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뇨 질환을 앓고 있거나 가족 중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속적인 구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해 구강 건강을 지켜주세요. 

주의해야 할 잇몸 질환 증상들이 있습니다. 잇몸 출혈이 빈번해지거나 이가 흔들리고, 잇몸 사이에 고름이 찬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바로 치과 진료를 받으세요.

치과 전문가에게 당뇨와 구강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세요.

현재 앓고 있는 당뇨병의 종류와 치료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혈당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최근 
진료 기록에 변화가 있는지, 복용하고 있는 약의 종류는 무엇인지 치과 의사에게 자세히 알려주세요.

당뇨 환자 수는 미국 내에서는 2천9백만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 역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기준으로 약 270만명에 달합니다.

당뇨병과 치과 진료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뇨병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당뇨 환자들은 특히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구강 질환에 노출될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치주염(심한 잇몸 질환)은 당뇨 환자 
5명 중 1명 이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흔한 구강 질환입니다.

당뇨 환자를 위한 구강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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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당뇨병과 구강 건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질병관리본부의 건강 질병 정보
(http://health.cdc.go.kr/health/HealthInfoArea/HealthInfo/View.do?idx=5660)를 확인해보세요.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당뇨가 구강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두세요.. 

잇몸 질환의 증상에 
대해 알아두세요. 

구강 관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www.listerine.kr에서 확인하세요. 

이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치주 감염 예방을 위하여 
칫솔질, 치실 사용 후 하루에 두번
리스테린® 구강청결제로 입안을 

헹구어주세요.

*해당 내용은 미국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참조: 1. Southerland JH, Taylor GW, Offenbacher S. Diabetes and periodontal infection: making the connection. Clinical Diabetes. 2005;23(4):171-178. 2. Mouth Healthy. Diabetes and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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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4:1-12. 4.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health.cdc.go.kr/health/HealthInfoArea/HealthInfo/View.do?idx=5640 5. Diabetes and oral health.J Am 
Dent Assoc. 2002;133:1299. 6. Sandberg GE, Sundberg HE, Wikblad KF. A controlled study of oral self-care and self-perceived oral health in type 2 diabetic patients. ACTA ODONTAL SC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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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은 전년 대비 7%, 연평균 5% 이상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진료비가 많이 드는 질병 3위에 해당되는 주요 만성 질환입니다.
미국에서 당뇨 환자들의 구강 진료비는 매년 약 2천4백50억 달러에 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