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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방사선사진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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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know usefulness of panoramic radiography by comparing clinical 

evaluation and dental panoramic radiography in case of oral examination. Following results were 

concluded by analyzing difference between the result of Clinical evaluation and dental panoramic 

radiography. According to comparison the result of clinical evaluation and panoramic radiography, In 

Shin's research, dental caries was higher by 23.1%, periodontal disease was 31.9%, in An's research, 

dental caries was 24.2%. From new point of view from panoramic radiography, impacted tooth was 33.6%, 

Sinus abnormalities was 11.6%, periapical lesion was 5.4% in Shin's research and periapical lesion was 

17.4%, 3rd molar impaction was 15.3% and retained root was 5.3% in An's research. Any kind of caries 

were not found in oral examination in the 66.7% of patients among patients with dental root caries in 

An's research. There were misdiagnose in oral examination(even side(59.5%),proximal side(59.5%), seconds 

caries(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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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근로자의 정기건강검진은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반질병 및 직업병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현재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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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노동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실시하는 예방적인 보건사업이라 

할 수 있다.
1~2

 건강진단을 통한 건강관리는 적은 비용

과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업병을 포함한 각종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치료와 관리에 적절히 활용하도

록 해야 할 것이다.
3
 건강에 있어 구강건강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전신건강상태와 

함께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것은 필수적 요소이

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의 일부분인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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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근로자를 채용할 때 구강검사

제도가 생겨났으며,
4
 1994년 치아 부식증을 법정 직업

병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확립하였으며, 1995

년 5월 이후 직장 근로자의 일반 건강 진단 시에 구강

검진이 이루어짐으로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구강보건제도를 확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

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검진실시기준’을 통하여 

검진 항목과 비용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오래전부

터 시행되어 오던 검진 기준, 검진항목, 기관의 자격 

등을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전 국민의 건강 향상, 질환

의 조기 발견, 질환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건강

검진 관련 규정이 변화하면서 항목이 증가하고 정밀한 

검사도 포함되고 있지만, 구강검진은 시행시기, 기관의 

자격기준 정도가 수차례 변경되었을 뿐 과거의 검진 항

목이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5
 건강검진

이 여러 항목을 통해 건강증진 및 질환의 조기 발견 등

으로 향상된 데에 반해, 구강검진을 통한 수검자들의 

구강건강의 유지ㆍ증진, 구강질환의 예방 및 조기 발견

의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아 구강검진에 대한 효용성

에 대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구강검진을 보다 효율적이면서 현재의 문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구강검진 정책 및 구강검

진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나아가 모든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기대할 만한 추가적인 구강검진 방안이 수립되

어야 할 것이다. 구강검진의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로 

구강검진 항목에 파노라마방사선사진을 이용한 검사를 

추가하거나 대상자에 따른 부분적인 추가 검사를 생각

해 볼 수 있다. 

  파노라마방사선사진촬영법은 상· 하악골 및 안면구조

물을 하나의 연속된 상으로 나타내는 방사선사진 촬영

으로, 초진 시의 검사방법으로 유용한 진단정보를 제공

하거나 추가로 촬영해야 할 적절한 방사선사진촬영법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비교적 술식이 간단하

여 유용한 집단검사법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5
 또한 파

노라마는 촬영시간이 단축되며 술식이 비교적 간단하며 

병소가 큰 경우 넓은 악골의 상을 얻을 수 있으며 구토

반사가 심한 환자나 개구 불능 등으로 구내 촬영을 할 

수 없는 환자에서도 시행될 수 있을g 뿐만 아니라 환자

의 교육에 있어서 시각적인 보조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

다.
6
 한 번의 촬영으로 치아뿐만 아니라 및 치아주위 

조직의 전반적인 평가, 지지구조, 상악, 하악 전체, 제 

3대구치의 광범위한 평가, 외상에 의한 악안면 골절, 

치아 발육과정, 측두 하악 관절에 이르는 넓은 부위를 

관찰할 수 있다.
6
 전악 구내 방사선 사진 촬영에 비해 

X선 노출량이 적으며 진단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적절

한 방사선 사진촬영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이 표준방사선사진과 임상검사를 대신할 수

는 없지만 많은 병적 상태가 발견될 수 있으며, 임상검

사에서 발견할 수 없는 중심성 병소와 미맹출 상태의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있다.
7
 최근 디지털 방식으로 

영상을 획득하고 원격진단이 가능하게 되면서 유용성은 

더욱 증가되고 있어 파노라마방사선 사진을 이용한 검

진의 도입은 우리나라 건강검진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

며, 초진 시 유용한 진단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

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구강검진을 위한 파노라마방사선사진에 

대한 연구는 안 등
7
의 ‘구강검진에서 파노라마방사선사

진 검사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와 신 등
5
의 구강검진의 

효과증진을 위한 파노라마방사선사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외에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노라마방사선사진을 통한 구

강검진의 효과성과 효율성 고찰을 통한 근로자 구강건

강 향상을 위한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방사선사진의 필

요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구강검진 시 치과파노라마사진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임상검사와 파노라마방사선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구내 논문을 비교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1) 임상검사

  임상검사는 구강검진 양식 그대로 혹은 비슷하게 실

시되었으며, 안 등
7
의 연구는 정상, 치아우식증, 치석침

착, 치주질환, 제3대구치 매복 등의 항목을 신 등
5
의 

연구에서는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제3대구치, 턱관절 

장애 등으로 나누어 치과의사가 검사하였다.

2) 파노라마방사선사진검사

  안 등
7
은 치아우식증을 교합면, 인접면, 평활면, 이

차, 치근 우식증으로 세분화하여 관찰하였고, 치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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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eriapical view

병소, 치조골 소실, 잔존치근, 제3대구치의 매복 등의 

항목으로 2명의 방사선학자가 판독하였으며 파노라마방

사선사진은 SOREDEX CRNEX 3+ Ceph. 기종이었으

며, 신 등
5
은 1명의 구강악안면방사선학을 전공한 판독

자가 파노라마방사선사진에서 보이는 소견들 모두 판독

하고,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매복치 등의 항목으로 분

류하였으며, 파노라마방사선사진 촬영은 Orthopan- 

tomo graph op 100을 이용하였다. 

Ⅲ. 결 과

1. 치근단방사선사진촬영법(구내방사선촬영)

  구내방사선사진촬영법으로는 필름을 치아 장축에 평

행하게 위치시키는 촬영법으로 특수한 필름 유지기구를 

필요로 하는 평행촬영법(Paralleling)과 치아장축과 필

름이 이루는 각의 가상 이등분선에 중심 방사선을 직각

으로 조사하는 등각촬영법(Bisecting Angle Tech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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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anorama view

que)이 있으며, 구내방사선의 이상적인 조건으로 상이 

명확하며, 상의 형태가 피사체가 동일하며 상의 크기가 

피사체와 동일해야 한다.
6

2. 파노라마방사선사진촬영법(구외방사선촬영)

  파노라마(Panoramagraphy)란 모든 방향에서 가려지

지 않고 펼쳐 보이는 영상을 의미하며, 파노라마촬영법

은 단층촬영법(Tomography)의 원리와 slit beam sca- 

nography의 원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결과이다.
8
 무치

악환자나 개구불능 등 구내 촬영을 할 수 없는 환자에서

도 시행할 수 있으며, 촬영시간이 단축되며 촬영술식이 

비교적 간단하나, 상의 확대와 왜곡이 있으며 해부학적 

세부 구조의 해상력이 좋지 못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
6

Ⅳ. 고 찰

  근로자의 구강검진제도는 근로자의 구강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현재의 구강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사후조치

를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근로 

만족감 증가 및 생산성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이

는 구강검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가치 있다고 

할 수 있다. 

  구강질환의 대부분은 한번 발병이 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우며, 치료에 상당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므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더욱 요구되며 구강건

강을 증진 유지시키는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근로

자 구강건강은 성인구강건강의 일부인 동시에 직장구강

건강으로서 개인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

큼 성인 치아 상실의 주된 질환인 치아 우식증과 치주

질환의 중점 관리부터 요구되며,
9
 근로자의 구강건강증

진을 위한 구강검진의 구체적 효율적인 방안으로 구강

검진 시 치과파노라마방사선사진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파노라마방사선촬영법의 발달은 치과 분야의 진단에 

있어 중요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7,10

 파노라마방사선사진 

촬영은 치아 및 치아주위 조직의 전반적인 평가, 지지

구조, 상악, 하악 전체, 제 3대구치의 광범위한 평가, 

외상에 의한 악안면 골절, 치아 발육과정, 측두하악관

절에 이르는 넓은 부위의 관찰 및 평가 등에 이용될 수 

있다.
6
 특히 파노라마방사선 사진은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환자를 검사해야 하는 집단검사 시에 더욱 유용하

게 사용되는데,
7,11~12

 방사선학적인 검사를 통하여 임상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는 병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고 

이는 치료 계획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7,13~14

 파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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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방사선검사가 구강검진 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

는가는 임상검사와 비교한 파노라마방사선검사의 탐지

능, 효율성, 수검자의 만족도 등이 중요할 것이며, 탐

지능 이라는 관점에서 파노라마방사선검사와 임상검사

가 동일하게 비교될 수 있는 항목은 치아우식증과 치주

질환으로 본다.
5

  안 등
7
의 연구에서 치근단 병소, 제3대구치 매복, 매

복 잔존치근 등 임상검사만으로 발견할 수 없는 다양한 

병적 소견이 파노라마방사선사진을 통해 관찰되었으며, 

임상검사에서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파노라마방사선사진

에서 새롭게 관찰된 병소들 중에서는 치아우식증이 가

장 많았다. 또한 치아우식증을 세분화하여 본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에서 인접면, 교합면, 이차, 평활면 그리고 

치근 우식의 순으로 많이 관찰되었으며 이 중 교합면 

우식증은 임상검사에서 대부분 발견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었으나, 치근면 우식증이 있었던 환자들 중 

66.7%는 임상검사에서 어떤 종류의 우식증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적어도 치근 우식증의 66.7% 이상이 임

상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신 등
5
의 연구를 살펴보면 치아 우식증 경우 임상검

사 31.3%, 파노라마방사산검사 29.5%의 병소를 발견하

여 비슷한 비율로 발견되었고, 치주질환 경우 파노라마

방사선검사 60.6%로 임상검사 40.9%에 비해 더 많은 

치주질환을 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치아우

식증 경우 이전의 연구에서
15 

치아 우식증을 치면별로 

나누어 각각 면에서 그 탐지능을 비교하였고, 교합면과 

협설면에서 임상검사의 우월성을 인접면에서는 파노라

마방사선검사의 우월성을 보여준 반면, 임상검사 시 치

아우식을 부위에 따라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노라

마방사선검사와 동일한 분류를 비교하여 치아 우식증 

탐지능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5
 치주질

환 경우 임상검사가 치석침착의 확인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파노라마방사선검사에서는 치석침착과 함께 치조

골 흡수 소견의 확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

다. 이상의 결과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상태가 임상

검사와 파노라마방사선검사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임상검사와 파노라마방사선검사를 같이 

시행할 경우 더욱 많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발견

할 수 있어 구강검진의 효용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신 등
5
의 연구에서 파노라마방

사선검사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소견으로 제3대구치

의 매복, 치근단 병소, 상악동 이상(점액저류낭 등), 하

악과두 이상, 치아 이상 등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 육

안으로 검진이 불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파노라마방

사선사진 검사가 갖는 상대적인 장점을 보여주며, 매복

치와 치근단 병소의 경우 앞으로 임상 증상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요인이 되므로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함에

도 임상검사로는 탐지해낼 수 없어 임상검사의 한계점

을 나타냈다.

  안 등
7
의

 
연구에서 파노라마방사선사진의 가장 흔한 

병적 소견은 치석침착(62.6%), 치조골 소실(44.7%), 치

아우식증(37.9%)이었으며, 신 등
5)
의 연구는 치주질환

(60.6%), 치아우식증(29.5%), 매복치(33.6%), 치아 이

상(24.5%) 등이었으며, Osborne 등
15
은 치조골 소실

(84.4%)과 치근단 병소(36.6%)가 관찰되었다. 치아우식

증과 치주질환은 임상검사와 파노라마방사선검사에서 

공통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파노라마방사선

검사가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구강질환의 추가적인 이상유무를 찾아낼 수 있다는 점

에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신 등
5
의 연구에서 파

노라마방사선검사의 치주질환 환자들 중 50%가 임상검

사에서 치주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두 검사의 진단

능 차이로 기인할 수 있지만 제한된 시간에 많은 환자

를 동시에 검사하는 현 구강검진과 시간적인 여유를 갖

고 이루어지는 파노라마방사선검사의 효율성 차이가 주

원인이라고 생각된다고 하였다.
5
 

  한편 파노라마방사선검사의 단점으로 방사선 피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어, 파노라마방사선사

진 촬영에 따른 유효선량이 다른 방사선사진촬영기법에 

비해 낮으며, 자연방사선 일수로는 약 3.3일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5,16

이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일반인에게는 아직 생소한 부분

으로 방사선 피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한 

홍보 및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방사선사진의 효율성을 

강조한 정책적인 방안이 추가적으로 요구되어 진다.

  치아우식증에서 교합면 우식증 경우 임상검사에서 많

이 발견되어 임상검사 시 교합면 우식증이나 초기우식

증이 더 잘 관찰되어지나 치근, 인접면의 치아우식증은 

임상검사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었으며, 파노라마방사

선사진을 통해 임상검사만으로 발견할 수 없었던 잔존

치근, 제3대구치의 매복, 상악동 이상, 치근단 병소, 기

타 치아 이상 등을 추가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한정

된 시간에 많은 환자를 동시에 검진해야 하는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방사선사진을 활용한다면 임상검사 시 놓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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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병소를 조기발견함으로서 구강건강증진 및 구

강질환 예방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임상검사를 통

해 발견할 수 없는 구강질환을 파노라마방사선검사 항

목을 통해 발견함으로 양대 구강병인 치아우식증과 치

주질환 외 다른 질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가져올 수 

있으며, 현 구강검진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효

율적인 방안으로 파노라마방사선사진의 필요성이 요구

된다. 본 연구는 파노라마방사선사진이 가지는 제한점에

도 불구하고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방사선사진을 이용한 

효율성을 입증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임상검사와 비교

하여 보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Ⅴ. 결 론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방사선사진의 필요성을 알아보

기 위해 임상검사와 치과파노라마방사선사진을 비교하

여 연구하였다. 임상검사 및 치과파노라마방사선사진 

검사에 대한 결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었다.

  1. 임상검사 결과와 비교하여 파노라마방사선검사를 

통해 신 등의 연구에서 치아우식증 23.1%, 치주질

환 31.9%, 안 등의 연구는 치아우식증이 24.2%로 

더 나타났다.

  2. 파노라마방사선검사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소

견으로는 안 등은 매복치(33.6%), 상악동 이상

(11.6%), 치근단 병소(5.4%) 등이었으며, 신 등은 

치근단 병소(17.4%), 제3대구치 매복(15.3%), 매

복 잔존치근(5.3%) 등이었다. 

  3. 안 등의 연구에서 치근면 우식증이 있었던 환자 

중 66.7%는 임상검사에서 어떤 종류의 우식증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평활면, 인접면, 이차우식증

도 임상검사에서 각각 59.5%, 54.0%, 44.0% 이

상의 오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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