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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association between self-assessed periodontal 
symptoms and glycated hemoglobin levels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thods� This 
cross-sectional study involved 156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who were aged 50 years 
or older.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self-assessed periodontal 
symptoms of the patients. The glycated hemoglobin test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ir long-
term blood glycemic control. Chi-square test and logistic multiple regression were performed 
to analyz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glycated hemoglobin levels. Results� Compared with 
patients aged 65 years and above, more patients aged 64 years and below showed poor 
glycemic control (p=0.020). Further, compared with patients without self-perceived gingival 
bleeding and halitosis, more patients with these two conditions showed poor glycemic control 
(p<0.05). Compared with the group of patients without any periodontal symptoms, the group 
of patients that had at least one periodontal symptom had a higher proportion of patients with 
poor glycemic control (p<0.001). In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gingival bleeding and halitosis 
were the factors most associated with hyperglycemia (p<0.05). Conclusions� The results of our 
study suggest that gingival bleeding and halitosis can predict hyperglycemia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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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나 역할의 감소로 인하여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질환이다[1]. 제1형과 제2형

으로 분류되지만 당뇨병 환자의 약 90%는 제2형에 해당된다[2].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 30세 이
상 성인에서 당뇨병 유병률은 남자 12.9%, 여자 9.6%이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유병률은 크게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3]. 제2형 당뇨병으로 인한 만성적인 고혈당은 신장이나 신경계 및 혈관과 같은 조직에 손상과 
기능저하를 일으키고 면역체계에 심각한 기능저하를 유발한다[4]. 그동안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만성염증
의 발생에 대해 보고되어 왔으며[5], 특히 치주조직의 염증과 높은 상관성도 증명되었다[6]. 이외에도 당뇨병
과 연관된 구강 내 문제로는 구강건조증, 치근 우식증, 구강캔디다증 및 미각변화 등이 있다[7,8]. 특히 혈당조
절이 안 될 경우 치주조직의 부착소실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타액 안에서 육체적 ·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
을 때 나타나는 크로모그라닌 A(chromogranin A)가 증가된다[9]. 반대로 치주조직에 발생한 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0]. 따라서 당뇨병은 구강 내·외 다양
한 합병증을 야기하는 질환으로서 치과의료인력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수준을 평가할 때 주로 공복혈당 검사법이 이용되어 왔다[2]. 이 방법은 경
제성과 편리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환자의 식사시간에 따라 혈당의 변이가 커서 정확성이 낮을 수 있고
[11], 측정 전에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12].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당뇨병학
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는 스크리닝 테스트 중 하나로서 당화혈색소(glycated hemoglobin, 
HbA1c) 검사를 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4]. 당화혈색소는 포도당이 결합된 A1c형 혈색소를 의미하며, 이 검
사법은 최근 2-3개월간 평균 혈당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해주기 때문에 메디컬 분야에서 당뇨합병증을 예측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1].

그동안 여러 연구에서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고농도의 당화혈색소와 열악한 구강건강과의 연관
성이 보고되어 왔지만[13],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은 구강건강상태를 평가할 때 치주낭 깊이나 부착소실량과 
같은 임상적 지표를 이용하였다[6,10].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건강의 정의가 다차원적으로 해석되면서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있어 자가 평가 도구의 의미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14]. 자가 보고 방
식은 구강건강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반영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환자 중심의 평가 도구의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5]. 자가 인식한 건강상태는 구강병 상태나 조직손상, 구강통증, 불편감 및 기
능제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16], 임상적 지표를 이용한 검사결과와도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17]. 특히 스
스로 인식한 구강통증은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18]. 따라서 자가 인식한 구강건강상태
는 당뇨병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치과의료인력에게 의미 있는 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50세 이상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당화혈색소 검사법을 이용하여 혈당조절상태를 
파악하고, 당화혈색소 농도와 자가 인식한 치주질환 증상과의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당뇨병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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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3] 당뇨병 유병율이 약 10% 이상에 해당하는 만 50세 이상을 대

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편의표본추출법을 적용하여 경기도에 위치한 2개의 내
과의원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관에 방문한 제2형 당뇨병에 이환된 50세 이상인 환자에게 본 연구목적과 과
정 및 참여 제한 기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이후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동의한 자에게 
‘피험자 설명 및 연구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조사자는 연구시작일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치주수술을 받은 자, 
체질량지수가 25이상인 자, 손이나 어깨에 퇴행성 질환을 진단받은 자, 인지장애가 있는 자, 치매를 진단받은 
자, 매일 알콜을 반잔 이상 섭취 하는 자, 매일 5개비 이상 흡연을 하는 자, 구강건조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및 잔
존치아수가 20개 미만인 자 등 치주질환 발생 여부나 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설명하였다.

자료조사는 2019년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수행되었고 총 188부가 수집되었으나 결측치가 있는 32부
를 제외한 총 156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한 최소 표본 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G*power 프로그램(ver. 3.1.9.2)(Informer Technologies, Düsseldorf, Germany)이 사용되었다. 선
행연구[19,20]를 기준으로 odds ratio=2.0, α probability=0.05, power=0.8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의 수는 
148명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는 OO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1044396-201905-HR-080-
01)을 받았다.

2. 연구도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구강건강행동 및 자가 인식한 치주질환 증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설

문지를 이용하였다. 치주질환 증상은 선행연구[21]를 참고하여 치은출혈, 치은부종, 치은통증 및 구취 등 4문
항으로 구성하였고, 아니오(0)와 예(1)로 측정하여 0-4점 사이의 점수분포를 보였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치주
질환 증상을 많이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하였고 Cronbach’s α 값은 0.672이었다.

연구대상자의 혈당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5번째 손가락 끝의 모세혈관으로부터 1회용 침을 이용하여 혈
액을 약 0.2 cc 채취하였다. 그리고 즉시 In2itTM(Bio-Rad Laboratories Inc, USA)를 이용하여 당화혈색소의 
농도를 분석하였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을수록 최근 2-3개월 동안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해석하였
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프로그램(ver. 25.0;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혈당

조절과 일반적 특성, 구강건강행동 및 자가 인식한 치주질환 증상 간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교차분석시에 치주질환 증상을 1개라도 인식한 자는 치주가 건강하지 않은 집단으로 분류하였
다. 추가적으로 고혈당과 치주질환 증상 간의 연관성의 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입력선택방식을 이용한 다
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시에는 교차분석 결과 p<0.1을 가진 요인들과 성별
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또한 당화혈색소가 7.0% 미만인 경우 혈당이 조절되는 집단(0)으로, 7.0% 이상인 
경우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집단(1)으로 분류하였다[4]. 통계학적 유의성은 α=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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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혈당조절과의 연관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혈당조절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만 65세 이상인 집단보다 64세 이하에서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2.2%, p=0.020)<Table 1>. 또한 최종학력이 
중학교 이하보다 고등학교 이상에서 고혈당자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52.3%, p=0.092).

2.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행동, 치주질환 증상과 혈당조절과의 연관성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행동, 치주질환 증상과 혈당조절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치

주질환 증상 중 치은출혈과 구취를 인식한 집단에서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p=0.003, 
0.012). 1개 이상의 치주질환 증상을 인식한 집단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집단에 비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
는 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9.7%, p<0.001). 혈당조절 상태와 구강건강행동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연관성이 없었다(p>0.05).

3. 고혈당과 치주질환 증상 간 연관성의 강도
고혈당과 치주질환 증상 간 연관성의 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치

은출혈과 구취를 인식한 집단은 이러한 증상을 인식하지 않은 사람보다 고혈당 발생률이 약 2배 정도 높게 나
타났다(OR: 2.301, 2.845; p<0.05)<Table 3>. Hosmer-Lemeshow 검정 결과 χ2=5.290(p=0.507)로 나타나 본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Unit: N(%)

Characteristics Division
Subjects group

χ2(p*)Normoglycemic
(≤6.99%)

Hyperglycemic
(≥7.00%)

Gender Male 19(54.3) 16(45.7) 0.304(0.581)
Female 72(59.5) 49(40.5)

Age(yr) ≤64 32(47.8) 35(52.2) 5.400(0.020)
≥65 59(66.3) 30(33.7)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70(62.5) 42(37.5) 2.836(0.092)
≥High school 21(47.7) 23(52.3)

Average income Do not know 6(42.9) 8(57.1) 3.083(0.214)
/per month(million won)+ ＜2.0 58(63.7) 33(36.3)

≥2.0 27(52.9) 24(47.1)
Diabetes duration(yr) ＜10 38(59.4) 26(40.6) 0.048(0.826)

≥10 53(57.6) 39(42.4)
*by chi-square test
+Divided by participants' medium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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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ssociation between oral health behaviors, self-assessed periodontal symptoms and 
blood glucose levels                                                                                                                   Unit: N(%)

Characteristics Division
Subjects group

χ2(p*)Normoglycemic
(≤6.99%)

Hyperglycemic
(≥7.00%)

Oral health behaviors 
 Frequency of toothbrushing ≤1 9(42.9) 12(57.1) 0.251(0.616)
 (per day) ≥2 82(60.7) 21(44.7)
 Toothbrushing technique Horizontal scrub 28(59.6) 19(40.4) 1.924(0.382)
 Rolling stroke 30(51.7) 28(48.3)

Mixed 33(64.7) 18(35.3)
 Recent dental check-ups(yr) ≤2   52(55.9) 41(44.1) 0.555(0.456)
 ＞2 39(61.9) 24(38.1)
 Periodic dental scaling No 86(60.6) 56(39.4) 3.237(0.072)

Yes 5(35.7) 9(64.3)
 Periodic dental examination No 78(57.8) 57(42.2) 0.814(0.457)

Yes 13(61.9) 8(38.1)
 Use of interproximal cleaning No 82(59.9) 55(40.1) 1.070(0.301)
 device Yes 9(47.4) 10(52.6)
Self-assessed periodontal symptoms 
 Gingival bleeding No 74(65.5) 39(34.5) 8.631(0.003)

Yes 17(39.5) 26(60.5)
 Swelling No 74(60.7) 47(39.3) 1.242(0.265)

Yes 17(50.0) 17(50.0)
 Gingival pain No 79(56.8) 60(43.2) 1.179(0.278)

Yes 12(70.6) 5(29.4)
 Halitosis No 84(62.2) 51(37.8) 6.240(0.012)

Yes 7(33.3) 14(66.7)
 Gingival health status Healthy group 64(71.9) 25(28.1) 15.715(<0.001)

Unhealthy group+ 27(40.3) 40(59.7)
*by chi-square test
+perceived at least one periodontal symptom

Table 3. Association between self-assessed periodontal symptoms and blood glucose levels 
Variables B OR 95% CI p*

Gender 0.092 1.097 0.475-2.533 0.829
Age -0.558 0.566 0.281-1.144 0.113
Education level -0.169 0.845 0.188-3.796 0.826
Periodic dental scaling  0.862 2.368 0.618-9.080 0.209
Gingival bleeding  0.834 2.301 1.044-5.074 0.039
Halitosis  1.046 2.845 1.029-7.870 0.044
Dependent variable (0=good glycemic control group(<HbA1c 7.0%), 1=poor glycemic control 
group(≥HbA1c 7.0%)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for general characteristics and oral health behaviors
CI: confidence interval; OR: odd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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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안
제2형 당뇨병으로 인한 만성적인 고혈당은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시키는데 특히 만성염증

과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5]. 당뇨 합병증의 발생을 감소시키거나 지연시키기 위하여 철저한 혈당관리는 필
수적이다. 혈당을 측정하는 방법 중 당화혈색소 검사법은 당뇨병 유무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 3개월 동안 혈당수준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민감도가 높은 방법이다[2]. 따라서, 치과의료인력은 당뇨
병으로 인한 구강 내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화혈색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치과의료기관 내에서도 
당뇨 환자의 당화혈색소 농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그동안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치
주조직을 포함하여 구강 내 여러 연조직의 상태에 대해 보고되어 왔지만[13], 제2형 당뇨병의 이환 상태만을 
고려하기보다는 혈당조절 상태에 따라 구강 증상을 다양하게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환자중심평가
(patient-centered measures)는 당뇨병에 이환된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치과의료인력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특히 구강질환 중 치주질환은 환자의 안녕(well-being)과 연관성이 높으며, 
그 심각도와 범위가 증가할수록 개인의 삶의 질은 더 크게 감소한다[22]. 이에 본 연구는 50세 이상인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인식한 치주질환 증상과 혈액 내 당화혈색소 농도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
였다. 이 연구결과는 당뇨병 환자의 구강건강과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당화혈색소 농도와 연관된 요인들을 통제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치주질환 증상 중 치은출혈과 구취는 
고혈당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다(p<0.05). 비록 본 연구에서는 치주상태를 평가할 때 임상적
인 지표를 이용하지 않았지만, 이 결과는 혈당이 조절되지 않은 환자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 중증의 치주염이 
더 많이 발생되어 있다는 연구를 지지한다[20]. 또한 구강위생행동의 빈도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당뇨병 환
자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 치주염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23].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우리 연구는 환자가 스스로 인식한 치은출혈과 구취는 제2형 당
뇨병 환자에서 고혈당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임을 제안한다. 그 동안 임상적 지표를 이용한 여러 선행연구에
서 치주조직의 염증과 고혈당은 상호 연관성(two-way relationship)이 있음이 증명되었다[6,24]. 고혈당은 치
주미생물에 대해 과염증 반응을 유도하고 나아가 염증과 재생의 과정을 손상시킴으로써 결국 치주조직의 파
괴를 가속화시킨다[25,26]. 반대로 치주염증은 공복혈당의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
주염증의 개선을 위한 구강위생중재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 상태를 개선시킨다[27]. Wang 등[28]은 치주
치료는 치주염증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인슐린에 민감한 아디포카인(adipokines)을 증가시켜 결국 혈당조절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구강보건인력을 포함한 모든 의료인력은 당뇨병과 치주건강은 상
호 관련성이 있는 관계임을 인식하고 당뇨병 환자에게 포괄적인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고혈당과 열악한 구강건강과의 연관성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뇨병 환자들의 대부분은 구
강건강행동을 꾸준히 실천하지 못한다[29]. 본 연구결과에서도 치석제거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거나 치간세정
을 실천하는 사람은 전체 연구대상자의 약 13%에 불과하였다. 이에 치과의료인력은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
로 구강건강행동을 강화시키고 구강 내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하여 구강건강중재를 끊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단변량 분석결과 65세 이상보다 64세 이하에서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인 자의 비
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2). 이 결과는 젊은 연령층일수록 혈당조절을 위한 건강행동의 실천도가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젊은층에서 혈당조절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로지스
틱 회귀모형에서는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으므로 추후 연령과 혈당조절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재확인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그 동안 통합적인 환자관리(integrated care)를 위해 치과의료진과 타 분야 의료
진 간 임상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인식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그 협력은 활발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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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당뇨병 환자의 구강을 포함한 전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치과의료인력과 내분비계 의료진 간
의 상호협력이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에서는 구강건강행동과 혈당조절과의 연
관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구강건강행동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대상자의 수가 극히 적었
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추후 연구에서 두 요인의 연관성에 대해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여러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임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특정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50
세 이상인 자만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그 수가 많지 않아서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다소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내과에 방문한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
은 사람들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치은출혈 및 구취와 고혈당 간 연관성
을 증명하였지만, 그 관련성의 강도는 예상보다 높지 못하였다. 우리는 이 결과에 대해 연구대상자 수가 상대
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당뇨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엄격한 수준인 7.0%를 기준으로 연구대상자를 분류하였
기 때문이라고 사료되었다. 둘째, 본 연구는 단면조사연구로서 사용된 변수들 간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
는 것이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치주건강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환자가 인식하기 쉬운 4가지 치주증상만을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자가 건강인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치주건강상태를 예측
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자가 인지한 치주질환 증상과 
고혈당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혈당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이요법 등과 다른 요인
들을 광범위하게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 수행과 함께 연령의 범위를 확대하
여 표본을 체계적으로 추출하고, 자가 평가법과 다른 방법의 병용을 통해 치주건강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
여야 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건강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삶의 질의 중
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30]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더 잘 반영해주는 환자 중심
의 치주건강상태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혈당조절 상태를 정확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인 
당화혈색소를 이용하여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고혈당의 예측요인으로서 치은출혈과 구취를 제안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결론
본 연구는 50세 이상인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인식한 치주질환 증상과 당화혈색소 농도와의 

연관성을 평가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혈당조절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만 65세 이상인 집단보다 64세 이하에

서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는 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p=0.020).
2. 치은출혈과 구취를 인식한 집단에서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는 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1개 이상의 치주질환 증상을 인식한 집단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집단에 비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
는 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그러나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행동과 혈당조절과의 유의
미한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3.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치주질환 증상 중 치은출혈과 구취는 고혈당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요인으로 나
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를 통해 이 연구는 고농도의 당화혈색소는 자가 인식한 치은출혈과 구취와 연관되어 있음을 제
안한다. 이에 치과의료인력은 고혈당과 자가 인식한 치주건강상태는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고, 
구강 내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하여 포괄적인 구강건강중재를 지속적으로 제공 · 확대하
여야 한다. 이 연구결과를 계기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전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치과계와 내분비계 
의료진 간의 상호협진이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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