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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치면세균막 내 산생성능력과
치아우식경험과의 연관성

A simple colorimetric method for the clinical evaluation of caries activity in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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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CariviewTM‚ test in adults by assessing correlations between
CariviewTM‚ scores and caries experience using a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 (QLF) technique.

Methods: This retrospective cross-sectional study included 111 patients aged 19-64 years who visited a dental clinic in Seoul
from 2015 to 2016, and underwent the CariviewTM‚ test and had their teeth photographed with the Qraycam. Plaque was scraped
with sterilized cotton swabs, and then placed in a culture medium and incubated at 37°C for 48 h. Finally, the degree of color
change was evaluated, and scored on a 0-100 point scale. Caries experience index included not only cavitated lesions but also
early caries that were detected on white and fluorescence images.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low, moderate and high caries risk
groups according to the CariviewTM‚ score, and caries experience was compared between risk groups using ANCOVA.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calculated to analyze the associations between CariviewTM‚ scores and caries indices.

Result: The mean age of the participants was 40 years, and the mean CariviewTM‚ score was 53.6 20.7. The WDMFT and the
DMFT indices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caries risk, and this increas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low- and high-risk
groups. The CariviewTM‚ test score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WDMFT (r = 0.28, P = 0.003) and DMFT (r = 0.29, P =
0.002) indices.

Conclusion: The CariviewTM‚ test could be a clinically useful and simple method for assessing caries risk in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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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치아우식증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은 치아우식증

발생위험도에따라서개인에게표적화된예방적처치

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치과치료 과정에서 많은 비

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한다1). 또한 공중보건의 관점에

서, 한정된구강보건자원을치료와예방이가장필요

한사람들에사용하는것은필수적이다2). 따라서치아

우식위험도평가를 통하여 고위험군의 환자를 예측해

낸다면, 최적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중구강보건 자

원을배분하는것이가능하다.  

치아우식증을 발생시키는 요인들 중 미생물요인은

우식유발세균들과관련된인자로서치아우식증발생

위험도 평가를 위해 활용되어 왔다. 이전에는 대표적

인 우식원인균으로 알려져 있는 다형연쇄구균

(Streptococcus mutans)이나 유산균(Lacto

bacilli sp.)과 같은 구강 내 세균의 양을 측정하

다. 그러나 최근 세균학적 패러다임에 따르면 치아우

식증은 특정 세균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닌 치면세

균막 내 전체 미생물이 생산하는 유기산에 의해 발생

한다3). 따라서최근에는단일균종을이용한치아우식

활성검사법보다는구강내세균전체의활성을평가하

여 우식발생위험도를 예측하려는 시도가 소아, 혈액

종양환자, 치주질환자 등 다양한 대상으로 시도되고

있다4~6). 캐리뷰(Cariview™, All in One Bio,

Seoul, Korea)는 구강 내 치태를 채취하여 치태 내

모든 미생물이 분비한 유기산의 산 생성 능력에 따라

우식위험군을 분류하는 치아우식활성검사법으로, 개

인의치아우식위험도를평가한후의검사결과는우식

활성 저위험군인 파란색에서부터 고위험군임을 의미

하는붉은색까지의스펙트럼 형태로 나타나며이는 0

점부터 100점까지 점수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소아및20대성인을대상으로치아우식위험도평가로

서타당성이검증된검사법이다7~9). 

선행연구에서치아우식경험과의관련성평가시주

로 와동이 형성된 단계의 치아우식증만을 대상으로

하는 우식경험 구치지수(DMFT index)를 분석 대

상으로 평가하 다. 우식경험 구치지수는 세계보건

기구(WHO)가 권장하는 전통적인 치아검사법이자

향후 치아우식 발생의 예측력을 가진 변수이다. 그러

나 이는 이미 와동이 형성되어 치아우식증이 발생한

이후인비가역적인상태만을평가한다는한계점이있

다8). WHO에서는 와동 형성 전 단계의 우식과 초기

치아우식증의증상을나타내는병소들은신뢰성있게

판별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치질 손상이 진행된 단계

의 치아우식병소만을 우식 병소로 포함한다10). 본 연

구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가역적인 단계의 병소를 포

함하여 평가하고자 하 고, 이를 위해 초기우식병소

진단에 대한 낮은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형광 반응

을 이용한 광학 탐지 기술인 Quantitative light-

induced fluorescence (QLF) 기술을활용하고자

하 다. 이는치아의자가형광원리를이용하여초기

치아우식증을 형광이 소실된 정도로 탐지할 수 있는

기술로서, 해당 기술로 평가한 대상자의 초기 치아우

식증을포함한치아우식경험지수와의상관성을평가

해보고자하 다.

또한치아우식활성검사에대한많은연구중대부분

이소아에서이루어졌으며성인을대상으로평가한연

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서보고된 2014년국민건강 양조사에따르면만 19

세 이상 성인의 치아우식증 유병자율은 30.9%로 만

15세 구치우식유병자율 27.2%에 비하여 높은 수

치를 보인다. 또한 2015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에

의해 조사된 5세 유치우식유병자율 31.9%, 12세

구치우식유병자율 7.8%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를 나

타낸다. 게다가성인의경우흡연또는약물섭취로인

해타액량이감소되는등치아우식발생에 향을미치

는 위험요인이 매우 다양하다11). 또한 치은퇴축, 타액

분비의 부족, 저작 기능 저하, 보철물, 불량한 구강위

생상태등은우식의위험을높일수있다12). 따라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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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뿐만이아닌성인에게서도치아우식발생을조기에

예측하고위험도를평가하는것이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QLF 기술을 이용하여 평가한 치아

우식경험과 캐리뷰를 이용한 치아우식활성도의 상관

성을 평가하여, 성인에게서 캐리뷰 검사의 타당성을

확인해보고자하는것이다. 

Ⅱ. 연구대상및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서울

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B치과에 자발적으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향적 단면연구이다. 캐리뷰 검

사를수행하 고검사일전후6개월이내에QLF 기

술을 이용한 여러 제품 중 휴대가 용이한 큐레이캠

(Qraycam™, All in One Bio, Seoul, Korea)으

로 전악 촬 을 한 만 19세에서 64세 성인 111명(남

성 45명, 여성 66명)을 대상으로 하 다. 교정 중인

환자나 무치악인 환자는 제외하 지만 전신질환이나

약물복용, 기타구강위생상태는배제요인으로적용하

지않았다. 

2. 연구방법

1) 치아우식활성검사

연구 대상자들의 치아우식활성도를 평가하기 위해

캐리뷰 키트(배지, 진단시약, 멸균된 면봉, 광학분석

기)를이용하 다. 멸균된면봉을이용하여전악의전

체 치면(평활면, 교합면, 설면)을 문질러 치면세균막

을 채취하 다. 치면세균막이 채취된 면봉을 배양액

에 넣은 후 37℃ 배양기에서 48시간 배양하 다. 배

양이완료된후, 배양액에지시약을떨어뜨려치태내

pH에따라변화된색을광학분석기로촬 하 다. 그

후 제조사가 권고하는 점수 변화 분류법에 따라 저위

험군은 0-40점(pH 5.6-7.0), 중위험군은 41-

70(pH 4.4-5.5), 고위험군은 71-100점(pH 3.0-

4.3)으로분류하여점수화하 다13). 

2) 치아우식경험도 평가

큐레이캠을 이용하여 획득한 백색광 사진 및 형광

사진 상에서 연구대상자의 우식경험지수를 평가하

다. 큐레이캠 촬 은 진료실 내 암실환경에서 연구대

상자를unit chair에 supine position으로위치시

킨후수행하 다. 정면교합, 좌우측면교합및상·

하악 교합면을 대상으로 백색광 사진과 형광 사진을

촬 하여연구대상자일인당총10장을촬 하 다. 

노출된 치근을 포함한 임상적 치관을 대상으로

WHO에서권장하는기준에따라와동이형성된우식

치아(Decayed teeth, DT), 우식경험상실치아

(Missing teeth, MT), 우식경험처치치아(Filled

teeth, FT)를 기록하 다. 백색광 사진에서 판별하

기 어려운 심미수복물의 경우 형광 사진 상에서 치아

에비해낮은강도의형광또는불투명한흰색등다른

색의형광을띄는치아를우식경험처치치아(FT)로판

별하 다. 초기우식병소(white spot lesion, WT)

는비와동형법랑질우식증(non cavitated enamel

caries)이며, ICDAS 치아우식진단기준(Intern 

-ational Caries Detection and Assessment

System)에서 code 1, 2에 속하는 병소로 정의하

다14). 형광 사진 상에서 형광의 소실이 있으나 백색광

사진 상에서 와동이 형성되지 않은 치아우식 병소를

초기우식병소(WT)로판별하 다. 각각의치아우식경

험지수(DT, MT, FT)를 이용하여 와동이 형성된 치

아우식만을 대상으로 우식경험 구치지수(DMFT

index)를 산출하 다. 와동 및 초기우식경험 구치

지수(WDMFT index)는본연구에서새롭게산출한

지수로, 와동이 형성된 우식뿐만 아닌 초기우식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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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모두포함하여구하 다.

3. 통계분석

연구대상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분포를 파악하

기위해빈도분석을실시하 다. 연구대상자의성별

및연령에따른우식경험 구치지수(DMFT index,

WDMFT index)와캐리뷰점수의차이는독립표본

t 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을통해확인되었다. 또한우식위험군에따른각각의

치아우식경험지수(WT, DT, MT, FT) 및

WDMFT 지수와 DMFT 지수의 평균 차이를 확인

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연령을 공변량으로 하여 공

분산분석(ANCOVA)을 시행하 다. 치아우식경험

과 캐리뷰 결과의 연관성 분석은 Spearman 상관

분석을 통해 실시되었다. 모든 자료의 통계 분석은

IBM SPSS 20.0 (IBM Corporation,

Armonk, NY, USA)을통해수행되었으며유의수

준0.05하에서검증되었다.

Ⅲ.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중20대부터50대이상까지의연령간

대상자 수 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났다(Table 1). 한편

연령의 증가에 따라 우식경험 구치지수(DMFT,

WDMFT)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그러나 캐리뷰 점수에서 연령

간차이는없었다(Table 1). 

캐리뷰 점수에 따른 치아우식위험도가 높아질수록

WDMFT 지수, DMFT 지수의 평균값이 증가하

다. 그 차이는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에서 현저했으며,

저위험군과 중위험군 사이의 평균 차이 역시 큰 폭으

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위험군과 고위험군에서는 두

가지우식경험 구치지수의평균은다소작은차이를

보 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Fig. 1).

ORIGINAL ARTICLE

DMFT, the number of caries experience teeth in the one person; WDMFT, the number of white spot teeth in the one person and DMFT.
The Cariview™ scores ranged from 0 to 100.
Independent t-test and ANOVA were used as appropriate.
Within the same column, the different letters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by Duncan post hoc analyses at α=0.05.

Total 111 (100.0) 8.40 ± 4.11 8.14 ± 4.14 53.57 ± 20.73

Sex

Male 45 (40.5) 7.69 ± 4.01 7.47 ± 4.13 56.22 ± 22.10

Female 66 (59.5) 8.88 ± 4.15 8.61 ± 4.11 51.77 ± 19.71

P-value 0.135 0.931 0.268

Age

19-29 25 (22.7) 6.16 ± 3.92a 5.84 ± 3.82a 48.61 ± 20.67

30-39 26 (23.6) 7.85 ± 4.29a,b 7.50 ± 4.24a,b 59.31 ± 22.16

40-49 28 (25.5) 9.57 ± 3.08b 9.46 ± 3.14b 53.91 ± 21.72

≥50 31 (28.2) 9.39 ± 4.20b 9.13 ± 4.27b 52.37 ± 18.69

P-value 0.006 0.003 0.323

Table 1. Distribution and mean WDMFT, DMFT index and Cariview™ score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 WDMFT DMFT Cariview™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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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우식경험지수와캐리뷰검사의상관분석결과,

WDMFT 지수와의 Spearman 상관계수는 0.28

(P=0.003)을 나 타 냈 고 DMFT 지 수 와 의

Spearman 상관계수는0.29 (P=0.002)로모두통

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다(Table로 제시하

지는않았음).

캐리뷰 결과에 따른 우식위험도가 상승할수록 DT,

MT, FT 지수의평균값은증가하는경향을보 으나,

WT 지수의 경우 평균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Table 2).

Ⅳ. 고안

2014년 국민건강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

인의 치아우식증 유병률은 2012년 34.1%, 2013년

32.7%, 2014년 30.9%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

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 국, 일본 등 몇몇 선진국의

경우소아의치아우식증은감소하는반면에성인의치

아우식증은연령에따라증가하며여전히문제가되고

있는실정이다15). 따라서성인인구의치아우식위험도

를평가하여조기에치아우식증을예방하는것은중요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인인구집단을 대

상으로 캐리뷰를이용하여 개인의 우식위험도를평가

WT, the number of white spot teeth in the one person; DT, the number of decayed teeth in the one person; MT, the number of missing teeth in the
one person; FT, the number of filled teeth in the one person.
ANCOVA was used, adjusted for age.

Low 40 (36.0) 0.28 ± 0.59 0.43 ± 1.05 0.38 ± 0.14 5.70 ± 0.68

Moderate 44 (39.6) 0.27 ± 0.54 0.64 ± 1.05 0.82 ± 0.26 7.48 ± 0.61

High 27 (24.3) 0.19 ± 0.39 0.70 ± 1.06 0.89 ± 0.25 7.70 ± 0.65

P-value 0.708 0.542 0.271 0.098

Table 2. Means of each caries indices according to the risk group based on the results of Cariview™ scores

Risk group N(%) WT DT MT FT

Fig. 1. Mean caries indices according to risk group based on the results of Cariview™ score : WDMFT
index (A), DMFT index (B); *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between the two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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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것이가능함을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연령별 평균 DMFT 지수는

19-29세5.8개, 30-39세7.5개, 40-49세9.4개,

50세 이상 9.1개로 조사되었다. 2010년 국민구강보

건실태조사에 따르면 25-34세 평균 DMFT 지수

5.6개, 45-54세 5.0개, 55-64세 6.8개로본연구

대상자의평균DMFT 지수가다소높은결과를나타

냈다. 이러한특성은본연구에서치과의원에내원한

환자를대상으로하 기때문에치료에많이노출되었

다는점으로부터기인한것으로사료된다. 2010년국

민구강보건실태조사에 따른 DT 지수는 25-34세

0.77개로 본 연구의 고위험군의 평균 DT 지수와 유

사했으며, 45-54세0.46개, 55-64세0.41개로본

연구의 저위험군의 DT 지수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반면에 FT 지수의 경우, 25-

34세 4.50개로 본 연구의 저위험군의 FT 지수와 유

사한 값을 보 지만 45-54세 2.96개, 55-64세

2.63개로본연구의중위험군과고위험군의FT 지수

가2배이상높게나타난것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군에서 저위험군보다 고위험

군일때DT 지수는상승하 으나WT는감소하는결

과를 보 다(Table 2). 이를 통해 우식 위험도가 높

은 사람일수록 초기우식병소가이미와동으로 진행되

어 상대적으로 초기우식병소는 적고, 와동이 형성된

우식은많이보유하게된다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또한 성인 치아우식증의 경우 소아와 달리 대부분의

초기우식증이활성우식이아닌정지우식증이라는성

인인구의특성이반 된것으로사료된다. 

우식위험도가 높을수록 WDMFT 지수, DMFT 지

수의평균값이증가하 으며, 우식위험군간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Fig. 1). 이는 소아를 대상

으로한선행연구및20대성인을대상으로한연구와

유사하 다7, 9). 따라서 캐리뷰 검사법을 통하여 성인

의 우식 발생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

하 다. WDMFT, DMFT 지수 모두 저위험군과 중

위험군에서현격한평균차이를보이는반면에중위험

군과 고위험군에서 군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

었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7, 9). 이러한 차이는 저위험군과 중위험군을 나누

는 기준 pH값이 치아우식증을 발생시키는 치태의 임

계 pH인 5.5이기 때문에 저위험군과 중위험군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캐리뷰 검사법의

위험도구분은치태의우식유발가능성을대별하는단

순pH 측정값을기준으로범주화되어있어실제구

강 내에서 발생한 치아우식증의 발생 정도 및 심도와

는차이가있을수있다. 따라서구강내타액및치태

내 산생성능력에 향을 주는 요인을 고려하고 추후

임상환경에적합하게치아우식위험군을재분류할필

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현재까지개인의치아우식발생을예측하는단일변

수중가장강력한평가지표로서과거우식경험을활

용하고있다16, 17). 본연구에서는과거우식경험을간접

적으로탐지하기위한장비로서큐레이캠을사용하

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큐레이캠을 통한 백색 사진

및형광사진을통한치아검사방법을전통적인치아

검사결과와비교하 을때, 카파지수가 0.9 이상으

로 높은 일치도를 보 으며 치아우식증 진단과 수복

물판별에있어서, 형광사진으로판독한방법이민감

도가더높게나타났다는연구가있었다18). 구내촬

사진을 이용하여 치아상태를 평가한 선행연구 중 유

치열에서 8장의 구내 사진을 통한 DMFT지수 검사

를 통해 시진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는 보고도 있으

며19), 원격으로 구내 사진을 통해 DMFT 검사를 한

결과 시진과 상당한 일치도를 보인다고 보고하 다20,

21). 본연구에서는와동이형성된우식과더불어초기

우식병소를 포함한 우식경험 구치지수인 WDMFT

지수를 사용하 다. 이는 치아우식증을 조기에 발견

하여 질병 초기에 예방하는 치아우식증 관리의 본연

의 목적에 부합하는 변수로 보인다. 다수의 선행연구

들에서 QLF 기술을 이용하여 평가하 을 때 초기우

ORIGINA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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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병소를 진단하는 능력이 전통적인 진단 방법인 시

진보다2배이상정확성이높다고보고하 다22, 23). 그

러나 교합면 열구의 착색과 우식을 구분하기 힘들고,

치아불소증과 초기우식병소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

렵기때문에구내촬 사진을이용하여치아검사시

위양성이나타날수있다24). 본연구에서는이를보완

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백색 이미지와 형

광 이미지의 교차 판별 방식을 사용하 으며, 치아우

식으로 명백하게 판별하기 어려운 병소들 중 일부는

병원에서 기록해놓은 치과 기록부(dental chart)를

통하여제외하 다.

Hallett 등25)은 2년 동안 치아우식 발생을 추적한

결과와동이형성된우식과초기우식병소는유의한우

식발생예측변수라고보고했다. 이를통해와동이형

성된 우식과 초기우식병소는우식의 활성도와무관하

게우식발생을예측하는유의한변수라는것을알수

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예측변수로써사용된우식

(DT, WT)의 경우 치아우식활성도를 평가하지 않고

초기우식병소의 존재유무 만으로도향후 치아우식발

생의위험을예측할수있다고사료된다. 그러나본연

구의대상인성인인구의특성상초기치아우식증을가

진 사람이 드물고 이미 정지 우식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으며, 사진의판독만으로초기치아우식증의활성도

를예측할수없다는한계를가진다. 이러한이유로인

하여 초기우식증을 포함한 WDMFT 지수와 캐리뷰

결과와의 상관성이 DMFT 지수에 비하여 다소 낮게

평가된것이라사료된다.   

캐리뷰 검사와 구치우식경험지수 간에 통계적으

로유의한양의상관관계를나타냈지만약한상관성을

보 다. 그러나 이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캐리뷰 검

사와치아우식경험도사이의상관계수0.23-0.43과

비슷한수준의상관관계를나타냈다7~9). 또한단일균

종에대한검사법인dentocult SM을이용하여치아

우식위험도 평가했을 때 치아우식경험도와의 상관계

수는 0.17-0.23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수준의 상관

관계을나타냈다26, 27). 이러한다소약한상관성은, 치

아우식증발생에관여하는요인이세균학적인자뿐만

이 아닌 숙주가 가진 타액의 특성, 식이 섭취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의 복합 작용이므로 단일 요인 검사 만으

로 치아우식위험도를평가하는 것에는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2). 그러나 소아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들과유사한수준의상관성을나타냈음으로본연구

목적인성인에서의캐리뷰검사의타당성을확인할수

있었고, 성인인구집단을대상으로캐리뷰검사가임

상적으로 활용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

었다. 더욱이단일균종에대한검사법보다구강내모

든세균의활성을총체적으로판단할수있어더욱포

괄적으로 개인의우식발생가능성을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있다. 

캐리뷰 검사는 시료채취가 간편하여 임상적 편리성

을가지며, 검사결과가색변화와함께0-100점사이

의 점수로 제시되어 환자가 본인의 우식 위험도를 직

관적으로인지할수있다는용이성이기대되기때문에

기존의검사법에대한대체가능성이있다고예상된다
13). 따라서시료채취가어려우며치아우식경험도가높

은장애인, 고령자등에서활용도가있을것으로기대

된다. 이를 위해 장애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캐리뷰

검사법의 타당성, 신뢰성 평가를 확인함으로써 임상

적활용가능성을평가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20대에서60대까지의전성인연령을대

상으로하 지만후향적단면연구로진행되었기에우

식위험도가 실제 우식의 발생 및 진행여부를 예측 가

능한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 했다. 따라서 향후

종적연구를통하여캐리뷰검사의실제우식발생정

도를평가해볼필요성이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캐리뷰 검사의 임상적 활용 타당성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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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기 위하여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일부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QLF 기술을 통해 산출한 우식경험

구치지수(WDMFT, DMFT index)를 이용하여

평가한결과다음과같은결과를얻었다. 

1. 캐리뷰 결과에 따라 분류된 우식 위험군간 우식

경험 구치지수(WDMFT, DMFT index)의평

균을비교한결과우식위험도와우식경험 구치

지수가 비례하 으며, 위험군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2. 상관분석결과, 캐리뷰검사는초기및와동우식

경험 구치지수(WDMFT) 및 우식경험 구치

지수(DMFT)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캐리뷰 검사법은 성인에게서

비교적간편하고정확하게치아우식발생위험도를예

측하는데 임상적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세균학적검사를 이용하여치아우식위험군을

정확히 분류함으로서불필요한치과비용지출을 줄이

고예방처치가집중적으로필요한대상자에게만경제

적으로예방적처치를할수있는데도움을줄수있을

것으로판단된다.

ORIGINAL ARTICLE

오리3-김효정  2017.5.26 3:25 PM  페이지420   mac001 in 2540DPI 100LPI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55권 제6호 2017 421

성
인
의

치
면
세
균
막

내
산
생
성
능
력
과

치
아
우
식
경
험
과
의

연
관
성

ORIGINAL ARTICLE

1. Rethman J. Trends in preventive care: caries risk
assessment and indications for sealants. J Am Dent
Assoc 2000;131, Supplement 1:8S-12S

2. Campus G, Cagetti MG, Sale S, et al. Cariogram
validity in schoolchildren: a two-year follow-up
study. Caries Res 2012;46(1):16-22

3. Takahashi N, Nyvad B. Caries ecology revisited:
microbial dynamics and the caries process. Caries
Res 2008;42(6):409-418

4. Kim HJ, Jeong KY, Park JI. Evaluation of saliva and
cariogenic activity in patients with hematologic
malignanc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2013;13(3):509-515

5. Min JH, Yoon HC, Kim JK, et al. Assessment of
acidogenic potential for dental biofilms by
periodontal health condition.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2015;15(2):202-208

6. Cho SH, Lee HS, Choi BJ, et al. Correlation between
caries experience and new colorimetric caries
activity test in children. The Korean Academy of
Pediatric Dentistry 2015;42(1):30-37

7. Lee HS, Lee ES, Kang SM, et al. Clinical
assessment of a new caries activity test using
dental plaque acidogenicity in children under three
years of age. J Clin Pediatr Dent 2016;40(5):388-
392

8. Lee SY, Lim SR, Bae HS. Applicability evaluation of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digital and
cariview in cries prediction study. J Dent Hyg Sci
2013;13(4):403-409

9. Jung EH, Lee ES, Kang SM, et al. Assessing the
clinical validity of a new caries activity test using
dental plaque acidogenicity.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4;38(2):77

10. Organization WH. Oral health surveys: basic
methods: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3.

11. Nishikawara F, Katsumura S, Ando A, et al.
Correlation of cariogenic bacteria and dental caries
in adults. J Oral Sci 2006;48(4):245-251

12. Pannu P, Gambhir R, Sujlana A. Correlation

between the salivary Streptococcus mutans levels
and dental caries experience in adult population of
Chandigarh, India. Eur J Dent 2013;7(2):191-195

13. Kang SM, Jung HI, Jeong SH, et al. Development
of a new color scale for a caries activity test.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0;34(1):9-17

14. Jablonski-Momeni A, Stachniss V, Ricketts DN, et
al. Reproducibility and accuracy of the ICDAS-II for
detection of occlusal caries in vitro. Caries Res
2008;42(2):79-87

15. Bernabe E, Sheiham A. Age, period and cohort
trends in caries of permanent teeth in four
developed countries. Am J Public Health
2014;104(7):e115-121

16. Hänsel Petersson G, Fure S, Bratthall D. Evaluation
of a computer-based caries risk assessment
program in an elderly group of individuals. Acta
Odontologica Scandinavica 2003;61(3):164-171

17. Hänsel Petersson G, Twetman S, Bratthall D.
Evaluation of a computer program for caries risk
assessment in schoolchildren. Caries Res
2002;36(5):327-340

18. Lee KH, Kim SH, Kim DK, Lee BJ. Evaluation of
the validity of Qraycam for tooth examination
during epidemiological surveys.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5;39(4):259

19. Boye U, Pretty IA, Tickle M, Walsh T. Comparison
of caries detection methods using varying numbers
of intra-oral digital photographs with visual
examination for epidemiology in children. BMC Oral
Health 2013;13:6

20. Morosini Ide A, de Oliveira DC, Ferreira Fde M, et
al. Performance of distant diagnosis of dental
caries by teledentistry in juvenile offenders.
Telemed J E Health 2014;20(6):584-589

21. Gholston LR. Reliability of an intraoral camera:
utility for clinical dentistry and research. Am J
Orthod 1984;85(1):89-93

22. Stookey GK. Quantitative light fluorescence: a
technology for early monitoring of the caries
process. Dent Clin North Am 2005;49(4):753-770

참 고 문 헌

오리3-김효정  2017.5.26 3:25 PM  페이지421   mac001 in 2540DPI 100LPI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55권 제6호 2017422

ORIGINAL ARTICLE

23. Ko HY, Kang SM, Kim HE, et al. Validation of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digital (QLF-
D) for the detection of approximal caries in vitro. J
Dent 2015;43(5):568-575

24. Forgie AH, Pine CM, Pitts NB. The assessment of
an intra-oral video camera as an aid to occlusal
caries detection. Int Dent J 2003;53(1):3-6

25. Hallett KB, O'Rourke PK. Baseline dental plaque
activity, mutans streptococci culture, and future
caries experience in children. Pediatr Dent

2013;35(7):523-528

26. Beighton D, Adamson A, Rugg-Gunn A.
Associations between dietary intake, dental caries
experience and salivary bacterial levels in 12-year-
old english schoolchildren. Arch Oral Biol
1996;41(3):271-280

27. Toi CS, Cleaton-Jones PE, Daya NP. Mutans
streptococci and other caries-associated acidogenic
bacteria in five-year-old children in South Africa.
Oral Microbiol Immunol 1999;14(4):238-243

참 고 문 헌

오리3-김효정  2017.5.26 3:25 PM  페이지422   mac001 in 2540DPI 100LP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