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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association between dyslipidemia 
and periodontitis in Korean adults aged 30 and older. Methods: We examined 3,992 subjects 
participating in the 2015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Periodontal 
status was evaluated using the community periodontal index (CPI). People with 3 or 4 CPI codes 
were classifi ed as the periodontitis group. For statistical analyses, chi-square test and logistic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Results: The prevalence of periodontitis was higher in men, 
people aged 70 and over, people whose income status was among the lower 25%, and people 
whose educational level was high school or lower (p<0.001). The prevalence of periodontitis 
was higher in people who brushed their teeth twice or less, those who did not use interdental 
cleaning devices, those who did not have a dental checkup in the last 12 months, and those 
who had not drunk or smoked (p<0.05). The prevalence of periodontitis was increased with 
individuals whose BMI was ≥25 kg/m2, those whose glycated hemoglobin was ≥6.5%, and 
whose lipid levels were higher or lower than the normal range. In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an increase in triglyceride was found to increase the prevalence of periodontitis (p<0.05). 
Conclusions: The study suggests that dyslipidemia, especially hypertriglyceridemia, is a 
predictor of periodon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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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치주질환은 Porphyromonas gingivalis 등과 같은 치주병인균이 생산한 세포 내·외 독소로 인하여 숙주의 

방어력이 약화되고 치주조직이 파괴되는 염증성 질환이다[1]. 치주질환은 치아상실의 주된 원인이며 개인의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 대표적 건강문제로 인식되어 왔다[2]. 치주질환의 발생 원인과 예방법이 상당부분 밝
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이다[2]. 또한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 자료에 의하면 치주질환은 최근 5년 동안 우리 국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외래질환 가운데 2위를 유지하
고 있어[3]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최근에 염증성 질환인 치주염과 비감염성 만성질환 간 상호 연관성(two-way relationship)이 점차 밝혀지
고 있다. 치주질환은 심혈관계질환이나 관상동맥질환[4] 및 당뇨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며[5], 나아가 혈액 내
로 치주 병인균의 침입은 전신적 염증 반응을 촉진시켜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생을 높이기도 한다[6]. 따라서, 
구강보건인력을 포함한 모든 의료인력은 건강한 치주상태는 전신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데 있어 초석 역
할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최근 이상지질혈증과 치주건강상태와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7]. 이상지질혈증
(dyslipidemia)은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과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및 중성지방(triglyceride)의 농도가 정상보다 상승되었거나,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의 농도가 정상보다 감소한 상태를 의미한다[8]. 그 동안 치주질환과 관련되
어 있는 혈중 지질의 종류는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통제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보고되어 왔다. 특
히 지질 중에서 고농도의 총콜레스테롤은 당뇨병의 유발 요인일 뿐 아니라 치주질환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이
기도 하다[7]. Griffiths과 Barbour[8]의 연구결과에서는 높은 농도의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치주질환과 연관성이 있었다. 또한 최근 연구결과에서 고지혈증을 가진 집단의 타액 내에서 치주질환의 마
커인 8-OHdG(8-hydroxy-2'-deoxyguanosine)의 증가를 확인하였다[9]. 이외에 연령이나 비만과 같은 요인들
을 통제한 후에도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에 대한 중성지방의 비율은 치주질환 발생률과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10]. 반대로, 치주질환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의 감소나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치주염증은 지질대사를 손상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11]. 이상지질혈증과 
치주질환의 유병률이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12], 한국인을 대상으로 치주질환 발생에 있
어 이상지질혈증의 영향력을 보고한 연구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인의 건강상태를 대표할 수 있는 신뢰성이 높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치주건강상태와 이상지질혈증의 연관성을 평가하고, 특히 치주염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혈중 지질의 종류
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성인에서 치주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치주질환자들의 효과적인 
치주건강관리에 있어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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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6기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15년 자료는 구강검사 결과가 존재하는 가장 최근 자료이다. 국민건강
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국민의 건강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실태 및 만성질환 유병 현
황에 관한 법정조사이다[12]. 조사는 건강설문조사와 검진조사 및 영양조사로 구분되며, 건강설문조사와 검
진조사는 이동검진센터에서, 영양조사는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실시되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표본
추출방법은 조사구와 가구를 1, 2차 추출단위로 하는 2단계 층화집락 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였고, 제6기는 
192개 조사구가 추출되었다. 표본 조사구 내에서 양로원 등을 제외한 가구 중 20개 표본가구가 선정되었고, 
표본가구 내에서 적정 요건을 만족하는 만1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을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는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7,380명 중에서 연령이 만 30세 이상 80세 이하이고, 건강설문조사와 검
진조사(혈액 검사와 구강검사)를 완료한 3,992명(54.1%)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만 30세 이상은 국민건
강영양조사 결과 치주병 치료가 필요한 치주질환 유병률이 10% 이상에 해당하는 집단이다[12]. 본 연구는 00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면제 승인을 받았다(IRB NO. 1044396-201912-HR-218-01).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건강설문조사(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건강행동)와 혈액검사 및 구강검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및 개인별 소득수준으로 구성하였다. 건강행동은 
일일 칫솔질 횟수, 치간세정도구 이용 여부, 지난 1년 동안 구강검진 수진 여부, 평생 음주 경험 여부 및 평생 
흡연 경험 여부를 구성하였다. 칫솔질 횟수는 2회 이하와 3회 이상으로,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사용할 경우 치
간세정 도구 이용자로 재분류하였다. 비만은 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저체중(18.5 kg/m2 미만)과 정상(18.5-
24.9 kg/m2), 비만(25 kg/m2 이상)으로 재분류하였다[13].

혈액검사 결과는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및 중성
지방의 농도를 이용하였다. 모든 지질의 분석은 COBAS 8000 C702(Roche, Germany)가 이용되었는데, 총콜
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enaymatic method로, 2가지 지단백콜레스테롤은 homogeneous enzymatic 
colorimetric method로 측정되었다[12]. 당화혈색소는 6.5% 이상인 경우 혈당이 높은 군으로 재분류하였다
[14]. NCEP-ATP III(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adult Treatment Panel III)[15]와 대한진단
검사의학회의 기준[16]에 따라 총콜레스테롤은 240 mg/dL 이상,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40 mg/dL 미만,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160 mg/dL 이상, 중성지방 200 mg/dL 이상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치주건강상태는 지역사회 치주지수(Community Periodontal Index, CPI)를 이용하여 11, 16, 17, 26, 27, 
31, 36, 37, 46 및 47번 치아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CPI 점수는 건강한 치주조직(CPI cord 0), 탐침시 치은출
혈(CPI cord 1), 치석 침착(CPI cord 2), 치주낭 깊이가 4-5 mm(CPI cord 3), 치주낭 깊이가 6 mm이상(CPI 
cord 4)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CPI 3 이상인 자를 치주염 환자로 분류하였다[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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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자료는 IBM SPSS 프로그램(ver. 25.0;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복합표본 분석을 수행하

였다. 분석 전 계층에는 분산추정층을, 군집에는 조사구 번호를, 가중치는 설문, 검진조사 가중치를 이용하여 
계획파일을 생성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당화혈색소 및 지질 농도에따른 치주염 유병
률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복합표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치주염 발생에 있어서 지질별로 영향력의 강
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시 종속변수는 치주염 유병 여부
를, 독립변수는 교차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들을 투입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성의 평가는 
α=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사회ㆍ인구학적 특성과 치주염과의 연관성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치주염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여성보다 남성에서(40.8%), 만 69

세 이하보다 70세 이상인 집단(47.7%)에서 치주염 유병률이 더 높았다(p<0.001). 또한 개인 소득수준이 하위 
25% 이상인 집단보다 25% 미만에서(42.3%), 교육수준이 대학교 이상보다 고등학교 이하인 집단(41.8%)에
서 치주염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Table 1>.

2. 연구대상자의 건강행동 특성과 치주염과의 연관성
연구대상자의 건강행동 특성과 치주염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일일 칫솔질 횟수가 3회 이상보다 2회 이

하인 집단(39.1%), 치간세정도구를 이용하는 집단보다 이용하지 않은 집단(41.4%)에서 치주염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또한 지난 1년 동안 치과검진을 실시한 집단보다 실시하지 않은 집단에서
(36.7%), 평생 동안 음주 경험이 없거나(45.1%) 흡연 경험이 있는 집단(42.3%)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치주
염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Table 2>.

3. 연구대상자의 전신건강관련 특성과 치주염과의 연관성
연구대상자의 전신건강관련 특성과 치주염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정상인 집단에 비해 비만이거나

(42.0%),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인 집단(52.4%)에서 치주염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또한 정상인 집단에 비해 총콜레스테롤(41.7%),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45.5%),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41.6%) 및 중성지방(44.9%)의 농도가 비정상인 집단에서 치주염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5)<Table 3>.

4. 이상지질혈증과 치주염 간 연관성의 강도
이상지질혈증과 치주염과의 연관성 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치주

염과 관련된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혈중 지질 중 중성지방의 농도가 비정상인 집단(≥200 mg/dL)은 정상인 
집단에 비해 치주병 위험률이 1.3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OR: 1.305; p<0.05).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주염 위험률은 높았고, 개인 소득수준이 하위 25% 이내이거나 25-50%에 해당하는 집단, 교육수준이 고등
학교 이하인 집단, 치간세정 도구를 이용하지 않는 집단, 평생동안 흡연 경험이 있고 비만인 집단(BMI≥25 
kg/m2 이상)은 각 대조군에 비해 치주염 위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Table 4>.



56 ̇  J Korean Soc Dent Hyg 2020;20(1):53-62 최준선 / 치주염과 고중성지방혈증 ˙ 57

https://doi.org/10.13065/jksdh.20200006 https://doi.org/10.13065/jksdh.20200006

Table 1. Association between socio-demographics characteristics and periodontitis(CPI 3-4)           Unit: N(%)

Characteristics Division Periodontal status χ²(p* )No periodontitis Periodontitis
Gender Male 935(59.2) 786(40.8) 51.052

(<0.001)Female 1,536(70.0) 735(30.0)
Age(yr) ≤49 1,138(76.4) 353(23.6) 238.971

(<0.001)50-69 990(53.2) 852(46.8)
≥70 343(52.3) 316(47.7)

Individual income level <25% 523(57.7) 411(42.3) 41.574
(<0.001)25-50% 573(62.4) 401(37.6)

50-75% 673(68.5) 365(31.5)
>75% 691(70.1) 331(29.9)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416(58.2) 1,076(41.8) 113.931
(<0.001)≥College 899(75.3) 320(24.7)

*by chi-square test

Table 2. Association between health behaviors characteristics and periodontitis(CPI 3-4)                  Unit: N(%)

Variables Division Periodontal status χ²(p* )No periodontitis Periodontitis
Frequency of toothbrushing ≤2 1,066(60.9)  780(39.1) 22.131

≥3 1,311(68.1)  673(31.9) (<0.001)
Use of interproximal cleaning device No 1,427(58.6) 1,100(41.4) 100.107

Yes  978(74.4)  378(25.6) (<0.001)
Dental check-ups in the past year No 1,556(63.3) 1,027(36.7) 5.755

Yes  848(67.2)  451(32.8) (0.043)
Alcohol drinking experience over their lifetimes No  259(54.9)  219(45.1) 17.721

Yes 2,148(65.7) 1,261(34.3) (<0.001)
Smoking experience over their lifetimes No 1,570(70.4)  765(29.6) 68.038

Yes  835(57.7)  713(42.3) (<0.001)
*by chi-square test

Table 3. Association between general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and periodontitis(CPI 3-4)        Unit: N(%)

Variables Division Periodontal status χ²(p* )No periodontitis Periodontitis
Body mass index Underweight(<18.5 kg/m2)   82(75.4)  32(24.6)  45.090 

(＜0.001)Normal(18.5-24.9 kg/m2) 1,544(67.9)  848(32.1)
Obese(＞25 kg/m2)  827(58.0)  640(42.0)

Glycated hemoglobin levels Hyperglycemia(≥6.5%)  200(47.6)  214(52.4) 47.639
Normal(＜6.5%) 2,263(66.3) 1,296(33.7) (＜0.001)

TCL Abnormal(≥240)  226(58.3)  160(41.7) 7.630
Normal(＜240) 2,245(65.4) 1,361(34.6) (0.010)

HDL-C Abnormal(＜40)  437(54.5)  407(45.5)  46.814
Normal(≥40) 2,034(67.3) 1,114(32.7) (＜0.001)

LDL-C Abnormal(≥160)  202(58.4)  141(41.6) 6.364
Normal(＜160) 2,269(65.3) 1,380(34.7) (0.023)

TC Abnormal(≥200)  353(55.1)  317(44.9)  35.474
Normal(＜200) 2,118(66.8) 1,204(33.2) (＜0.001)

*by chi-square test
TCL, Total cholester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C, Triglyce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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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안
최근 이상지질혈증은 열악한 치주건강상태와 연관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18]. 이상지질혈증과 치주질

환의 유병률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 두 요인 간 연관성을 보고한 연구는 매우 소수
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인의 건강상태를 대표할 수 있는 신뢰성이 높은 국민건강영양조사(2015
년)를 이용하여 만 30세 이상 성인 총 3,992명을 대상으로 치주염과 이상지질혈증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나
아가 치주염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혈중 지질의 종류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성인에서 치주질환
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효과적인 치주치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본 연구의 주된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치주염 유병률은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의 농도
가 비정상인 집단에서 더 높았다(p<0.05). 그러나, 치주염과 연관된 요인들을 통제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는 혈중 지질 중 중성지방의 농도가 200 mg/dL 이상인 집단은 정상(<200 mg/dL)보다 치주염 위험률이 약 1.3
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8,19].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치
주염 발생에 기여하는 지질 종류는 다양하게 보고되어 왔는데, Griffiths과 Barbour[8]의 연구결과에서는 높
은 농도의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치주질환과 연관성이 있었다. 또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농도의 중성지방(>149 mg/dL)은 치주염의 발생을 추측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19]. 또 다른 연구에서는 총콜레스테롤과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 임상부착소실량의 증가와, 중성지방의 
농도는 치주낭 깊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0]. 한국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한 등[21]의 연구에서

Table 4. Association between dyslipidemia(lipid profile) and periodontitis(CPI 3-4)          
Variables Division OR 95% CI* 

Age Age 1.035 1.025-1.044
Gender Male(ref.=female) 1.171 0.914-1.500
Individual income levels ＜25% 1.508 1.124-2.024

25-50% 1.360 1.028-1.798
50-75%(ref.=＞75%) 1.032 0.784-1.359

Education level ≤High school(ref.=＞college) 1.319 1.004-1.733
Frequency of toothbrushing ≤2(ref.=＞3) 0.926 0.778-1.101
Use of interproximal cleaning deviceNo(ref.=yes) 1.366 1.109-1.683
Dental check-ups in the past year No(ref.=yes) 1.001 0.842-1.189
Smoking experience+ No(ref.=yes) 0.589 0.455-0.763
Alcohol drinking experience+ No(ref.=yes) 1.312 0.970-1.773
Glycated hemoglobin levels ≥6.5%(ref.=＜6.5%) 1.261 0.936-1.699
Body mass index ≥25 kg/m2(ref.=＜25 kg/m2) 1.343 1.124-1.605
TCL Hyper(≥240 mg/dL)(ref.=＜240 mg/dL) 1.265 0.805-1.986
HDL-C Hypo(<40 mg/dL)(ref.=≥40 mg/dL) 1.137 0.908-1.422
LDL-C Hyper(≥160 mg/dL)(ref.=＜160 mg/dL) 1.101 0.695-1.744
TC Hyper(≥200 mg/dL)(ref.=＜200 mg/dL) 1.305 1.005-1.695
dependent variable(0=no periodontitis, 1=periodontitis(CPI 3-4))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for socio-demogriphic characteristics, health behaviors and general 
health status 
+over their lifetimes
CI, confidence interval; OR, odds ratio
TCL, Total cholester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C, Ttriglyce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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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의 농도가 감소되거나 중성지방의 증가는 치주염과 연관되어 있었고, 특히 과다
흡연자에서 감소된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과 치주염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반면 코호트 연구인 
Katz 등[22]의 연구에서 치주낭 깊이는 총콜레스테롤과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과 정적인 상관성이 있었지
만, 중성지방과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Golpasand Hagh 등[23]의 연구에서는 고밀도지단백콜레스
테롤과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의 농도는 치주염증과 연관성의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
준은 아니었다. 그동안 지질 중에서 중성지방의 과도한 증가는 혈중 IL-8(interleukin-8)과 MCP-1(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1)을 포함한 사이토카인의 증가와 독립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왔는데, 특
히 중성지방이 분해되어 생기는 유리지방산(free fatty acid)의 증가는 여러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증가시켜 신
체를 염증성 상태로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24]. 지금까지 혈중 지질 농도와 치주염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Lutfioğlu 등[25]은 혈중에 존재하는 높은 농도의 지질이 치은열구 내 
산화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 때문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지질의 증가는 TNF-α(tumor necrosis factor-α)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과도한 분비를 유발하고, 이러한 과염증상태는 구강 내ㆍ외 염증질환과 관련되어 
있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26]. 따라서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를 함께 고려해볼 때, 우리는 비정상적인 고농
도의 중성지방은 치주염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선행요인임을 제안한다. 이에 구강보건인력은 성인에서 최
적의 치주건강을 위하여 지질대사 중요성을 인지하여야 하고, 내과계 의료진과의 협진을 통해 혈중 지질의 
농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이상지질혈증은 그 자체로 특별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지만 사망률에 기여하는 심혈관계질환의 대표적인 
위험요인이다[15]. 이상지질혈증의 주 위험인자는 고연령, 유전성, 고지질식이, 과체중, 운동부족, 당뇨병 및 
고혈압 등이 있다[14]. 이외에도 흡연자에서 중성지방의 농도가 높았고, 비흡연자에서 고밀도지단백콜레스
테롤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27]를 고려할 때 흡연은 지질대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치주염 위험요인으로서 이상지질혈증을 제안한 본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구강보건인력은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관심을 높여 포괄적인 관리(care)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OR: 1.035), 개인 소득수준이 하위 25% 이내(OR: 1.508)이거나 
25-50%에 해당하는 집단(OR: 1.360),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하인 집단(OR: 1.319), 치간세정 도구를 이용하
지 않는 집단(OR: 1.366) 및 체질량지수가 25 kg/m2 이상인 집단(OR: 1.343)은 각 대조군에 비해 치주염 위험
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p<0.05). 또한 평생 흡연경험이 없는 집단은 경험이 있는 집단에 비해 치주염 위험률
이 더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OR: 0.589, p<0.001). 본 연구결과와 같이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낮은 사회
경제적 위치나 흡연과 같은 잘못된 생활습관은 치주질환의 위험요인으로 보고되어 왔었다[28]. 특히 고연령
이나 높은 농도의 당화혈색소, 흡연 등과 같은 요인은 만성질환 발생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치주질환
의 위험요인이기도 하다[2,14]. 따라서 임상현장에서는 구강건강증진에 있어 구강 내 위험요인 뿐 아니라 외
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건강행동 중 치간세정도구의 이용은 치면세
균막 제거 효과가 높아 치주질환을 감소시키는데 대표적 요인이지만[29], 여전히 한국인에서 치간세정도구
의 이용율은 낮은 편이다[30]. 따라서 구강보건인력은 환자가 최적의 구강건강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들의 구
강건강상태에 가장 적절한 세정도구를 권유하고 주기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칫솔질은 치주질환을 예방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지만, 본 회귀모형에서 칫솔질 횟수와 치주염과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하
였다. 이 결과에 대해 우리는 치주건강에 있어서 칫솔질의 횟수보다는 치면세균막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
한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해석하였고, 추후 연구에서는 칫솔질 방법을 함께 고려하여 재평가가 있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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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러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단면조사연구로서 사용된 변수들 간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
다는 것이다. 즉, 본 연구결과는 치주염이 혈액 내 지질 농도를 높이는 것인지, 또는 이상지질혈증이 치주염
의 위험요인인지를 밝히지 못하였다. 둘째,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혈중 지질 중 중성지방의 농도와 치주염 
간 연관성을 증명하였지만, 그 연관성은 예상보다 높지 못하였다(OR: 1.305; p<0.05). 우리는 이 결과에 대해 
본 연구대상자에서 이상지질혈증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대상자
에서 총콜레스테롤이 240 mg/dL 이상인 자의 비율은 약 9.7%,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이 160 mg/dL 이상
은 8.6%로 다소 낮았다. 또한 이상지질혈증의 유병률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14], 추후에는 두 요인 간 연관성에서 연령의 영향을 최소화 수 있는 연구디자인의 적용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혈중 지질 유형과 치주염 간의 연관성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이었기 때문에 치주염 발생
에 관여하는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였다. 특히 최종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음주 경험 여부와 
치주염과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단변량분석 결과에서 우리의 가정과는 반대로 평생 음주 경험이 없
었던 집단에서 치주염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연구와 함께 다양한 
교란변수들을 고려하여야 하고, 단 문항보다는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
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최근 건강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질병군인 이상지질혈증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
에서 한국인의 건강상태를 대표할 수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치주염의 예측요인으로서 중
성지방의 증가를 제안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결론
본 연구는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만 30세 이상 성인 3,992명을 대상으로 이상지질혈

증과 치주염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주염 유병률은 남성, 만 70세 이상, 소득수준이 하위 25% 이내 및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하인 집단에

서 각 대조군보다 더 높았다(p<0.001).
2. 치주염 유병률은 일일 칫솔질 횟수가 2회 이하이고 치간세정도구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지난 1년 동안 

치과검진을 수행하지 않았고, 평생 동안 음주 경험이 없거나 흡연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더 높았다(p<0.05).
3. 치주염 유병률은 체질량지수가 25 kg/m2 이상,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인 집단에서 더 높았다(p<0.001). 

또한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의 농도가 비정상인 집
단에서 치주염 유병률이 더 높았다(p<0.05).

4. 치주염과 관련된 요인을 통제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혈청 지질 중 중성지방의 증가는 치주염 위험률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를 통해 이 연구는 이상지질혈증, 특히 고중성지방혈증은 치주염 발생과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이상지질혈증의 예방과 관리는 치주건강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제안한다. 이에 구강보
건인력은 최적의 구강건강을 위해 지질대사의 중요성을 인지하여야 하고 포괄적인 구강건강중재를 제공하
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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