension and alcohol use 
** Adjusted for age, diabetes, cholesterol, smoking and alcohol use 
 (RR1 : Relative Risk, CI2 : Confidence Interval) 

 
  
 



 46

 
 
 

 

 
 
 

Figure 4. Relative risk of missing number on hemorrhagic stroke in men according to smoking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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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elative risk of missing number on hemorrhagic stroke in men according to hypertension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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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Relative risk of tooth loss with Hypercholesterolemia and diabetes on cardiovascular disease (CVD) in men 
 

   Ischemic Heart Disease Cerebrovascular Disease Total CVD 

   RR1(95% CI2) P value RR(95%CI) P value RR(95%CI) P value 

  Missing Teeth       

Hypercholsterolemia* No None 1.0  1.0  1.0  

  1-5 1.1(0.9-1.3) 0.2591 1.2(1.0-1.4) 0.0296 1.1(1.0-1.2) 0.1959 

  >=6 0.8(0.5-1.3) 0.3170 1.3(0.9-1.9) 0.1077 1.0(0.8-1.3) 0.8991 

 Yes None 1.9(1.6-2.4) <0.0001 1.5(1.3-1.9) <0.0001 1.6(1.4-1.8) <0.0001 

  1-5 1.9(1.4-2.5) <0.0001 1.7(1.3-2.3) <0.0001 1.7(1.4-2.0) <0.0001 

  >=6 0.9(0.3-2.8) 0.8381 1.9(1.0-3.9) 0.0674 1.6(0.9-2.6) 0.0843 

Diabetes** No None 1.0  1.0  1.0  

  1-5 1.1(1.0-1.3) 0.1678 1.1(1.0-1.3) 0.0907 1.1(1.0-1.2) 0.1793 

  >=6 0.8(0.5-1.3) 0.4043 1.3(0.9-1.8) 0.1478 1.0(0.8-1.3) 0.7363 

 Yes None 1.8(1.4-2.2) <0.0001 1.6(1.2-2.0) 0.0002 1.6(1.4-1.8) <0.0001 

  1-5 1.4(1.0-2.0) 0.0770 2.2(1.6-2.9) <0.0001 1.7(1.4-2.1) <0.0001 

  >=6 0.5(0.1-2.2) 0.3841 2.2(1.2-4.1) 0.0130 1.4(0.9-2.4) 0.1552 

*  Adjusted for age, diabetes, cholesterol, hypertension and alcohol use 
** Adjusted for age, cholesterol, smoking and alcohol use 
  (RR1 : Relative Risk, CI2 :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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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Relative risk of tooth loss with hypercholesterolemia and diabetes on stroke subtypes in men 
 

   Hemorrhagic stroke Ischemic stroke 
   RR1(95% CI2) P value RR(95% CI) P value 
  Missing teeth     
Hypercholesterolemia* No None 1.0  1.0  
  1-5 1.1(0.9-1.5) 0.3931 1.2(1.0-1.5) 0.0502
  >=6 2.1(1.2-3.4) 0.0066 1.0(0.6-1.7) 0.8879
 Yes None 1.2(0.8-1.8) 0.2621 1.6(1.2-2.1) 0.0007
  1-5 1.2(0.7-2.2) 0.4731 1.9(1.4-2.7) 0.0002
  >=6 1.6(0.4-6.6) 0.4945 1.5(0.6-4.1) 0.4099
Diabetes** No None 1.0  1.0  
  1-5 1.1(0.8-1.4) 0.6425 1.2(1.0-1.4) 0.1082
  >=6 1.6(0.9-2.8) 0.1050 1.1(0.7-1.8) 0.5773
 Yes None 0.8(0.4-1.4) 0.3993 2.1(1.6-2.7) < 0.0001
  1-5 1.2(0.7-2.4) 0.4975 2.9(2.1-4.1) < 0.0001
  >=6 3.6(1.5-8.7) 0.0053 1.5(0.5-3.9) 0.4593

*  Adjusted for age, diabetes, cholesterol, hypertension and alcohol use 
** Adjusted for age, cholesterol, smoking and alcohol use 

(RR1 : Relative Risk, CI2 :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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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 

 

Table 20은 여성에서 결손치 유무와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요인간의 

결합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다. 흡연의 경우에 흡연력도 있고 결손치도 있는 경우 

두 가지 모두 없는 군에 비하여 허혈성심장질환의 위험율이 5.8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타 다른 결과들에서는 여성의 경우 뚜렷한 결합효과의 

관련성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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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Relative risk of tooth loss on cardiovascular disease in women 

 

   Ischemic Heart Disease Cerebrovascular Disease Total CVD 

   RR1(95% CI2) P value RR(95%CI) P value RR(95%CI) P value 

Tooth loss Risk factor        

No Smoking* No 1.0  1.0  1.0  

  Yes 0.9(0.1-6.6) 0.9322 1.8(0.4-7.5) 0.4026 0.9(0.3-3.0) 0.9175 

Yes Smoking No 0.7(0.4-1.1) 0.0814 0.8(0.5-1.2) 0.2639 0.8(0.6-1.1) 0.1181 

  Yes 5.8(1.71-9.1) 0.0040 1.8(0.2-13.3) 0.5557 2.1(0.7-6.6) 0.2153 

No Hypertension** No 1.0  1.0  1.0  

  Yes 1.7(1.2-2.5) 0.0072 2.5(1.7-3.5) <0.0001 2.1(1.7-2.6) <0.0001 

Yes Hypertension No 0.7(0.4-1.3) 0.2653 0.8(0.4-1.4) 0.4276 0.8(0.5-1.1) 0.1105 

  Yes 1.3(0.7-2.6) 0.3736 2.0(1.1-3.6) 0.0166 2.0(1.4-2.8) <0.0001 

No Hypercholesterolemia*** No 1.0  1.0  1.0  

  Yes 1.2(0.8-2.0) 0.3968 1.6(1.1-2.4) 0.0264 1.2(0.9-1.6) 0.2033 

Yes Hypercholesterolemia No 0.7(0.4-1.2) 0.1923 0.8(0.5-1.3) 0.3280 0.9(0.7-1.1) 0.2924 

  Yes 1.0(0.4-2.4) 0.9621 1.3(0.6-2.7) 0.4659 0.9(0.5-1.5) 0.6456 

No Diabetes**** No 1.0  1.0  1.0  

  Yes 2.2(1.0-4.7) 0.0511 1.8(0.8-3.8) 0.1487 1.9(1.2-3.0) 0.0105 

Yes Diabetes No 0.7(0.5-1.2) 0.2090 0.8(0.5-1.2) 0.2467 0.8(0.6-1.1) 0.1463 

  Yes 1.5(0.4-6.2) 0.5614 1.9(0.6-6.0) 0.2670 1.9(0.9-3.9) 0.1093 
*Adjusted for age, diabetes, cholesterol, hypertension and alcohol use 
**Adjusted for age, smoking status, diabetes, cholesterol and alcohol use 
***Adjusted for age, smoking status, diabetes, hypertension and alcohol use 
*****Adjusted for age, smoking status, cholesterol, hypertension and alcohol use 
(RR1 : Relative Risk, CI2 :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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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   찰 

 

이 연구는 1990년에 KMIC study 대상자 180,037명 중에서 1996년  

구강건강검진에 참여한 110,666명을 대상으로 구강질환 상태가 심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노출변수로는 구강질환 중 결손치, 

치주질환, 치아우식증이 포함되었으며, 결과변수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6년간 추적 조사하여 새롭게 관찰된 전체 심혈관질환에 이환 된 군이었다. 

연구결과 남성에서 결손치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하여 뇌혈관질환, 특히 

출혈성뇌졸중의 발생률이 10% 증가하였으며, 결손치의 수가 6개 이상인 경우 

출혈성뇌졸중의 발생률이 90%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결손치가 있으면서, 

치주염이나 치아우식증을 함께 가지고 있거나, 흡연과 고혈압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출혈성뇌졸중 발생률은 더욱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방법과 

달리 다음 두 가지 면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첫째, 결손치와 치주질환, 혹은 결손치와 치아우식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심혈관질환 발생에 더욱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결손치와 치주질환이 전혀 없는 군에 비하여 두 가지 구강질환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출혈성뇌졸중 발생을 무려 2.3배(95% CI : 1.3-4.1) 

증가시켰다. 한편, 결손치와 치아우식증이 전혀 없는 군에 비하여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출혈성뇌졸중 발생이 2.2배(95% CI : 1.0-4.7) 높았다. 

이는 결손치만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는 치주질환이나 치아우식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 구강질환의 심각도 상태에 따라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을 증가시켰다.  

둘째, 본 연구가 기존에 보고된 연구와 차별성을 보이는 다른 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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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질환과 기존에 잘 알려진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요인과의 결합효과를 

보았다는 점이다. 즉, 비흡연자이면서 결손치가 없는 경우에 비해 현재 

흡연자이면서 결손치를 6개 이상 가지고 있는 군에서 출혈성뇌졸중을 발생시킬 

확률이 2.5배 (95% CI : 1.4-4.4) 높았다. 마찬가지 고혈압과 결손치의 경우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즉, 고혈압과 결손치가 정상군인 경우에 비해, 고혈압이면서 

결손치를 6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는 출혈성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무려 

9.6배(95% CI : 5.5-16.7) 높았다. 이는 흡연,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요인들이 구강질환 발생에 많은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Derdivarnis et al.1978). 

구강질환과 심혈관질환 발생과의 관련성에 대한 역학적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코호트 연구가 보고 되었으며, 몇몇 

연구자들은 치주질환이 심혈관질환 발생률을 높인다는 양의 결과가(DeStefano et 

al. 1993; Mattila et al.1995;  Joshipura et al. 1996; Beck et al. 1996; Morrison 

et al. 1999; Wu et al. 2000) 있는 반면, 음의 결과도 보고되었다(Joshipura et al. 

1996; Hujoel et al. 2000; Howell et al. 2001). 또한 구강질환과 뇌혈관질환 

(Stroke)과의 연관성에 관한 여러 연구가 있었다. 특히 치주질환(Grau et al. 

1997; Beck et al. 1996;  Syrjanen et al. 1988; Morrison et al. 1999; Wu et al. 

2000; Howell et al. 2001; Joshipura et al. 2001)과 결손치(Morrison et al. 

1999;  Wu et al. 2000; Howell et al. 2001 ; Joshipura et al. 2001)의 경우 

전체 뇌졸중(total stroke), 특히 허혈성 뇌졸중(ischemic stroke)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연구는 결손치와, 치주질환이 

심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을 보는데 그쳤으며 결손치,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간의 결합효과와, 기존의 잘 알려진 심혈관질환 위험요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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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치와의 상호작용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연구에서 주요 노출변수로써 결손치, 치아우식증, 그리고 치주질환과 

심혈관질환 발생과의 관련성을 파악한 결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것은 

결손치였다. 결손치는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이 발생되었을 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치아의 상실을 초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구강상태의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분포상태의 유무만 파악하였다.  

우리나라의 구강건강검진의 실태를 보면 치과의사가 탐침(dental 

explorer)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사선 검사도 없이 구강거울(oral 

mirror)만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에 대한 오분류 

(misclassification)로 측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 결손치의 

수를 노출변수로 측정하였다. 결손치란 발치(tooth extraction)를 한 후 보철 

수복 내지는 인공치아매식(tooth implant)을 하지 않아 발치 부위가 육안으로 

손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을 결손치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손치라 함은 

기능을 할 수 없는 치아로 정의하였으며 실제 결손치아의 수보다 과소평가되었을 

것이다(최연희. 2001). 결손치를 변수로 측정한 다른 연구에서는 기능 회복을 

했더라도 자신 고유의 치아를 제외한, 즉 보철 수복치료를 한 모든 치아를 

결손치아의 수로 측정하였는가 하면(Slade et al. 1997; Axelsson et al. 1998), 

구강 내에서 치아를 발치 한 후 보철수복을 하지 않아 기능을 할 수 없는 치아로 

정의한 연구자들도 있었다(Paunio et al. 1993). 최근 보고된 외국의 연구에서 

여러 가지 구강질환 중 가장 관련성을 많이 보인 것은 결손치와 치주질환 

이었으며.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 들을 통제한 후 연구한 결과, 25개 이상의 

치아를 가진 사람에 비하여 결손치가 많은 군에서 허혈성뇌졸중 발생 

비교위험도가 1.38이었다(Joshipura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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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대상군의 사회경제학적 수준을 검토하여보면 연구대상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상 중상위급으로 한 두 

개의 결손치군에서 많은 보철수복 내지 tooth implant 시술로 말미암아 결손치의 

분포도가 감소됨을 감안할 수 있다. 심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본 

연구와 뇌졸중과의 관련성에서 외국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결손치는 전체 뇌졸중 발생에 영향을 주었고, 특히, 뇌졸중 중에서도 

출혈성뇌졸중에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반면에, 최근 외국 연구문헌들에서는 

허혈성뇌졸중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Morrison et al. 1999; Wu et al. 

2000; Joshipura et al. 2001).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과 같은 서구 나라는 우리나라에 비해 식생활환경의 차이도 

다르겠지만, 출혈성뇌졸중보다는 허혈성뇌졸중 발생이 일반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출혈성뇌졸중에 대한 충분한 표본을 확보할 만한 대규모 연구가 없었다. 특히 Wu 

등(2000)의 연구의 경우 허혈성뇌졸중 발생건수는 596명인데 반해 

출혈성뇌졸중의 발생건수는 불과 91건으로 출혈성뇌졸중이 훨씬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상군의 인종 별 차이와 식생활습관 등의 차이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지적 할 수 있다.  

둘째, Joshipura 등(2003)의 연구와 비교하여 볼 때, 이 연구집단에서 

결손치의 개수가 6개 이상인 사람들이 2.6%인 반면, Joshipura 등의 연구에서는 

결손치 개수가 8개 이상인 사람들이 16.0%로 본 연구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결손치 비율을 보여 주였다. 또한, Desvarieux 등(2003)의 연구에서의 결손치 

개수가 10개 이상인 사람들이 전체 연구 대상자의 73.3%인 것에 비하여서도 본 

연구대상자의 결손치 개수는 매우 적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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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연구들이 주로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에 반하여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남성이 50세, 여성이 47.2세로 젊은 연령층이 많았다. 

또한 대상군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라고 언급한다. 따라서 결손치의 수와 

연구대상자의 연령 면에서 연구집단 자체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연구결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 연구에서 결손치와 심혈관질환 발생 관련성은 연령군에 따라 다르다는 

결과를 보였다. 즉, 50대 미만의 연령층에서 결손치는 뇌졸중 발생을 유의하게 

증가시켰지만(RR2=2.8, p=0.0011),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출혈성뇌졸중에서 더욱 뚜렷하게 보였다. 이는 

DeStefano 등(1993)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였다. 이와 같이 결손치가 뇌졸중에 

미치는 영향이 노령층에서 보다는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관찰되는 것에 대한 

가능한 설명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손치는 발생시기가 이른 뇌졸중(early onset stroke)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전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설명할 만한 생물학적 기전은 

아직 보고된바 없다.  

둘째, 50대 연령층 이전에 이미 결손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기타 다른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요인들을 다수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50대 이전 대상에서 결손치 여부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요인으로 

혈압과 총콜레스테롤 검사결과 수준이 높았고, 흡연률이 유의하게 높았음을 

보였다. 

이 연구가 갖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대규모 인구집단을 6년 

동안 추적 관찰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라는 점이다. 코호트 연구 자료는 

                                            
RR2: Relative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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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부터 연구 시작 시점인 1996년 이전에 발생된 심혈관질환의 유병건수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었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대상 수에서도 10만 

명이 넘는 대규모인구집단으로서 충분한 통계적인 검정력을 가진 반면에, 기존의 

연구는 대개 연구대상자수가 적은 관계로 통계적인 검정력이 낮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 점을 가지고 있어 연구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무엇보다도 구강질환에 대한 진단상의 신뢰도와 타당도 

문제이다. 1996년에 처음 실시된 구강건강검진 자료로부터 수집된 결손치, 

치주질환, 치아우식증에 대한 진단상의 문제점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결손치에 관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진단상의 

분류오류가 심하게 나타났다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 였으나 이 

연구에서 결손치 여부 그리고 결손치의 수가 증가하면서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일관된 관련성을 보였던 점은 실제로 분류오류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이 연구자료에서 결손치를 

포함한 구강질환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계속 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이 연구에서 기존의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을 통제한 후에 

결손치가 출혈성뇌졸중 발생에 또 다른 위험요인이라는 결과는 공중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결손치와 흡연과 고혈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출혈성뇌졸중 발생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점은 뇌졸중 발생 

위험요인관리에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허혈성뇌졸중보다는 출혈성뇌졸중이 훨씬 많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에서 보고된 역학적 연구결과를 보면 출혈성뇌졸중의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은 흡연과 고혈압이었다.  

끝으로 구강질환 중 결손치는 뇌졸중 발생위험률을 증가시켰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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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심혈관질환 위험요인과 함께 출혈성뇌졸중의 발생위험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관련성은 젊은 연령층에서 더욱 두드려졌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와 생물학적인 기전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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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이 연구는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통하여 구강질환(oral disease)이 심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연구대상은 1990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Korea 

Medical Insurance Corporation)의 검진 대상자 180,037명중에서 구강검진을 처음 

실시한 1996년에 구강검진에 참여하였던 남자 78,252명과 여자 32,414명 이였다. 

1996년을 baseline으로 하여 기존 심혈관질환에 이환된 남자 1,015명, 여자 

218명을 제외한 후 구강검진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설문자료 불충분한 남성 225명과 

여성 34명을 제외한 남자 77,012명과 여자 32,162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잡았다. 

분석방법은 1996년에 조사된 결손치(tooth loss), 치주질환(periodontal disease), 

치아우식증(dental caries)의 상태를 1997년부터 2002년 사이에 새롭게 발생한 

뇌혈관질환(cerebrovascular disease)과 관상동맥질환(coronary heart disease)의 

발생 관련성을 심혈관질환과 다른 혼란변수의 영향을 통제(adjusted)한 후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연구대상의 평균 연령은 남성이 50세, 여성이 47.2세로 남성이 조금 높았다. 

결손치 유병률은 남성이 28.2%(21,730명), 여성이 20.8%(5,547명)이었고, 치주질환 

유병률은 남성이 55.6%(42,803명), 여성이 17.2% (12,530명)이었으며, 치아우식증은 

남성이 23.0%(17,675명), 여성이 20.4% (6,558명)이었다.  

2. 남성의 경우 결손치가 없는 군에 비해 결손치가 있는 경우 뇌졸중 

발생위험률이 1.1배(95% CI : 1.0-1.3) 높았다. 출혈성뇌졸중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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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치가 6개 이상인 경우 결손치가 없는 사람에 비하여 출혈성뇌졸중의 발생할 

위험이 1.9배(95% CI : 1.3-3.1) 높았다. 여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결손치와 심혈관질환 발생과의 관련성은 50세 이만의 젊은 층에서 더욱 

분명하게 보였다. 연령이 50세 미만인 군에서 결손치가 6개 이상인 사람의 

뇌혈관질환의 위험률은 결손치가 없는 사람에 비하여 2.8배 높았다. 이러한 

관계는 출혈성뇌졸중의 경우 결손치가 6개 이상일 때 그 위험률이 결손치가 없는 

군에 비하여 3.8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또한, 치주질환의 

경우에도 50세 미만의 젊은 군에서는 출혈성뇌졸중의 위험률이 치주질환이 없는 

군에 비하여 1.4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4. 결손치와 치주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뇌졸중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결손치가 6개 이상이면서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 결손치와 

치주질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출혈성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2.3배(95% CI : 1.3-

4.1) 높았다. 또한, 결손치가 6개 이상이고 치아우식증이 있는 경우, 결손치와 

치아우식증이 없는 경우에 비해 출혈성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2.2배(95% CI : 

1.0-4.7) 높았다. 결손치와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는 

뇌혈관질환에 걸릴 위험률이 더욱 증가하였다.  

 

5.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요인의 결합효과분석에서는 흡연을 하면서 

결손치가 6개 이상인 경우 결손치가 없는 비흡연군에 비해 출혈성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2.5배(95% CI : 1.4-4.4) 높았다. 또한 고혈압인 경우 결손치가 없고 

정상 혈압인 경우에 비해 결손치가 6개 이상인 경우 출혈성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61

9.6배(95% CI : 5.5-16.7) 높았다. 여성에서는 이러한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구강질환 중 결손치는 출혈성뇌졸중 발생위험률을 증가시켰고, 

특히 기존의 심혈관질환 위험요인과 함께 뇌졸중의 발생위험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관련성은 젊은 연령층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아마도 50세 전의 젊은 연령대에서 구강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 치주질환, 

치아우식증과 결손치 등으로 구강질환이 건전하지 않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역학적연구와 심혈관질환의 발생 원인으로서 작용되는 

생물학적인 기전에 관련된 여러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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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oral diseases on the incidence of cardiovascular diseases 

 

Seung, Dong Kyoung, D.D.M 

Dept. of Public Health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oral 

disease and the increase of the cardiovascular disease (CVD). Data of the 

study subjects was collected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s medical examination reports for the members of government 

officials and faculty and staffs of private schools. Since 1996, the first year 

of oral examination recorded, in 180,037 examinees those who had existing 

CVD (1,015 male, 218 female) were excluded, and the total records of 

78,252 males and 32,414 females were collected. Those who didn’t have oral 

examination records and imperfect reports (male 225, female 34) were also 

excluded. The data of remaining 77,012 males and 32,162 femal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or the analysis, the correlation between 1996 reports about tooth loss, 

periodontal disease, dental caries and newly reported CVD and coronary 

heart disease within the period of 1997 to 2002 was statistically examined. 

Influence of the CVD and other confounding variables were adjusted and 

analyzed using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 For the analysis, existence 

of the missing tooth, active dental caries, periodontal disease were counted 

as variables of the oral disease. Also missing tooth which shows lower 



 69

misclassification bias was us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group 

classifications of missing tooth were one with no missing tooth, 1-5 missing 

teeth, and more than 6 missing teeth. Each group was compared to the group 

of no missing tooth and statistically investigated to find out the risk rate of 

CVD incidenc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ing. Mean ages of the study subjects were 

male 50.0, female 47.2. Prevalence of the missing tooth is 1,730 (28.2%)for 

male, 5,547(17.2%)for female; prevalence of the periodontal disease is 

42,803(55.6%)for male, 12,530 (39.0%)for female. Dental caries were found 

17,675 (23.0%)cases for male and 6,558 cases (20.4%)for female. In the 

male group, those who had missing teeth show 1.1 times higher risk (95% 

CI3 : 1.0 to 1.3) of having stroke than those who don’t have missing tooth. In 

the case of hemorrhagic stroke in the male group, the group with more than 

six missing teeth shows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er incidence of stroke 

(1.9 times, 95% CI : 1.3 to 3.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ound in 

the female group. The group with both missing teeth and periodontal disease 

shows significantly higher risk of having stroke. In the group with both more 

than 6 missing teeth and periodontal disease, risk of hemorrhagic stroke 

increased by 2.3 times (95% CI : 1.3 to 4.1). Also, in the group with more 

than six missing teeth and active carious lesions, risk of hemorrhagic stroke 

is 2.2 times higher(95% CI : 1.0 to 4.7) than those who don’t have. The 

group with both missing teeth and CVD risk factors resulted significantly 

higher risk of having cerebrovascular disease. The smoking group with more 

than six missing teeth shows 2.5 times higher (95% CI : 1.4 to 4.4) risk of 

having hemorrhagic stroke than a non-smoking group. Also the group with 

more than 6 missing teeth and hypertension shows 9.6 times (95% CI : 5.5 

to 16.7) higher risk of having hemorrhagic stroke than the group of normal 

blood pressure.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emale 

group.  

                                            
CI3 :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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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between the incidence rate of CVD and missing teeth is 

more clearly observed in the group of less than 50 years old. In those, the 

group with more than six missing teeth resulted 2.8 times higher risk of 

having cerebrovascular disease. When the study subject is limited to the 

hemorrhagic stroke, the group with more than 6 missing teeth shows 3.8 

times higher risk, and i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lso, it was found that 

hemorrhagic stroke risk was 1.4 times higher in the group of less than 50 

years old with periodontal disease, but the resul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conclusion, in commonly encountered oral diseases, missing 

teeth increased the risk of stroke, especially when combined with existing 

CVD risk factors. This synergistic effect is more obvious in the younger age 

group. Further study about this effect and biologic mechanism involved 

should be followed in the future.  

 

 

------------------------------------------------------------------ 

Key words: tooth loss, periodontal disease, dental caries, ischemic stroke, 

hemorrhagic stroke, coronary heart disease, cerebrovascular 

disease, oral disease, cardiovascular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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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lation between tooth loss and CVD risk factors 
  

  Men   Women   

  Absent Present T, X2 Absent Present T, X2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Age, year  49.6(±6.2) 51.3(±6.2) P<0.0001 46.9(±5.3) 48.7(±5.9) P<0.0001 

BMI1 .(kg/m2)  23.8(±2.6) 23.7(±2.7) 0.0270 22.6(±2.6) 23.1(±2.8) P<0.0001 

FSG2 .(mg/dl)  95.6(±26.9) 98.3(±32.1) P<0.0001 87.9(±16.5) 89.5(±21.6) P<0.0001 

Total cholesterol (mg/dl)  195.2(±36.2) 195.9(±37.5) 0.0144 194.3(±36.7) 197.5(±38.3) P<0.0001 

SBP3 .(mm Hg)  125.7(±16.6) 127.9(±17.7) P<0.0001 117.5(±15.4) 120.2(±16.5) P<0.0001 

DBP4 .(mm Hg)  81.7(±11.4) 82.7(±11.8) P<0.0001 75.8(±10.7) 77.3(±11.3) P<0.0001 

Conditions,%  % %  % %  

Hypertention NO 62.8 58.0 P<0.0001 81.1 75.6 P<0.0001 

 Yes  37.2 42.0  18.9 24.4  

High cholesterol NO 89.1 88.0 P<0.0001 89.0 86.9 P<0.0001 

 Yes  10.9 12.0  11.0 13.1  

Diabetes NO 94.0 91.7 P<0.0001 98.4 97.2 P<0.0001 

 Yes  6.0 8.3  1.6 2.8  

High weight NO 68.8 68.8 0.9257 98.4 97.2 P<0.0001 

(BMI>=25) Yes  31.3 31.2  1.6 2.8  

( BMI1 : Body Mass Index, FSG2 : Fasting Serum Glucose,  

 SBP3 : Systolic Blood Pressure, DBP4 : Diastolic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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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lation between periodontal disease and CVD risk factors 

 

  Men   Women   

  Absent Present T, X2 Absent Present T, X2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Age, year  49.8(±6.3) 50.2(±6.2) P<0.0001 46.9(±5.4) 47.7(±5.6) P<0.0001 

BMI1 .(kg/m2)  23.8(±2.6) 23.8(±2.6) 0.0398 22.6(±2.6) 22.8(±2.7) P<0.0001 

FSG2 .(mg/dl)  95.7(±27.2) 96.9(±29.4) P<0.0001 88.1(±17.0) 88.4(±18.3) 0.0965 

Total cholesterol (mg/dl)  195.2(±36.2) 195.6(±36.8) 0.1404 193.9(±36.7) 196.2(±37.4) P<0.0001 

SBP3, mmHg  126.1(±16.8) 126.6(±17.0) P<0.0001 117.5(±15.4) 118.8(±15.9) P<0.0001 

DBP4 .(mm Hg)  81.8(±11.4) 82.1(±11.5) P<0.0001 75.9(±10.7) 76.5(±10.9) P<0.0001 

Conditions,%  % %  % %  

Hypertention NO 62.2 60.8 P<0.0001 81.2 78.6 P<0.0001 

 Yes 37.8 39.2  18.8 21.4  

High cholesterol NO 89.1 88.5 0.0125 89.3 87.8 P<0.0001 

 Yes 10.9 11.5  10.7 12.2  

Diabetes NO 93.9 92.9 P<0.0001 98.3 98.0 0.0696 

 Yes 6.1 7.1  1.7 2.0  

High weight NO 68.6 68.8 0.3995 83.7 81.7 P<0.0001 

(BMI>=25) Yes 31.4 31.2  16.3 18.3  
( BMI1 : Body Mass Index, FSG2 : Fasting Serum Glucose,  

 SBP3 : Systolic Blood Pressure, DBP4 : Diastolic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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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lative risk of tooth loss on total cardiovascular disease (TCVD) in men 

 
  Ischemic Heart Disease Cerebrovascular Disease TCVD 

  RR1(95% CI2) P value RR(95% CI) P value RR(95% CI) P value 

Age  1.1(1.1-1.1) <0.0001 1.1(1.1-1.1) <0.0001 1.1(1.1-1.1) < 0.0001

Diabetes  1.5(1.2-1.9) <0.0001 1.7(1.4-2.0) <0.0001 1.6(1.4-1.8) < 0.0001

Cholesterol 200-239 1.3(1.1-1.5) 0.0003 1.1(0.9-1.2) 0.4286 1.1(1.0-1.3) 0.0051

 >=240 2.1(1.7-2.5) <0.0001 1.6(1.3-1.8) <0.0001 1.6(1.5-1.8) < 0.0001

Hypertention Prehypertention 1.4(1.1-1.7) 0.0052 1.7(1.3-2.2) <0.0001 1.5(1.3-1.7) < 0.0001

 Stage1 1.8(1.5-2.3) <0.0001 2.9(2.2-3.7) <0.0001 2.3(1.9-2.6) < 0.0001

 Stage2 2.5(2.0-3.2) <0.0001 5.8(4.5-7.4) <0.0001 4.0(3.4-4.6) < 0.0001

Tooth loss  1.0(0.9-1.2) 0.6551 1.2(1.0-1.4) 0.0105 1.1(1.0-1.2) 0.1646

Alcohol use  0.8(0.7-0.9) <0.0001 0.9(0.8-1.1) 0.2496 0.9(0.8-1.0) 0.0023
Adjusted for age, smoking status, diabetes, cholesterol, hypertension and alcohol use 
(RR1 : Relative Risk, CI2 :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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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lative risk of tooth loss on stroke subtypes in men 

 
  Hemorrhagic stroke Ischemic stroke 

  RR1(95% CI2) P value RR(95% CI) P value 

Age  1.0(1.0-1.0) 0.0085 1.1(1.1-1.1) < 0.0001 

Diabetes  1.1(0.7-1.5) 0.8896 2.2(1.7-2.7) < 0.0001 

Cholesterol 200-239 0.8(0.7-1.1) 0.1779 1.1(0.9-1.3) 0.3241 

 >=240 1.1(0.8-1.5) 0.5754 1.6(1.3-2.0) < 0.0001 

Hypertention Prehypertention 2.1(1.2-3.5) 0.0080 1.6(1.1-2.2) 0.0071 

 Stage1 4.8(2.8-8.0) < 0.0001 2.4(1.8-3.3) < 0.0001 

 Stage2 11.7(7.0-19.6) < 0.0001 4.8(3.5-6.6) < 0.0001 

Tooth loss  1.2(0.9-1.5) 0.1621 1.2(1.0-1.4) 0.0409 

Alcohol use  1.0(0.8-1.3) 0.8859 0.9(0.8-1.1) 0.2400 
Adjusted for age, smoking status, diabetes, cholesterol, hypertension and alcohol use 
(RR1: Relative Risk, CI2 :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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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lative risk of tooth loss on total cardiovascular disease (TCVD) in men 

 

  Ischemic Heart Disease Cerebrovascular Disease TCVD 

  RR1(95% CI2) P value RR(95% CI) P value RR(95% CI) P value 

Missing teeth None 1.0  1.0  1.0  

 1-5 1.1(0.9-1.2) 0.3583 1.2(1.0-1.3) 0.0231 1.1(1.0-1.2) 0.1449 

 >=6 0.7(0.5-1.1) 0.1359 1.3(1.0-1.8) 0.0870 1.0(0.8-1.3) 0.8845 
Adjusted for age, smoking status, diabetes, cholesterol, hypertension and alcohol use 
(RR1: Relative Risk, CI2 : Confidence Interval) 
 

 

 
 
 

 
Table 6. Relative risk of tooth loss on stroke subtypes in men 

 

  Hemorrhagic stroke Ischemic stroke 

  RR1(95% CI2) P value RR(95% CI) P value 

Missing teeth None 1.0  1.0  

 1-5 1.1(0.9-1.4) 0.4495 1.2(1.0-1.5) 0.0285 

 >=6 1.9(1.2-3.1) 0.0088 1.0(0.7-1.6) 0.2387 
Adjusted for age, smoking status, diabetes, cholesterol, hypertension and alcohol use 
(RR1: Relative Risk, CI2 : Confidence Interv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