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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디지털 사진을 이용한 

치아우식증 진단의 타당성

  본 연구는 구강내를 직접 보고 시진한 검진 자료와 디지털 카메라로 촬

하여 얻은 상을 보고 검진한 자료와의 일치도를 조사하여 디지털 사

진을 보고 검진하는 검진방법의 타당도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다.  이를 위하여 개인 치과의원에 내원한 환자 117명을 대상으로 1인의 

치과의사가 직접 구강을 보고 시진하여 얻은 우식경험 구치면지수와 디

지털 카메라로 연구 대상 환자의 구강을 촬 한 디지털 사진을 보고 검진

하여 얻은 우식경험 구치면지수의 일치도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1. 구강내 직접 시진 시 우식경험 구치면지수와 디지털 사진을 보고 검

진한 우식경험 구치면지수간의 일치도(Kappa value)는 전악에서 0.86, 

상악 전치부위에서 0.85, 하악 전치부위에서 0.85, 상악 소구치부위에서 

0.82, 하악 소구치부위에서 0.84, 상악 대구치부위에서 0.84, 하악 대구

치부위에서 0.84로 상당히 높은 일치도를 나타냈다.

2. 상.하악 전치부, 상.하악 소구치부, 상.하악 대구치부에 대해 각각 상실

치면지수, 우식치면지수,  충전치면지수의 일치도(Kappa value)를 조사

해본 결과, 상실치면지수는 평균 0.88, 우식치면지수는 0.57, 충전치면

지수는 0.89로 우식치면지수에서 일치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부위별

로 우식치면지수의 일치도를 비교해 봤을 때, 상악 소구치부위와 하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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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치부위에서 0.45와 0.50으로 가장 낮은 일치도를 보 다.  상악 소

구치부에서는 구강내를 보고 직접 시진한 우식치면지수가 더 큰 값으

로 조사되었고 하악 소구치부에서 우식치면지수는 디지털 사진을 보고 

검진한 지수가 더 큰 값을 나타냈다.

 

3. 연령에 따른 상실치면지수, 우식치면지수, 충전치면지수를 조사한 결과 

우식치면지수수가 모든 연령 대에서 낮은 일치도를 보 으며 우식치면

지수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치도가 감소하는 것을 보 다.

 

핵심되는 말 : 구강 검진, 디지털 사진, 일치도, 치아우식증, DMF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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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진을 이용한 

치아우식증 진단의 타당성

<지도교수  권 호 근>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이  경  철

제1장 서론

     치아우식증의 정확한 진단은 현재와 미래의 치의학분야에서 가장 중요

한 과제중 하나이다(Ismail, 1997).  현재까지 치아우식의 진단법으로 시진, 

탐침의 사용, 방사선 사진 촬 법, fibre-optic transillumination(이하 FOTI) 

등을 사용한 방법들이 연구되어져 왔다.

  방사선 사진 촬 법을 이용한 진단법은 초기우식에 대해서는 낮은 민감도

를 보이고(Ekstrand et al., 1995) 비록 적은 양이라고 할지라도 검사 대상자

의 방사선 노출이라는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Downer, 1989) 유럽 등 선진국

에서는 초기 검진을 위한 방사선 사진의 촬 을 권하기 보다는 치아우식증 

여부에 대한 좀더 명확한 정보가 필요한 부위에 대해 선택적으로 사용할 것

을 추천하고 있다(Pitts, 1993).

  FOTI 진단법은 Bite-wing radiography를 대신할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되

었으나, 아직까지도 FOTI가 적절한 타당도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보

고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Mitropouos, 1985; Peers et al., 1993; Stephe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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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87; Hintze et al., 1998).  

 시진과 함께 탐침을 사용하는 것은 우식부위의 발견빈도를 더 높인다는 보

고가 있지만(Penning et al., 1992), 탐침을 사용하더라도 교합면과 인접면 우

식 진단에서 타당도가 개선되지 않고(Lussi, 1991; van Amerongen et al., 

1992; 김 남, 1999) 오히려 초기 우식 병소의 표면 법랑질에 와동을 생성하

고(Yassin, 1995) 이로 인하여 이후 우식 진행을 가속화시킨다는 보고(van 

Dorp et al., 1988)들이 있어서 치아우식증 진단을 위한 탐침의 사용은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추천되지 않고 있으며(김 남, 1999; Pitts, 1993), 탐침을 

사용할 경우 끝이 날카롭지 않은 탐침으로 최소한의 힘만을 사용하도록 경고

하고 있다(Ismail et al., 1992).

  시진만에 의한 진단은 이상적인 조건하에서도 초기우식 병소 진단에 있어

서 높은 위음성율을 보이고(Downer, 1989), 특히 인접면우식증 진단에 있어

서 타당도나 신뢰도가 적절하지 않아서(Kidd와 Pitts, 1990) 치아우식 진단법 

중에서 좋지 않은 방법으로 평가되었지만(Ie와 Verdonschot, 1994), 실제로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다른 검진방법에 비해 민감도와 특이도

가 뒤지지 않는다는 결론도 보고 되고 있다(Lussi, 1991). 따라서 현재에도 간

편한 진단 방법으로 인해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의 구강검진에서는 아

직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시진을 위하여 사용한 디지털 카메라는 광학 기술과 반

도체기술의 발전 힘입어 1990년대부터 카메라시장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나타

내기 시작하 다.  디지털 카메라는 촬  후 상을 바로 볼 수 있다는 장점

과 현장에서 바로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고, 사진의 구보관이 가능하며 필

름 구입비용 및 현상 인화 비용 등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많은 장점

을 가지고 있다(김경헌과 김용성, 2002).  국내 디지털 카메라 보급대수는 

2003년 7월 기준 100만대를 넘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이미 소형 카메라 

시장에서 그 수요는 일반 필름 카메라를 앞지르고 있다.  치과진료실에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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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사진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구강내 사진의 디지털 화는 빠르게 진행 중이

며 이미 많은 임상가들에 의해 치과진료 역에서의 디지털사진의 유용성과 

편리함은 입증되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치과 역에서 사용되어 질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사진은 촬 방법 및 정의의 표준

화가 이루어진다면 임상에서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구강역학조사에도 사용될 

수 있다.

  즉, 매년 봄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학교 구강검진은 현재 매년 많은 비용

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검진인력의 확충이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

로 이러한 학교구강검진이나 전국실태조사와 같은 대규모 구강 검진 사업 시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여 일차적으로 screening을 시행하고 그 후 좀더 자

세한 조사가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해 직접 구강내 검진을 실시하는 구강검진 

체계가 개발된다면 현재보다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인 구강검진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때에 스크리닝 방법으로 디지털 사진이 이용될 수 있을 것이

며,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사진을 이용한 진단과 시진에 의한 진단의 일치도

가 높다는 것이 검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과의사가 구강내

를 직접(이하 direct view) 시진(이하 구강내 시진)하여 측정한 DMF지수와, 

동일한 치과의사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 한 구강내 사진(이하 

photo view)을 보고 검진(이하 디지털 사진 검진)한 DMF지수를 비교하여 그 

일치도(Kappa value)를 측정함으로써, 대규모 구강검진시 치과의사가 직접 

환자의 구강을 검진하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 촬 한 구강내 사진을 보

고 구강 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일치를 보이는지에 대해 조사해

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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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2.1.1. 연구 대상 환자의 선정

  이 연구의 연구대상 환자들은 2003년 2월 8일부터 2003년 6월 27일까지 개

인 치과의원(사랑 치과의원, 서울시 양천구 신정1동 1027-9)에 내원한 환자들

중 구강내 사진을 촬 하는데 동의한 216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 고 그

중 최종 연구 분석에 사용된 대상은 117명이었다.  환자들은 초진시 시진을 

통해 구강검진을 실시했고 구강내 사진을 촬 하 다. 

  2.1.2. 연구 대상 환자의 치아우식증 측정 기준

  연구대상 환자들의 치아 우식증 진단 기준으로 2003년도 국민 구강보건 실

태조사 조사지침서중 치아상태에 대한 기준을 사용하 다(대한 구강보건의료

연구원, 2003)(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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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구  

  치과용 디지털 카메라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이 요구되어

진다(김경현과 김용성, 2002).

① 뛰어난 매크로/접사능력(macro/close-up)이 요구됨

② 외부 링 후래쉬(ring flash)를 장착할 수 있을 것

③ 수동 초점 조절/조리개/셔터조절이 자유로울 것 (full manual이 바람직)

④ 가급적 일안 리플렉스 타입의 디지털 카메라일 것(single lens reflex)

⑤ 최소한 250만 화소이상의 촬상소자(CCD)일 것

⑥ Custom white balance 설정이 좋은 기종일 것 

  이상과 같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촬  기구로써 다음을 선택하여 연구

에 사용하다.

 

․ 디지털 카메라 : D30 (Canon Co. Japan) - 디지털식 일안 리플렉스 카메

라 (Photo 1, 부록 2) 

․ 접사용 렌즈 : EF 50mm Macro Lens (Canon Co. Japan)  (Photo 2)

      

     Photo 1. Digital camera                   Photo 2. Macro lens  



- 6 -

․ 접사용 링스트로보 : MR-14EX (Canon Co. Japan) (Photo 3)

․ 콤팩트플래시 메모리카드 : CF 512MB(Transcend Co. Taiwan) (Photo 4)

      

      Photo 3. Ring strobo           Photo 4. Compactflash memory card

․ 구강 사진촬 용 거울 (Photo 5)

․ 노트북 컴퓨터 : VAIO SRX-55L (Sony Co. Japan) (Photo 6, 부록 3)  

       

Photo 5. Mirrors for dental images         Photo 6. Notebook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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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디지털사진촬 의 기준 

  치과 임상사진은 막연히 보여주기만 하는 수준을 넘어서 촬 의도가 명확

히 드러나는 분명한 사진이어야 하므로, 뛰어난 임상적 가치를 지닌 사진을 

촬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김경현과 김용성, 

2002).

① 정확한 표현의도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든 디지털 사진은 구강검진을 목적으로 촬 하

으므로 전치부에서 제2대구치까지의 치아에 대해 인접부위 및 평활면의 치아

우식 및 보존, 보철 치료 상태가 잘 나타나도록 촬 하 다.

② 깊은 심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디지털 사진은 한 화면 내에 여러 개의 치아를 포함하

고 있으므로 촬 한 사진의 심도가 낮을 경우,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치아들

의 초점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사진 촬 시 

가장 깊은 심도로 촬 하기 위해 조리개 수치를 1/32에 고정시켜서 촬 하

고, 그 결과 교합면 사진뿐 아니라 전면에서 촬 한 사진도 모든 치아에 대

해 초점이 잘 맞는 사진을 얻을 수 있었다.

③ 적절한 노출

  본 연구에서 디지털 사진 촬 에 사용한 접사용 링 스크로보는 E-TTL 

(Evaluative through the lens)을 지원하는 기종으로, 디지털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광량을 측정하여 항상 적정한 노출로 맞춰주었다.  본 연구의 

모든 사진 촬 시 항상 E-TTL모드를 이용하여 사진을 촬 하 으며 따로 

노출을 보정해주지 않았고, 그 결과 항상 일정한 노출의 사진을 얻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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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④ 우수한 화면 구성

  상악 교합면과 하악 교합면, 그리고 좌.우측 측면 사진의 경우 구강 사진 

촬 용 미러를 사용하여 촬 하 고, 정면 사진의 경우 직접 촬 하 다.

⑤ 규격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사진은  1:1배율의 렌즈를 사용하여 촬 을 하

다.  구강 임상 사진에서 전악 사진을 촬 하는 경우 5분할 촬 법, 11분할 

촬 법, 그리고 22분할 촬 법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모든 환자에 대해 

5분할 촬 법을 사용하여 촬 하 다.

  노출은 링 스트로보 및 디지털 카메라 자체에서 지원하는 E-TTL기능만을 

사용하여 촬 하 으며, 촬  당시나 촬  후 노출 보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색감은 모든 경우에 대해 Auto white balance 상태에서 촬 하 다. 

 

⑥ 선명성

  구강 사진을 보고 검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사진이 선명하지 못한 

99명을 제외하여, 디지털 사진을 촬 한 216명 중 117명만을 최종 연구에 포

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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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구방법

2.4.1. 구강내 시진 및 디지털 사진 촬

  2003년 2월 8일부터 2003년 6월27일까지 내원한 216명의 환자들을 대상으

로 구강내 시진을 실시하 으며, 이를 기록지에 기록하 다(Photo 7).  구강

검진은 치과용 유닛체어에서 조명 하에 실시하 으며 탐침은 사용하지 않았

고 시진만을 실시하 고 치아우식증의 진단기준은 2003년 국민 구강보건 실

태조사 조사지침서의 지시에 따라 치면 단위로 진단하 다(부록 1).

  구강검진이 끝난 후 곧바로 보조 인력의 도움 하에 디지털카메라와 구강사

진 촬 용 거울을 사용하여 구강내 사진을 촬 했다.  각 환자마다 상악교합

면, 하악교합면, 좌측협면, 우측협면, 정면순면측에서 5장의 구강내 사진을 촬

하 다(Phot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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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 7. Worksheet for oral examination

                                    

  

                                                

               Photo 8. Examples of intra-oral photo images



- 11 -

2.4.2. 자료 정리

  216명의 구강내 사진 중 사진 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치열궁중 일부만 나온 

99명을 제외한 117명을 최종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선택했다.  117명을 연령

별로 분류하여 1∼117번까지 일련번호를 부여했으며 상악 사진의 좌우를 바

꾸고 하악 사진의 상하를 바꾸는 등 디지털 사진을 정리하 다(Table 1).

Table 1. Numbers of subjects by age and gender 

2.4.3.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한 디지털 사진 검진

  2004년 2월 23일부터 2004년 3월 27일까지 구강내 직접 검진을 시행했던 

치과의사와 동일한 치과의사가 디지털 사진을 이용하여 검진하여 구강내 검

진시 사용한 검진표와 동일한 형식의 검진표에 작성했다.  이때 환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검진을 실시하 다.

Age Male Female Total

      ~ 19 14 18 32

     20~29 5 7 12

     30~39  10 12 22

     40~49 11 6 17

     50~59 10 10 20

      60~ 9 5 14

Total 59 58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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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분석 방법

① 117명의 모든 환자의 직접 시진한 경우와 디지털 사진을 보고 검진한 경

우 각각에 대해 DMFT지수의 평균값을 산출하 다.  이때 남녀별로 분류하

여 계산하 다.

② 각 환자의 DMF지수의 Kappa statistics(Fleiss et al., 1979)를 이용하여 

구강내 직접 시진과 디지털 사진을 이용한 검진과의 일치도를 Kappa value

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Kappa value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 다.

 

                  = 0         : random agreement

                0<<0.4       : poor agreement

                0.4<  <0.75   : good agreement

                0.75<         : excellent agreement

③ 각 연령대별 상실치면지수(이하 MS지수), 우식치면지수(이하 DS지수), 

충전치면지수(이하 FS지수)의 일치 및 차이를 나타내는 환자수 측정

  각 환자의 direct view와 photo view의 MS지수, DS지수, FS지수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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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서 개인별로 구강 6부위(상악 전치부, 하악 전치부, 상악 소구치부, 하악 소

구치부, 상악 대구치부, 하악 대구치부)에 대한 구강내 검진과 디지털 사진 

검진의 일치도를 Kappa value를 이용하여 조사하 다. 

  불일치할 경우 디지털 사진 검진의 지수가 더 크게 조사가 되었는지, 구강

내 시진의 지수가 더 크게 조사되었는지 확인하여, 불일치하는 사람 수를 분

모로 하는 비율을 구하 다.

2.5. 분석 프로그램

  모든 연구결과의 통계처리는 Windows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8.1 통계 패키지 (SAS Institute, Inc., cary, USA)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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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결과

3.1. DMFT지수의 남녀별 평균값

  대상자 중 남성의 평균 DMFT지수는 구강내 시진 시 7.17, 그리고 디지털 

사진 검진시 7.11 고, 여성의 경우 구강내 시진 시 7.60 고, 디지털 사진 검

진 시에는 7.47 다(Table 2).  DT값을 제외한 MT, FT, DMFT지수 모두에

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값을 보 으며, 남성의 경우 MT를 제외한 DT, 

FT, DMFT에서 구강내 시진이 더 높은 DMFT지수를 보 다. 여성의 경우, 

DT와 DMFT의 경우 구강내 시진이 더 높은 값을 보 고, MT와 FT의 경우

는 반대의 결과를 보 다.

Table 2. Mean DMFT indexes by gender (Mean±SD)

 

MT DT  FT  DMFT

Male
Direct view 1.05±2.18 4.05±2.93 2.06±2.35 7.17±2.18

Photo view 1.08±2.16 4.03±3.07 2.00±2.34 7.11±2.41

Female
Direct view 1.38±2.41 3.37±2.63 2.84±2.34 7.60±1.50

Photo view 1.49±2.51 2.95±2.44 3.04±2.23 7.4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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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구강내 시진과 디지털 사진 검진의 DMFS 일치도(Kappa 

value) 측정

  구강 전체에 대한 Kappa value는 0.86이며, 전치부에서 일치도가 높았고 

구치부에서 일치도가 낮았다.  구강내 여러 부위 중 가장 일치도가 높은 곳

은 하악 전치부이고, 상악 소구치부에서 가장 일치도가 낮았다(Table 3).  연

령과 구강내 각 부위에 대한 Kappa value를 Table 4에 정리하 다.

Table 3. Kappa values by intra-oral areas

Intra-oral areas Kappa Value

Total 0.86 

Maxillary anterior 0.85 

Mandibular anterior 0.85 

Maxillary premolar 0.82 

Mandibular premolar 0.84 

Maxillary molar 0.84 

Mandibular molar 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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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Kappa values by age and intra-oral areas

20~29 30~39 40~49 50~59 60~ 

Maxillary anterior 0.79 0.92 0.75 0.84 0.79

Mandibular anterior 0.83 0.91 0.80 0.80 0.79

Maxillary premolar 0.85 0.82 0.84 0.78 0.78

Mandibular premolar 0.81 0.88 0.81 0.86 0.77

Maxillary molar 0.87 0.77 0.92 0.79 0.92

Mandibular molar 0.71 1.00 0.96 0.83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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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구강내 각 부위에 따른 구강내 시진과 디지털 사진검진 시 

상실치면지수, 우식치면지수, 충전치면지수의 일치도

  구강내 전부위에 걸쳐 MS지수의 일치율이 가장 높았고, FS가 그다음이었

으며, DS지수가 제일 낮았다.  DS, MS, FS지수 모두 소구치부위에서 일치도

가 낮았다(Table 5, Fig. 1).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MS지수와 FS지수의 경

우 구강 시진보다 디지털 사진 검진했을 때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고, DS의 경우 구강내 시진이 약간 높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6, Fig. 2).

Table 5. Kappa values of MS, DS, FS indexes by intra-oral areas

MS DS FS

Maxillary anterior 0.92 0.52 0.88

Mandibular anterior 0.84 0.61 0.91

Maxillary premolar 0.80 0.45 0.89

Mandibular premolar 0.90 0.50 0.86

Maxillary molar 0.94 0.63 0.93

Mandibular molar 0.86 0.70 0.89

Mean value 0.88 0.57 0.89

 Table 6. Percentages that indexes of photo view are higher 

than those of direct view by intra-oral areas

MS DS FS

Maxillary anterior 50.00 68.76 75.00

Mandibular anterior 83.35 83.34 83.33

Maxillary premolar 91.68 29.54 89.09

Mandibular premolar 100.00 60.47 59.26

Maxillary molar 42.86 16.94 53.33

Mandibular molar 78.57 31.33 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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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Kappa values of MS, DS, FS indexes by intra-or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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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Percentages that indexes of photo view are higher 

than those of direct view by intra-or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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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연령에 따른 상실치면지수, 우식치면지수, 충전치면지수의 

일치도(Kappa value) 변화

  모든 연령대에서 MS지수와 FS지수는 일치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DS지수

의 일치도는 낮았다.  DS지수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약간 감소하 다

(Table 7, Fig. 3).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FS지수의 경우 디지털 사진 검진의 

값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DS의 경우 구강내 시진 시 더 높은 값을 나타냈다

(Table 8,  Fig. 4).

Table 7. Kappa values of MS, DS, FS indexes by age 

MS DS FS

20~29 0.66 0.72 0.86

30~39 0.95 0.72 0.95

40~49 0.87 0.57 0.93

50~59 0.85 0.48 0.87

60~ 0.90 0.48 0.85

Table 8. Percentages that indexes of photo view are higher 

than those of direct view by age

MS DS FS

~19 100.00 47.76 49.26

20~29 25.00 32.41 75.71

30~39 100.00 36.55 74.08

40~49 50.00 49.62 83.33

50~59 80.00 55.28 56.33

60~ 66.68 43.18 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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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총괄 및 고찰

   우리나라에서는 1951년이래로 [학교 보건법] 제7조 및 제18조, [학교신체

검사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매년 4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체격검사와 함께 

체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질 검사의 내용 중 구강검사항목으로는 치아

우식증에 의한 치료할 치아와, 빠진 치아, 치주질환, 부정교합 기타 질환검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서성제, 1985; 대구광역시 교육청자료; 2003 전남 암 

교육청자료, 2003).  체질 검사 중 구강검사는 치과의사 몇 사람이 학교에 직

접 방문하여 짧은 시간동안 많은 학생들을 시진하는 출장검진형태로 운 되

고 있다.   2003년 자료를 보면 5,463개 초등학교에 4,175,626명의 초등학생이 

재학 중이며, 중학생은 2,850개교에 1,8454,641명, 고등학생은 2,031개교에 

1,766,529명이 재학 중이다(한국 교육 개발원, 2004).  초, 중, 고등학교를 모두 

합치면 2003년 현재 재학 중인 학생수는 7,796,796명이다.  그러나 매년 4월

이 되면 일선 학교에서는 구강검진 치과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학교 구강검진의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 구강 검진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며, 디지털 사진을 이용하

여 구강검진을 실시하는 방법이 하나의 대한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의료법 하에서는 정지화상이나 동 상을 보고 진단하는 행위는 적법

한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2002년 2월28일 제227회 국회 제8차 본회

의에서 의결된 [의료법]중 개정 법률안은 전자의무기록, 전자처방전, 원격 진

료 등에 대해 그 효력을 인정해 줌으로써 새로운 의료서비스인 원격진료가 

법률적인 토대를 가지게 되었다(의료법-법률 제6686호 제18조의2, 제21조의2, 

제 30조의2; 보건복지부자료, 2001).

  과천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원격진료시스템의 

만족도와 효용성에 대한 연구에서, 원격통신을 이용한 진료에 대해 전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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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 중 72.0%가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전산경험이 없는 환자들 중에서도 

72.7%가 원격진료의 의료서비스 형태가 만족스럽다는 답변을 했으며, 상담과 

같은 진단의 경우에서는 100%의 만족도를 보 다(이주헌, 1999).  의료계 내

부뿐 아니라 환자의 입장에서도 원격진료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

으며 피할 수 없는 의료발전의 큰 흐름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와 대규모 구강검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진단 방법으로 치아우식증을 진단하는 기존의 통상적

인 방법을 보완해줄 수 있는 진단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디지털 사진을 이용한 검진의 타당성을 검토해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DMFS지수를 이용하여 구강내 시진시 DMFS지수와 디지털 

사진 검진시 DMFS지수의 일치도를 비교하 다.  그러나 구강내 직접 시진

과 달리 디지털 사진 검진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문제점 및 고려

점으로 사료되었다.

  첫째, 디지털 사진 검진 시 입체감이 없고 한 방향에서만 바라보는 사진이

므로 치아의 소와 열구에 착색한 스테인과 치아우식증을 구별하기가 힘들었

다.  이전 연구에서 보면 스테인이 있는 경우, 구강내에 치아우식증이 있을 

확률이 66.7%로 보고 되었지만(Gasparetto et al., 2003), 이는 스테인과 

DMFT사이의 관계를 측정한 것이고 각 치아의 치면에 대한 연구는 아니므로 

실제로 스테인과 치아우식증 사이의 연관성은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디지털 사진 검진 시 흡연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스테인이었지만 치아우식

증으로 검진한 경우도 많았을 것이고 이는 디지털 사진 검진의 DS지수를 증

가시켰을 것이다. 

  둘째, 실제 치아 크기에 비해 디지털 사진으로 봤을 때에는 치아가 몇 배 

확대되어 보이기 때문에 실제 구강내에서는 작은 점으로 보 을 부분이 커다

란 병소로 보이기도 했다.  이 두 가지는 디지털 사진 검진에서 DS지수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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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발생시켰을 것이다.

  셋째, 구강내 시진 시에는 환자가 오랜 시간동안 개구상태를 유지하기 어

렵고, 검진자의 경우도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디지

털 사진처럼 순간적인 상황을 계속적으로 재현할 수가 없다.  따라서 디지털 

사진 검진에서 좀더 자세하게 구강내 치아우식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며 결

과적으로 디지털 사진 검진의 DS지수를 증가 시켰을 것이다.

  넷째, 디지털 사진 검진에서는 상악과 하악 모두 제2대구치의 distal 

surface가 보이지 않았다.  비록 해당 치면에 치아우식증이 잘 발생하지 않는 

부위지만 치아우식증이 존재하더라도 진단하기가 불가능했고 결과적으로 DS

지수를 감소시켰을 것이다.

  다섯째, 디지털 사진 검진에서는 레진으로 충전한 치면과 건전 치면의 구

별이 어렵다.  따라서 디지털 사진 검진에서 FS지수의 감소가 있었을 것이

다.

  여섯째, 여러 개의 치아를 연결하여 보철치료를 한 경우 지대치와 상실치

의 구별이 어려웠다.  이런 어려움은 도재치의 경우에 더 심각했으며, 상실치

를 지대치로 잘못 진단한 경우가 있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디지털 사진 검

진에서 MS지수를 낮췄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곱째  하악 전치부설면과 인접면에 침착된 치석과 스테인은 디지털 사진 

검진에서 치아우식증으로 잘 못 측정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디지털 사진 

검진에서의 DS지수를 증가시켰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악 대구치 설면 부위는 디지털 사진에서 보이지 않는 부위이

다.  일반적으로 치아우식증이 발생하는 빈도가 낮은 부위이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무시한 채 연구를 진행하 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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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DMFT지수의 남녀별 비교

  남녀간 DMFT지수를 비교해 봤을 때, DT지수를 제외한 MT, FT, DMFT

지수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1981년과 2000

년 전국단위 구강실태조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DMF지수가 더 높게 조

사되었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그 원인으로 여성의 치아가 남성보다 조

기 맹출하므로 우식환경에 더 오랜 기간동안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되고 

있다(양은정, 2002).  여성에서 DT지수가 낮은 것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치

과방문 횟수가 많은 것이 원인일 것이다(Park,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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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구강내 시진과 디지털 사진 검진의 DMFS 일치도(Kappa 

value) 측정

  구강 전체 및 여섯 부위(상. 하악 전치부, 상. 하악 소구치부, 상. 하악 대구

치부)에 대해 Kappa value를 조사해본 결과, 0.81~0.86의 높은 일치도를 보

다.  이는 Kappa value가 excellent agreement의 기준이 되는 0.75를 상위하

는 높은 일치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15명의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에서 검사자간 신뢰도(Kappa 

value)가 시진 시 0.35, 시진과 탐침사용의 경우 0.33, 시진과 FOTI의 경우 

0.58, 교익방사선사진 검사결과 0.57, 시진과 교익방사선사진검사를 함께 실시

했을 경우 0.67을 나타냈던 연구결과가 보고 되었다(김 남, 1999).  이전 연

구에서는 실험자간 일치도를 조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 연구와 같이 동

일한 실험자에서 실험방법간의 일치도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번 연구의 두 가지 검진방법이 높은 일치도를 보인다고 생

각할 수 있다.

  상하악 모두 소구치부에서의 Kappa value가 약간 낮았는데, 그 이유로 소

구치부 교합면에 스테인과 레진 충전물이 많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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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구강내 각 부위에 따른 구강내 시진과 디지털 사진검진의 

상실치면지수, 우식치면지수, 충전치면지수 일치도

  구강내 각 부위별로 구강내 시진과 디지털 사진 검진을 비교한 결과, DS지

수에서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 고, 특히 상악 소구치부와 하악 소구치부위

에서 차이가 가장 많이 발생하 다.  하악 소구치부위에서 디지털 사진을 보

고 검진한 DS지수가 더 큰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스테인을 치아우식증으

로 잘못 측정한데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상악 소구치에서는 구강내를 

보고 직접 시진한 경우에서 DS지수가 더 높게 나왔는데, 그 원인으로 상악 

소구치부의 디지털사진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들 수 있다.  

  구강내 모든 부위에서 DS지수의 일치도가 낮은 결과는 아직까지는 디지털 

사진을 이용하여 구강검진을 하는 구강검진 방법이 해결해야할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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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연령별 상실치면지수, 우식치면지수, 충전치면지수의 일치도

(Kappa value) 변화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각 지수들의 일치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지만, MS지수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치도가 약간 감소하는 것

을 볼 수가 있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crown and bridge같은 보철물이 구강

내에 존재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상실치아와 지대치사이의 구별이 

어려운 디지털 사진 검진에서 MS지수를 잘못 측정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구강내 각 부위에서의 일치율 조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연령대에서 DS지수

의 일치도가 가장 낮았다.

  모든 연령대의 구강내 모든 부위에서 DS지수의 차이가 가장 크다는 것은 

앞으로 디지털 사진 검진시 치아우식증 검진에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과 디지털 사진 검진 시 DS지수 측정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 라인이 필요

한 이유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요청된다.

  구강내 시진결과와 디지털 사진 검진 결과가 높은 일치를 보인다는 이번 

연구결과로부터, 디지털 사진촬 과 장비 및 촬 기준에 대한 표준화와 디지

털 사진 검진 시 주의사항등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뤄진다면 디지털 사진 검

진으로 일차적인 대규모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일차 검진결과를 바탕으로 필

요한 경우 좀더 자세한 2차 구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구강

검진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즉, 학교 구강검사와 같은 대규모 구강검진시 

양호교사나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구강을 디지털 사진으로 기록하고, 이 디지

털 사진을 보며 치과의사가 구강 검진을 실시한 후, 좀더 자세한 구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만을 선정하여 직접 치과내로 방문하여 구강내 시진을 실

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디지털 이미지는 원격 진료시 구강검진을 환자

의 가족 등 보호자가 디지털 카메라로 촬 하여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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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전송하고 그 디지털 사진을 보고 치과의사가 환자의 구강검진을 실

시한 후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추후에 좀더 자세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구강검진방법의 개발도 가능하다. 

   하지만, 구강내 여러 부위로 나누어 조사한 것과 연령별로 나누어 조사해

본 결과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우식경험 구치면지수의 일치도가 낮게 나타

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디지털 사진을 이용한 구강검진 방법이 

연구되어져야겠다.  또한 현재까지는 치과 역에서 구강내 디지털 사진 촬

의 표준화가 전무한 상황이므로 무엇보다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1인의 치과의사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직접구강검진과 디지털 

사진을 보고 검진하여 그 자료를 분석하 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조사자

간 일치도 및 신뢰성 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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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개인 치과의원에 내원한 환자 117명을 대상으로 하여 1인의 

치과의사가 직접 구강을 보고 시진하여 얻은 우식경험 구치면지수와 디지털 

카메라로 연구 대상 환자의 구강을 촬 한 디지털 사진을 보고 검진하여 얻

은 DMFS지수를 조사하 다.  구강내 여러 부위 및 연령증가에 따른 두 가

지 지수의 일치도를 조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구강내 시진 시 우식경험 구치면지수와 디지털 사진 검진의 우식경험

구치면지수간의 일치도(Kappa value)는 구강전체에서 0.86, 상악 전치부위

에서 0.85, 하악 전치부위에서 0.85, 상악 소구치부위에서 0.82, 하악 소구

치부위에서 0.84, 상악 대구치부위에서 0.84, 하악 대구치부위에서 0.84로 

상당히 높은 일치도를 나타냈다.

2. 상.하악 전치부, 상.하악 소구치부, 상.하악 대구치부에 대해 각각 상실치면

지수, 우식치면지수, 충전치면지수의 일치도(Kappa value)를 조사해본 결

과, 상실치면지수는 평균 0.88, 우식치면지수는 0.57, 충전치면지수는 0.89

로 우식치면지수에서 일치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부위별로 우식치면지

수의 일치도를 비교해 봤을 때, 상악 소구치부위와 하악 소구치부위에서 

0.45와 0.50으로 가장 낮은 일치도를 보 다. 상악 소구치부에서는 구강내 

시진의 우식치면지수가 더 큰 값으로 조사되었고 하악 소구치부에서 우식

치면지수는 디지털 사진 검진의 지수가 더 큰 값을 나타냈다.

 

3. 연령에 따른 상실치면지수, 우식치면지수, 충전치면지수를 조사한 결과 우

식치면지수가 모든 연령대에서 낮은 일치도를 보 으며 우식치면지수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치도가 감소하는 것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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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디지털 사진을 보고 구강을 검진하는 방법의 표준화 및 기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통상적인 5분할 구강내 사진 촬 법을 이

용하여 디지털 사진 검진법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디지털 사진

이 구강내를 완전히 반 하고 있다는 기존의 생각에 문제점을 제기한 점과 

디지털 사진을 이용한 구강 검진 방법의 타당성에 대해 조사한 점에 이번 연

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구강검진에서 중요한 우식치면지수에

서 일치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촬  및 검진방법 등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앞으로의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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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분석 자료의 치아우식증 진단 기준(2003년 국민 구강 보건실

태조사 조사 지침서)

1.1. 기록치아의 선택

①　유치와 후계승 구치가 구강내에 모두 맹출하여 있는 경우에는 구

치만 판정하고 유치기록은 생략한다.

② 특정부위의 유치와 구치가 모두 없을 경우에는, 구치의 발거경험

이 없는 한 구치미맹출로 기록한다.

1.2. 치면상태 부호 : 치면상태의 부호는 다음과 같다.

0. 건전치면

1. 우식치면

3. 우식경험처치치면

4. 우식경험상실치면

5. 우식비경험상실치면

6. 전색치면

7. 우식비경험처치치면

8. 미맹출치면

9. 기록불가치면

1.3. 치면 분류

① 구치부의 치면은 협면, 근심면, 교합면, 원심면, 설면의 다섯 면으

로 나누고 전치부의 치면은 협면, 근심면, 원심면, 설면의 네면으

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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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면간의 분리는 우각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 지침에서 

특별히 제시된 상황 및 기준이 있을때에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③ 우각이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면이 이행되는 부위의 가상적 중앙

선을 분리기준선으로 한다.

④ 모든 치면은 노출된 치근을 포함한 임상적 치관을 기준으로 분류

한다.

1.4. 유치

① 유치우식의 검진은 우식치면과 충전치면에 한정하고, 모든 상실유

치는 해당란에 기록하지 않는다.

② 만10세 또는 초등학교 5학년이상에서는 구강내에 유치가 존재하

더라도 유치란에 기록하지 말고 구치 미맹출로 처리한다.

1.5. 건전치면

① 우식증을 치료한 흔적이 없고, 전색된 흔적이 없으며, 우식증이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 치면을 건전치면으로 판정

한다.

② 연화치질이 존재하지 않는 모든 치면은 건전치면으로 판정한다.  

단, 유전치의 경우에는 연화치질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식에 기

인한 치관손상이 있으면 건전치면이 아닌 우식치면으로 판정한

다.

1.6. 우식치면

 ① 치질의 파괴를 동반한 광범위한 검은 변색, 소와 하부로부터 법

랑질을 통해 뚜렷하게 비춰지는 검은 상아질 우식부위등 의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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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없는 우식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시진만으로 우식치면이

라 판정한다.

② 우식치면의 의심이 있으나 시진상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탐침

을 이용한 최소한의 압력에 의한 촉진이 허용되며, 이 경우 연화

치질을 확인할 수 있을때 우식치면으로 판정한다.

③ 한 치면에 충전물과 우식증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식치

면으로 판정한다.

④ ZOE와 ZPC로 임시충전된 치면은 우식치면으로 판정한다.

⑤ 구충전물이 부분 또는 완전 탈락한 치면은 연화치질이 발견되

지 않더라도 우식치면으로 판정한다.

⑥ 약간의 잔존치근만 확인되더라도 해당치아의 모든 치면은 상실치

면이 아닌 우식치면으로 기록한다.

1.7. 우식경험처치치면

① 진행중인 우식증이 없고 구수복물이 있는 치면을 우식경험처치

치면으로 기록한다.

② 인조치관으로 수복된 치아는 모든 치면을 우식경험처치치면으로 

기록한다.

③ 유치와 구치 공히 아말감이 혼합된 재료로 충전되어 있는 경우

는 구충전물로 간주한다.

1.8. 우식경험상실치면

①　우식증으로 인하여 발거된 치아를 우식경험상실치면으로 판정한

다.

② 모든 상실치아는 상실의 경력을 문진하여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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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원인을 진술하지 못하는 지치를 제외한 구구치의 상실은 

우식경험상실치면으로 판정한다.

1.9. 우식비경험상실치면 : 우식비경험상실치면으로 기록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천성결손

2. 외상원인 발거치아

3. 교정치료용 발거치아

4. 치주병원인 발거치아

5. 보철준비용 발거

6. 상실경험이 있되 원인을 모르는 전치와 지치의 상실

1.10. 전색치면 : 소와 또는 열구가 치면열구전색재로 전색된 경험이 

있는 치아를 전색치면으로 판정한다.

1.11. 우식비경험처치치면 : 우식비경험처치치면으로 판정하는 경우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대치로 이용된 치아의 치면

2. 우식증이외의 심미적 목적등으로 순면을 덮은 베니어/라  

         미네이트 금관 피개치면

3. 교정용 브라켓이 부차되어있고 우식이 없는 치면

4. 공간유지장치용 치관

1.12. 미맹출치아 : 상실의 기억이 없는데 구강내에 보이지 않는 모

든 치아는 치아맹출시기를 참조하여 미맹출치아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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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기록불가치면 : 교정용 밴드로 가려진 치면 및 기타 이유로 기

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록불가치면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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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카메라의 제원

MODEL NO. EOS D30

CCD

고감도, 고해상도 대형 단판 CMOS 센서(APS C타입)

총 화소수: 약 325만 화소 (2,226 × 1,460)

유효 화소: 약 311만 화소 (2,160 × 1,440) 

감도 100, 200, 400, 800, 1600에 상당

기록 매체 컴팩트 플래쉬 카드 (Type I, II) 

화상 압축 방식 JPEG, RAW

파일 포맷 DCF

기록 가능 매수

Large / Fine : 약12장, Large / Normal : 약22장

Small / Fine : 약22장, Small / Normal : 약40장

RAW : 약4장 (16MB CF카드 사용시) 

렌즈 캐논 EF 렌즈군

렌즈 마운트 캐논 EF 마운트

렌즈 초점 거리 렌즈 표기 초점 거리의 약1.6배 상당

셔터 플래인 식 전자 제어 셔터

셔터 속도 1/4000 ∼ 30초, 벌브지원, ?X= 1/200초

셔터 릴리즈 소프트 터치 전자 릴리즈

연속촬 약3장/초, 최대 약8장 (Large/Fine촬 시) 

포커스 방식
멀티 BASIS에 의한 TTL-CT-SIR방식 (TTL 이차 결

상 위상차 검출 방식) 

노출 제어 35분할 SPC사용, · TTL개방 측광

측광 범위 EV2 ∼ 20 (50mm, ?F1.4, ISO100) 

내장 플래시 TTL 자동 조광 오토 팝업 플래시, 충전시간 약 3초 

가이드 넘버 12 (ISO 100시) 

역광 보정 1/2, 1/3단 스텝 ±2스텝

화이트 밸런스 자동 / 수동 설정 가능

액정 파인더
1.8" TFT 칼라 모니터, ?약11.4만 화소, 2단계 밝기조

정 

파인더 펜타 프리즘 사용, 에이 레벨식 시야율(95%)

인터페이스
USB / CF카드 슬랏(Type I, II ) 비디오 출력 (NTSC 

/ PAL방식) 

전원 배터리 팩 BP-511 (리튬ion 전지) 1개 

배터리 용량 
상온 : 약 540장

(플래시 50% 사용, 완전 충전된 배터리 팩 사용시) 

크기 149.5 × 106.5 × 75.0mm

무게 약 750 g (배터리, CF카드 비 포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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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트북 컴퓨터의 제원

MODEL NO. PCG-SRX55L

CPU 저전압판 모바일 인텔 펜티엄 III 800MHz

CACHE 32KB(1차),512KB(2차)/32KB(1차),512KB(2차)

시스템 버스 100MHz

메인칩셋 Intel 815EM

RAM SDRAM 128MB / 256MB

LCD 10.4" TFT

해상도 1,024 x 768(XGA)

VGA Intel 815 EM(내장형)

VRAM 11MB(메인 메모리와 공유)

HDD 20GB

FDD 3.5" (PCGA-UFD5 1.44MB / USB 접속)

CD-ROM CD-ROM 24X

POINTING 

DEVICE
터치패드

SLOT Type II × 1(CardBus) 

SOUND
윈도우즈 사운드 시스템 호환,MEGA BASS(저음 부스

트) 기능

MODEM 56kbps(V.90) /10/100 LAN + Wireless LAN

키보드 86키(키 피치 17mm, 키 스트로크 2mm)

배터리 리튬이온

크기 259 x 194 x 2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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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lidity of dental caries diagnosis

 by using of digital photo view

                                          Lee, Kyungchul

                                          Dept. of Preventive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article focuses on evaluating of coincidence of the data from direct 

oral examination and the data from the digital images of the same oral 

objects to investigate of the validity of dental caries diagnosis by using of 

digital photo view. A dentist surveyed 117 patients who came to local 

dental clinic to be treated, and made two sets of data(DMFS indexes)  

from two types of oral examinations. The Comparison of DMFS indexes, 

MS indexes, DS indexes, FS indexes between two sets of data says like 

this.

1. Kappa value -explaining the coincidence-of DMFS indexes from direct 

view and DMFS indexes from digital image views was 0.85 on entire 

dentition, 0.85 on anterior parts of maxilla, 0.85 on anterior parts of 

mandibula, 0.82 on premolar parts of maxilla, 0.84 on premolar parts of 

mandibula, 0.84 on molar parts of maxilla, and 0.84 on molar parts of 

mandibula. It means that two kinds of methods of oral examination 

coincided hig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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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mean kappa value of MS indexes was 0.88, that of DS indexes 

was 0.57, and that of FS indexes was 0.89. In case of comparison of 

DS indexes in six intraoral areas, maxillary premolar and mandibular 

premolar area showed 0.45 and 0.50, and they were the lowest two 

sets of DS indexes. DS indexes of direct view in maxillary premolar 

area were higher than that of photo view, and DS indexes in 

mandibular premolar area showed contrary.

3. DS indexes showed the lowest coincidence on entire ages and their 

coincidence reduced at old-aged group.

  This study -dental caries diagnosis by using of conventional 5 sets of 

intraoral digital views- was designed and executed without any previous 

supporting studies about the standardization or criteria of oral diagnosis 

method with digital images. I would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this 

article as the first issuing the reasonability whether the intra oral digital 

photo view can explain the same images of objects and the first study of 

the validity of caries diagnosis method using digital images. But, as the 

result DS indexes which is important at caries diagnosis shows the lowest 

coincidence, it is implied that further study is deeded to investigate the 

standardization and diagnosis methods of digital oral examination.    

   

Key word : dental caries, digital image, DMF index, kappa value, oral 

examin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