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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Preeclampsia(PE) is a pregnancy-specific disease which is characterized by hypertension and proteinuria. This 

disease occurs in about 2-8 % of pregnancie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remains among the major causes of maternal and 

neonatal mortality and morbidity throughout the world. Although the causes of PE are not fully understood, the infection has 

been considered as the main risk factor for this diseases.

Periodontal disease may provide a chronic burden of endotoxin and inflammatory cytokines and the disease has been 

considered as risk factors of systemic illnesses including cardiovascular disease, atherosclerosis, and cerebrovascular ischemia. 

So, studies performed over the last 15 years have suggested that periodontal disease may be associated with adverse pregnancy 

outcomes such as PE. However, this association has not been found in all populations. The aim of this review article was to 

evaluate whether periodontal status and the presence of specific periodontal pathogens may influence the incidence of PE.

Methods : Many research articles searched at the electronic databases(MEDLINE; 2000 to July 2017) including search term 

as periodontal disease and preeclampsia.

Result : There were 10 case-control studies and 5 cohort studies meeting our inclusion criteria. The results showed that 

maternal periodontitis (adjusted odds ratio: 1.5 to 9.3) was associated with preeclampsia in 15 epidemiological studies.

Conclusion : It is clear that maternal periodontitis is a risk factor associated with preeclampsia,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periodontal care in prenatal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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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치주질환은 치주조직에 발생하는 염증질환을 일컫는 

것으로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제일 주요

한 요인은 치주병원균의 감염이다(Pihlstrom 등, 2005). 

일반적으로 치주질환의 초기단계는 치은에만 국한되는

데, 치아와 치주조직 사이의 치은열구 부분에 치면세균

막이 쌓이면서 만성적인 치주병원균의 감염으로 시작된

다(Pihlstrom 등, 2005). 치면세균막으로 인하여 치주병원

균의 감염이 발생하고, 치은열구 부위의 조직에서 면역

반응이 진행되면, 자가 치유의 형태로 치은염이 나타나

거나, 계속되는 치면세균막 관리의 부재로 이어지는 경

우 치은염 단계보다 더욱 악화되어 만성단계인 치주염,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치조골이 파괴되어 나타나는 치

주질환이 발생한다.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면, 치주조직

의 비가역적인 손상으로 치아를 상실하게 된다.

여성의 건강관점에서 가장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는 임신기이다. 이때에는 임신으로 인하여 호르몬 

변화가 함께 동반된다. 더불어 임신기에는 치주조직에서

도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Serahpim 등, 2016). 임신기의 

치주조직 병적 변화에 한 연구는 1970년 부터 활발

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Cohen 등(1971)과 Kornman

과 Loesche(1980)는 임부의 겨우 임신하지 않은 가임여

성보다 치은염이 더 유의하게 많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하였으나, 그 이후 여러 역학연구에서 임신하는 경우 치

은조직에 유의한 병적 변화는 발생하지만, 치조골이 흡

수되는 비가역적인 임상변화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고

하였다(Gursoy 등, 2008; Buduneli 등, 2010; Xie 등, 

2013). 하지만 임신 자체만으로 치주조직의 감염증이 발

생하지는 않으나, 임신 전에 구강건강관리 행태가 부적

절하여 치주조직에 감염이 시작되었다면, 임신으로 인하

여 그 진행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하여, 임신기 치주

건강관리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임신기의 치주건강관리는 또 다른 이유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왜냐하면, 임신기의 치주질환 발

생 및 악화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

문이다. 기존 연구에서 치주질환은 심뇌혈관계 질환, 

사증후군, 당뇨 등 전신질환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

으로 보고된 것과 같이(Seymour 등, 2007; Hung 등, 

2003; Mealey와 Oates, 2006; Khader 등, 2008), 건강한 임

신과 출산에도 치주건강의 기여도는 이미 많은 연구에

서 밝혀진 바 있다. 그 중 표적인 것이 고위험 임신인 

자간전증이다. 자간전증은 임신 20주 이후에 고혈압과 

함께 단백뇨가 나타나는 임신 특이성 질환으로 발병률

이 약 2-8 %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며, 자간전증이 발생

되면 건강하게 임신을 유지할 수 없어, 최악의 경우 인

공적으로 조산을 할 수 밖에 없어, 모체와 신생아의 질

병 및 사망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힌다(Villar 등, 

2004). 자간전증 발생의 위험요인으로는 현재까지 자간

전증 발생 과거력, 음주, 약물오남용, 영양 불균형 및 호

르몬 문제 등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감염이 가장 주요

한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어, 구강 내의 만성염증질환인 

치주질환이 자간전증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

설이 제기되었다(Boggess 등, 2003). 그 이후 치주질환과 

자간전증 발생에 한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분자생

물학 연구 및 역학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명확한 관련성

에 한 체계적 고찰이 보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신기에 진행되어 악화될 수 있는 

치주질환이 고위험 임신인 자간전증에 미치는 영향에 

한 연구 결과의 최근 동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2000년부터 발행된 자간전증과 치주질환간의 연관성

을 확인한 역학연구를 상으로 하였다.  검색엔진으로

는 MEDLINE을 이용하였으며, 검색어는 “Preeclampsia”

와 “Periodontal disease” 또는 “Periodontitis”이었다. 연구

결과의 근거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확인된 역학연구 중 

연구설계가 환자- 조군 연구이거나 전향적 (또는 후향

적) 코호트 연구만을 조사하였다. 또한 자간전증과 치주

질환에 한 정의가 명확하게 나타난 문헌만을 연구

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0편의 환자- 조군 연구와 5편

의 코호트 연구 결과가 선정되었다. 

총 10편의 역학연구결과에 하여 연구수행국가,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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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치주질환의 정의, 결과, 결론에 하여 요약하여 정

리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자간전증의 발생 원인

자간전증(preeclampsia)은 임신 20주 이후에 고혈압과 

함께 단백뇨가 나타나는 임신 특이성 질환으로 발병률

이 약 2-8 %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Villar 등, 2004). 자간

전증의 증상 및 심도는 다양하게 나타나, 부종, 두통, 시

력장애, 복통, 핍뇨, 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혈소판 수치 감소, 간 효소 수치 상승, 태아발

육지연, 폐부종까지 나타날 수 있다(Odegard 등, 2000; 

Walker, 2000). 더욱이 자간전증은 모체의 사망에까지 이

르게 할 수 있는 질환이므로, 여성에게 매우 주요한 임

신과 관련한 공중보건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간전증의 발병 원인에 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발병기구는 태반 형성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Wang 등, 2009). 정상적으로 

태반이 형성될 때는 cytotrophoblast stem cell에 의하여, 

영양막세포가 형성되고, 이 세포가 모체의 나선동맥으로 

침투하여 small-caliber resistance vessel에서 high-caliber 

capacitance vessel로 변화되는데, 이러한 변화로써 태아

의 적절한 성장을 위한 영양분을 공급하게 해주는 역할

을 한다. 혈관이 형성되는 과정 동안에 영양막 세포는 

epithelial phenotype에서 endothelial phenotype으로 변화하

게 된다. 

한편 영양막세포가 endothelial phenotype으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태반에 연결된 모체의 나선동맥이 얇은 

상태로 남아있게 되어, 태반 및 태아로의 혈류 공급 장

애가 발생하게 되면, 자간전증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Lam 등, 2005). 이러한 경우, 태아 및 태반의 혈

류공급 장애 뿐만 아니라, 이차적으로 혈관 내피의 기능 

장애가 발생하여 모체의 여러 장기에 손상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Wang 등, 2009). 또한 태아 역시 태반 혈류의 

감소로 인하여 발육 부전, 태아의 저산소증, 자궁 내 태

아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 

2. 치주염이 자간전증에 영향을 미치는 병리학적 기구

Miller(1981)가 Focal infection theory를 주창하면서, 구

강 내에서 발생한 감염증은 국소적으로 구강 내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염증매개물질로 인하여 전

신에 이행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가설을 기반으로 

구강역학 분야에서는 치주질환과 전신질환간의 인과적 

연관성에 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Seymour 등, 

2007). 더불어, 고위험 임신인 자간전증 발생도 치주질환

과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와 함께, 역학연구 및 분자생물

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발생

기전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Madianos 등, 2013). 

하지만, 몇몇 연구에서 치주병원균에 의한 감염을 방어

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국소적인 염증반응산물, 치주병원

균 또는 병원체의 내독소가 혈류로 들어가 전신적인 염

증반응을 나타나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치주질환

이 자간전증 발생에 작용하는 기전을 그림 1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Madianos 등, 2013).

정상적인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양수 내 PGE2와 TNF-α, IL-1β와 같은 염증매개물질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일정 기준치에 도달하면, 양막

이 파열되고, 자궁경부가 열리면서 분만 과정이 시작되

는데, 외부로부터 감염이나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정상적인 분만시기보다 이른 시기에 분만 과정이 시작

그림 1. 치주병원균이 자간전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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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조산 및 저체중아 출산이 나타날 수 있다(Haram 

등, 2003).   

치주병원균은 숙주의 면역반응과 만성염증반응을 초

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전신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제기되면서, 치주조직에서의 만성염증반응인 

치주염과 자간전증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었다. Boggess 등(2003)은 급성 치주염(acute perio-

dontitis)이 있는 임부의 경우, 치주병원균이 태아태반단

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태반에 염증반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산화적 스트레스(oxidative stress)가 발생하

여 태반 손상(placental damage) 또는 혈관 내피 기능장애

(endothelial dysfunction)를 야기시켜, 임신성 고혈압과 단

백뇨가 나타나는 자간전증이 발생될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하였고, Lockwood 등(2011)도 염증반응에 의하여 활

성화된 IL-1β나 TNF-α가 탈락막(Decidua) 내에서 증가

하고, 이로 인하여 MCPs (monocyte chemoattractant pro-

tein)와 식세포(macrophage)가 증가함으로써, 태반혈관

형성 부전 및 저산소증이 일어나, 자간전증이 발생될 것

이라는 가설을 제기한 바 있다.

3. 임신기 치주질환이 자간전증에 미치는 영향

치주질환은 병원체의 감염에 의하여 숙주의 면역반응

과 만성염증반응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전신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치주조직에서의 만성염증반응인 치주질환과 자간전증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었다. 가설이 제

기된 이후로, 자간전증과 치주질환간의 연관성을 확인하

고자 수 개의 환자 조군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는 표 1과 같이, 터키(Canakci 등, 2004), 콜롬

비아(Contreras 등, 2006), 브라질(Cota 등, 2006; Siqueira 

등, 2008; Moura 등, 2012), 네델란드(Kunnen 등, 2007), 

한국(Ha 등, 2011), 인도, 미국에서 수행된 부분의 연

구에서 치주질환과 자간전증은 혼동변수(confounder)를 

고려하였을 때, 독립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치주질환에 이환된 임부에서 자간전증 발생 

위험이 최소 1.5배에서 최고 9.3배까지 높다고 보고되었

다. 

Author (year) Nation
Sample size

(cases/
controls)

Definition of Periodontitis Outcomes Conclusions

Canakci 

et al

(2004)

Turkey 41 / 41
≥ 4 teeth with ≥ 1 site with PD ≥ 4 

mm and  CAL ≥ 3 mm at the same site

aOR: 3.47 

(1.07-11.95)

Maternal periodontal disease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for 

the development of PE

Contreras et 

al

(2006)

Colombia 130 / 243
≥ 2 sites with PD ≥ 4 mm, CAL ≥ 

4 mm and BOP 

aOR: 3.0

(1.91-4.87)

Chronic periodontal diseas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E in 

pregnant women

Khader 

et al

(2006)

Jordan 115 / 230
Percentage of sites with CAL ≥ 3 mm, 

PD ≥ 4 mm, 3 mm
NSD

Do not support the hypothesis of an 

association between periodontal 

parameters 

andPE

Cota et al

(2006)
Brazil 109 / 479

≥ 4 teeth with ≥ 1 site with PD ≥ 4 

mm and  CAL ≥ 3 mm at the same site

aOR: 1.88

(1.1-3.0)

Maternal periodontitis was determined 

to be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PE

Kunnen 

et al

(2007)

Netherlands 17 / 35 ≥ 15 sites with PD ≥ 4 mm and BOP 
aOR: 7.9

(1.9-32.8)

A recent history of early-onset PE 

have a worse periodontal condition

Siqueira 

et al

(2008)

Brazil 125 / 375
≥ 4 teeth with PD ≥ 4 mm and  

CAL ≥ 3 mm at the same site

aOR: 1.52

(1.01-2.29)

Maternal periodontitis is a risk factor 

associated with PE

표 1. 치주질환과 자간전증 발생간의 연관성 : 환자 대조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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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year) Nation
Sample 

size
Definition of Periodontitis Outcomes Conclusions

Boggess et al

(2003)
USA 1,115

≥ 15 sites with PD ≥ 4 mm

(progression: ≥ 2 mm or more)

aOR: 2.4 

(1.1-5.3)

(aOR: 2.1 

(1.0-4.4))

Active maternal periodontal disease 

during pregnancy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for the development of 

PE

Shetty et al

(2010)
India 130 CAL ≥ 3 mm

aOR: 5.78 

(2.41-13.89)

Periodontitis may be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PE

Kumar et al

(2013)
India 340 ≥ 1 site with PD ≥ 4 mm

aOR: 7.48 

(2.72-22.42)

Maternal periodontitis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PE

Ha et al

(2014)
Korea 283 ≥ 2 teeth with CAL ≥ 4 mm

aOR: 5.56 

(1.47-20.71)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periodontitis and the 

occurrence of PE.

Lee et al

(2016)
Korea 328

≥ 2 teeth with CAL ≥ 4 mm

(Obesity women with 

periodontitis)

aOR: 5.56 

(1.22-25.39)

(aOR: 15.94 

(3.31-76.71))

Pregnant women with both 

pre-pregnancy obesity and periodontitis 

a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have PE 

than pregnant women with only 

periodontitis.

 PE, Preeclampsia; BOP, Bleeding of Probing; PD, Pocket Depth; CAL, Clinical Attachment Loss.

표 2. 치주질환과 자간전증 발생간의 연관성 : 코호트 연구

Author (year) Nation
Sample size

(cases/
controls)

Definition of Periodontitis Outcomes Conclusions

Ha et al

(2011)
Korea 16 / 48

Localized : 2 - 3 teeth with CAL 

≥ 3.5 mm

Generalized : ≥ 4 teeth with CAL 

≥ 3.5 mm 

L - aOR: 4.79 

(1.02-29.72)

G - aOR: 6.60 

(1.25-41.61)

PE could be associated with the 

maternal periodontal condition

Taghzouti et 

al

(2012)

Canada 92 / 245
≥ 4 sites with PD ≥ 5 mm and

 CAL ≥ 3 mm at the same site
NSD

Do not support the hypothesis of an 

association between periodontal 

disease and PE

Moura 

et al

(2012)

Brazil 284 / 290
≥ 4 teeth with ≥ 1 site with PD ≥ 4 

mm and  CAL ≥ 3 mm at the same site

aOR: 8.60

(3.92 - 18.88)
Periodontitis was a risk factor for PE

Desai K 

et al

(2015)

India 120 / 1120
PD ≥4 mm and CAL ≥3 mm at the 

same site in at least four teeth

aOR: 9.33 

(2.84-30.60)

Maternal periodontitis is a risk factor 

associated with preeclampsia

 PE, Preeclampsia; BOP, Bleeding of Probing; PD, Pocket Depth; CAL, Clinical Attachment Loss; NSD, Non-Significant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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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발생의 결정요인과 질병발생 간의 인과적 연관

성에 하여, 환자- 조군 연구에서 야기되는 편의를 배

제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학 

연구 설계인 전향적 코호트 연구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부 국가에서만 연구결과

가 보고되었다(표 2). 

Boggess 등(2003)이 1,115명의 건강한 임부를 상으

로 수행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는 임신기에 급성 치

주염이 발생한 임부에서 자간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2배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 Kumar 등(2013)은 340명의 

인도 임부를 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 치주염이 있

는 경우, 자간전증이 발생될 위험이 7.5배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 후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Ha 등)과 2016년(Lee 

등)에 전향적 코호트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치주질

환이 있는 임부에서 자간전증의 발생 위험이 5.6배 높

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특히 임신 전에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었던 임부는 치주염이 있을 때 자간전증의 발생 

위험이 약 16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Conde-Agudelo 등(2008)은 치주염이 자간전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메타분석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임신기에 치주염이 있는 임부는 치주염이 없는 임

부에 비해 자간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76 % 높게 나타났

다고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보고된 역학연구에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

는 것은 표본 수, 혼돈변수 및 치주질환의 정의가 모두 

다르기 때문인데, Siqueira 등(2008)은 환자- 조군 연구

에서 임상적 치주조직 부착상실정도가 4.0 mm 이상인 

부위가 많을수록, 치주탐침 후 출혈조직의 비율이 높을

수록, 자간전증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

고, Contreras 등(2006)은 자간전증과 치주염간의 연관성

이 경도 치주염(incipient periodontitis)보다 중등도 치주염

(moderate or severe periodontitis)에서 더욱 높게 나타난다

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치주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에 따라 위험비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일부 연구를 제외

하면 조사된 연구결과에서는 치주질환과 자간전증 발생 

간에는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Ⅳ.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임신기에 진행되어 악화될 수 있는 치주질

환이 고위험 임신인 자간전증에 미치는 영향에 한 연

구 결과의 최근 동향을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그 결과, 

연구 상 인종, 표본 수, 연구설계 방법, 치주질환의 정

의가 상의하지만, 조사된 연구결과에서는 체적으로 치

주질환과 자간전증간의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임신기에는 가임기 여성 시기보다 치은출혈 등 치은

조직의 염증 발현의 빈도가 높아진다. 또한 치주질환이 

발생하면 치주조직 부착상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임신

하지 않은 경우보다 임신하였을 때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임신기에는 치은염 뿐만 아니라 치주염 발

생 위험도 함께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

하고, 본 연구는 다양한 인종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지 못

하는 한계점이 있으나, 자간전증과 치주질환간의 연관성

을 확인하고자 하는 역학연구의 체계적 고찰 결과, 자간

전증은 치주질환과의 환자- 조군 연구인 단면적 연구

설계 뿐만 아니라 전향적 코호트 연구 설계에서도 연관

성이 입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임신기에는 

모체의 구강건강 뿐만 아니라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

하여, 치주건강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여성 치주

건강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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