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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국    문문문문    요요요요    약약약약        

    

하악하악하악하악    제제제제3333대구치의대구치의대구치의대구치의    성숙도를성숙도를성숙도를성숙도를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성장성장성장성장    평가평가평가평가    

    

성장기 부정교합 환자의 교정 치료에서 바람직한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성장

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같은 연령이라고 하더라도 발육에 있어

서 상당한 개인차를 보이기 때문에 성장 평가를 위해서는 연대 연령이 아닌 생리적인 

연령을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흔히 신장, 골 성숙도, 치아성숙도, 성적 성숙도 

등이 이용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춘기 동안 발육하는 하악 제3대구치에서 

Demirjian index를 이용하여 치아성숙도를 측정하고 성장 평가 지표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는 데 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교정과에 내원한 성장기 부정교합 환자 270명(성별은

모두 여자로 한정)을 대상으로 제3대구치의 치아 성숙도(Demirjian index), 경추

의 골 성숙도(CVMI), 수완부 골 성숙도(SMI), 초경 연령 등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Demirjian index와 SMI, CVMI 간의 상관관계에서 SMI와 Demirjian 

index(r= 0.64), CVMI와 Demirjian index(r= 0.59)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P < 0.001). 

2. 제3대구치 치관이 완성되고 치근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Demirjian index E단

계 이상이면 SMI 10단계, CVMI 5단계 이상에 속한다. 

3. 초경 연령과 Demirjian index간의 상관관계(r= 0.26)는 낮았다 (P < 0.001).  



 v 

4. Demirjian index를 통해 평가한 제3대구치의 치아성숙도는 I, II, III급 부정교

합 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 하악 제3대구치의 발육단계를 이용한 치아성숙도 평가는 경

추 및 수완부 골성숙도와 조합하여 사용한다면 사춘기 성장 평가에 있어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치근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Demirjian index E단계 이상이면 SMI 10단계, CVMI 5단계 이상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방사선사진에서 하악 제3대구치 치근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 

관찰된다면 사춘기 최대 성장이 지나고 성장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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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장성장성장    평가평가평가평가    

 

<지도교수 : 황황황황    충충충충    주주주주>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조조조조    선선선선    미미미미    

    

I. I. I. I. 서론서론서론서론    

성장하는 아동의 교정치료계획 수립에 있어서 안면 구조물의 성장 단계를 평가

하는 것은 정확한 진단과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 필수적이다 (Bishara 등 1981, 

Fishman 1987, Grave 등 1976). 인간의 성장은 생리적 성숙도를 따라 진행되는 

과정으로, 같은 연대 연령의 아동이라도 발육에 있어서 상당한 개인차를 보이기 

때문에 성장 평가를 위해서는 연대 연령이 아닌 생물학적 연령, 생리적인 연령을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흔히 신장, 골 성숙도, 치아성숙도, 성적 성숙도 등이 

이용된다 (Chertkow 등 1979, Demirjian 등 1985, Sierra 1987). 

신장과 두개안면 구조물의 성장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지만, 신장은 주

기적인 계측에 의해서만 정확한 성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자료

로 즉시 성장 상태를 평가해야 하는 교정 영역에서는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에 비해 골의 발육단계는 골의 초기 형태, 연속적인 골화와 연관된 형태 변화, 크

기 변화 등 일련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인에 따라 시

간차는 있지만 이 과정은 동일하기 때문에 성장 평가에 이용할 수 있다. 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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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수완부, 경추 등 다양한 부분이 성장평가에 이용되었으며 교정 영역에서

는 비교적 접근이 쉬운 수완부나 경추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Flory(1936)는 수완부 방사선사진에서 종자골(sesamoid bone)이 나타나고 1년 

뒤에 최대 성장기에 도달한다고 하였다. Hagg와 Taranger(1980, 1982)는 수완부 

방사선사진을 사춘기 성장 지표들과 연관지어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Fishman(1982)은 수완부의 6개 해부학적 지점에서 일어나는 4가지 골 성숙단계

를 이용하여 SMI 지수를 개발하였다.  

Lamparski(1972)는 경추의 골성숙도와 수완부 골성숙도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Hellsing(1991)은 사춘기 동안 경추의 길이와 신장 간에는 유의성

있는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Hassel과 Farman(1995)은 측모두부 방사선사진에 

나타난 제2,3,4 경추의 형태에 따라 경추의 골성숙도를 6단계로 분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치아 성숙도를 이용하여 성장을 평가하기도 한다. 치아 성숙도는 치아 맹출이나 

치아 형성 단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신뢰도가 있다. 치아 

발육단계는 평가가 용이하고 쉽게 방사선사진을 채득할 수 있어 수완부 방사선사

진보다 임상에서 더욱 실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치아 성숙도와 다른 

골격 성숙도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Lauterstein(1961), Liliequist와 Lundberg(1971), Ëngstrom(1983), Sierra(1987), 

등은 치아 성숙도와 골격 성숙도 사이에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한 반면, Lewis와 

Garn(1960), Green(1961), Steel(1965), Demirjian(1985) 등은 상관성이 낮다고 

하였다.  

특히 제3대구치는 다른 치아들에 비해 늦은 나이에 오랫동안 발육이 계속되기 

때문에 치아 형태, 형성 시기, 맹출 시기 등에 있어서 상당한 개인차를 보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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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 (Bolanos 등 2003). 그래서 제3대구치에 관한 연구는 제3대구치의 

존재 유무, 치아 형태, 크기 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Banks(1934)가 사춘기 

아동을 대상으로 제3대구치의 석회화 시기를 조사한 이래 제3대구치의 발육에 대

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Demisch와 Wartmann(1956)은 하악 제3대구치의 

발육 단계와 골격 성숙도 간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여 하악 제3대구치의 석회화 

정도와 골격 성숙도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에도 제3대

구치의 발육과 골격 성숙도 간의 상관성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Ëngstrom(1983)는 골격 성숙도와 제3대구치 발육 사이에 강

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반면, Garn 등(1960)은 제3대구치와 골격 성숙도의 상

관관계가 낮다고 하였다.  

하지만 제3대구치는 다른 치아들과 달리 사춘기 동안 발육이 진행되므로 만일 

제3대구치의 발육단계와 성장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진다면 제3대구치를 

사춘기 아동의 성장평가지표로서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

완부와 경추의 발육단계를 이용한 골격 성숙도와 제3대구치의 발육단계를 이용한 

치아성숙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초경과 관련된 제3대구치의 발육을 조사하여 

성장평가지표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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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II. II. 연구연구연구연구    대상과대상과대상과대상과    연구연구연구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연구연구연구연구    대상대상대상대상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교정과에 내원한 부정교합 환자 중 동일한 날짜에 촬

영된 측모두부 방사선사진과 수완부 방사선사진,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이 존재하는 

2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의 나이 범위는 9.9-19.5세였으며, 평균 13.7

세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배제하기 위해 대상을 여자로 한정하였으며, 선정 기

준은 다음과 같다. 

1. 영양 상태가 양호하고, 전신적인 질환이 없을 것                            

2. 정상적인 치아 발육 상태를 보이며 결손치나 과잉치가 없을 것                 

3. 구순 구개열 등 선천적 구강악안면 기형이 없을 것 

2. 2. 2. 2. 연구연구연구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가가가가. . . . 파노라마파노라마파노라마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의방사선사진의방사선사진의방사선사진의    촬영촬영촬영촬영    및및및및    치아치아치아치아    발육발육발육발육    단계의단계의단계의단계의    평가평가평가평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방사선과에 설치된 Cranex 3+ 촬영기를 이용하여 환

자의 등을 곧게 하고 턱받침을 이용하여 키 높이를 조정한 뒤 위치 조절용 빛을 

이용하여 안와 하연과 이주를 연결한 가상선상과 지평면의 평행을 유지시킨 후 

정지 상태에서 촬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악 제3대구치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상악보다 하악

에서 측정 오류가 적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악 제3대구치 치근은 경구개나 관골

궁 하연, 상악동 격벽 등의 해부학적 구조와 겹치면서 치근을 관찰하기가 힘든 경

우가 많다. 그리고 Gunst 등(2003)의 연구에서 제3대구치의 발육은 좌우측이 대

칭적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하악 좌측 제3대구치를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좌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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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구치 발육단계가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되거나 발육 이상을 보이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하악 좌측 제3대구치의 발육단계는 Demirjian 등이 고안한 

Demirjian index 8단계(Demirjian 1976) 에 기초하여 평가하였다 (Fig. 1).     

A A A A Cusp tips are calcified but have not yet fused.    
    

    

BBBB Calcified cusps are united so an outlined occlusal surface is well-defined. 
    

    

    

CCCC Enamel formation is complete at the occlusal surface. Dentinal deposition has 
commenced. The outlines of the pulp chamber are curved. 
                 

DDDD Crown formation is complete to the cementoenamel junction. The pulp 
chamber in the uniradicular teeth is curved, being concave toward the 
cervical region. In the molars the pulp chamber has a trapezoid form. The 
pulp horns are beginning to differentiate. Root formation is seen.  
 

EEEE The walls of the pulp chamber are straight and the pulp horns are more 
differentiated. The root length is less than the crown height. In molars the 
radicular bifurcation is visible. 
 

    

FFFF The walls of the pulp chamber now form an isosceles triangle. The apex 
ends in a funnel shape. The root length is equal to or greater than the crown 
height. In molars the bifurcation has developed sufficiently to give the roots 
a distinct outline with funnel shaped endings. 
 

    

GGGG The walls of the root canal are now parallel and its apical end is still 
partially open (distal root in molars). 
 

    

    

    

H H H H The apical end of the root canal is completely closed (distal root in molars). 
The periodontal membrane has a uniform width around the root and the apex.  

 
 
 

Fig. 1Fig. 1Fig. 1Fig. 1. Dental . Dental . Dental . Dental calcificationcalcificationcalcificationcalcification stages stages stages stages    using Demirjian index.using Demirjian index.using Demirjian index.using Demirjian index.     

나나나나. . . . 측모측모측모측모    두부두부두부두부    방사선사진의방사선사진의방사선사진의방사선사진의    촬영촬영촬영촬영    및및및및    경추의경추의경추의경추의    골골골골    성숙성숙성숙성숙    단계의단계의단계의단계의    평가평가평가평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방사선과에 설치된 Cranex 3+ Ceph 촬영기에 

75kVp, 10mA, 0.6sec의 노출 조건으로 측모 두부 방사선사진을 촬영하였다. 촬

영 시 Frankfort-Horizontal 평면과 지평면이 평행하도록 유지시킨 후 중심교합 

상태에서 촬영하도록 지시하였다.  

Hassel과 Farman(1995)의 분류방법을 이용하여 측모 두부 방사선사진상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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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제 2,3,4 경추의 성숙 양상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하여 경추 성숙지수

(Cervical vertebrae maturation indicators; CVMI)를 구하였다 (Table 1, Fig. 2). 

Table Table Table Table 1. Cervical verte1. Cervical verte1. Cervical verte1. Cervical vertebrae maturation indicatorsbrae maturation indicatorsbrae maturation indicatorsbrae maturation indicators ( ( ( (CVMICVMICVMICVMI))))    

1. Initiation1. Initiation1. Initiation1. Initiation    

• Very significant amount of adolescent growth expected 

• C2, C3 and C4 inferior vertebral body borders are flat 

• Superior vertebral borders are tapered posterior to anterior 

2. Acceleration2. Acceleration2. Acceleration2. Acceleration    

• Significant amount of adolescent growth expected 

• Concavities developing in lower borders of C2 and C3 

• Lower border of C4 vertebral body is flat 

• C3 and C4 are more rectangular in shape 

3. Transition3. Transition3. Transition3. Transition    

• Moderate amount of adolescent growth expected 

• Distinct concavities in lower borders of C2 and C3 

• C4 developing concavity in lower border of body 

• C3 and C4 are rectangular in shape 

4. Deceleration4. Deceleration4. Deceleration4. Deceleration    

• Small amount of adolescent growth expected  

• Distinct concavities in lower borders of C2, C3 and C4 

• C3 and C4 are nearly square in shape 

5. Maturation5. Maturation5. Maturation5. Maturation    

• Insignificant amount of adolescent growth expected 

• Accentuated concavities of inferior vertebral body borders of C2, C3 and C4 

• C3 and C4 are square in shape 

6. Completion6. Completion6. Completion6. Completion    

• Adolescent growth is completed 

• Deep concavities are present for inferior vertebral body borders of C2, C3 and C4 

• C3 and C4 heights are greater than wid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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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ervical vertebrae maturation indicatorsFig. 2. Cervical vertebrae maturation indicatorsFig. 2. Cervical vertebrae maturation indicatorsFig. 2. Cervical vertebrae maturation indicators(CVMI)(CVMI)(CVMI)(CVMI) using C3 as guide. using C3 as guide. using C3 as guide. using C3 as guide.    

다다다다. . . . 수완부수완부수완부수완부    방사선사진의방사선사진의방사선사진의방사선사진의    촬영촬영촬영촬영    및및및및    수완부수완부수완부수완부    골골골골    성숙성숙성숙성숙    단계의단계의단계의단계의    평가평가평가평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방사선과에 설치된 Cranex 3+ 촬영기를 이용하여 X선 

관구에서 피검자의 왼손까지의 거리가 100cm가 되도록 하여 왼손 부위의 부착물

을 모두 제거한 후, 카세트의 장축을 왼손의 장축과 평행되게 위치시키면서 손가

락을 자연스럽게 벌리게 하여 관구의 중심이 수직으로 수근 부위(carpal area)의 

중심을 향하도록 촬영하였다.  

Fishman(1982)이 개발한 골성숙도 평가(Skeletal maturation assessment; 

SMA) 방법에 따라 첫째, 셋째, 다섯째 수지 및 요골(radius)에서 6부위를 선택하

여 골성숙지수(Skeletal maturaty indicators; SMI)를 구하였다 (Fig. 3, Fig. 4, 

Table 2). 본 연구에서는 SMI 5단계 이하의 대상자 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SMI 

6단계 이상부터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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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Fig.Fig.Fig.    3333. Eleven skeletal maturity indicators. Eleven skeletal maturity indicators. Eleven skeletal maturity indicators. Eleven skeletal maturity indicators (SMI). (SMI). (SMI). (SMI).    

    

Fig.Fig.Fig.Fig. 4 4 4 4. Radiographic identification of . Radiographic identification of . Radiographic identification of . Radiographic identification of SMISMISMISMI....    

A.A.A.A. Epiphysis equal in width to diaphysisEpiphysis equal in width to diaphysisEpiphysis equal in width to diaphysisEpiphysis equal in width to diaphysis    

B.B.B.B. Appearance of adductor sesamoid of the thumbAppearance of adductor sesamoid of the thumbAppearance of adductor sesamoid of the thumbAppearance of adductor sesamoid of the thumb    

C.C.C.C. Capping of epiphysisCapping of epiphysisCapping of epiphysisCapping of epiphysis    

D.D.D.D. Fusion of epiphysisFusion of epiphysisFusion of epiphysisFusion of epiph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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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TableTableTable 2 2 2 2. . . . SSSSkeletal maturity indicators(SMI)keletal maturity indicators(SMI)keletal maturity indicators(SMI)keletal maturity indicators(SMI)    

Width of epiphysis as wide as diaphysisWidth of epiphysis as wide as diaphysisWidth of epiphysis as wide as diaphysisWidth of epiphysis as wide as diaphysis    

1. Third finger – proximal phalanx 

2. Third finger – middle phalanx 

3. Fifth finger – middle phalanx 

OssificationOssificationOssificationOssification    

4. Adductor sesamoid of thumb 

Capping of epiphysisCapping of epiphysisCapping of epiphysisCapping of epiphysis    

5. Third finger – distal phalanx 

6. Third finger – middle phalanx 

7. Fifth finger – middle phalanx 

Fusion of epiphysis and diaphysisFusion of epiphysis and diaphysisFusion of epiphysis and diaphysisFusion of epiphysis and diaphysis    

8. Third finger – distal phalanx 

9. Third finger – proximal phalanx 

10. Third finger – middle phalanx 

11. Radius 

라라라라. . . . 초경과초경과초경과초경과    제제제제3333대구치대구치대구치대구치    발육발육발육발육    사이의사이의사이의사이의    상관관계상관관계상관관계상관관계    

연구 대상자 270명 중 초경을 시작한 연령이 확인된 224명을 대상으로 하여 

방사선사진 촬영시점의 연령과 초경 연령 사이의 시간 간격에 따라 6개월 단위로 

분류하여(초경 시작 6개월 이내 방사선사진 촬영, 1년 이내, 1년 6개월 이내, 2년 

이내, 2년 6개월 이내, 3년 이내, 3년 이상) 제3대구치의 발육과의 상관성을 검정

하였다.  

마마마마. . . . 부정교합과부정교합과부정교합과부정교합과    제제제제3333대구치대구치대구치대구치    발육발육발육발육    사이의사이의사이의사이의    상관관계상관관계상관관계상관관계    

연세대학교 교정과 진단 protocol에 따라 모든 연구대상자들을 골격성 I, II, III

급 부정교합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제3대구치 발육단계(Demirjian index)를 측정하

고, 부정교합별로 제3대구치 발육에 차이가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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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통계학적통계학적통계학적통계학적    분석분석분석분석    

(1)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조사자 내 오차를 검정하였다. 

(2) Demirjian index 단계별 SMI, CVMI, 연대연령의 중앙값과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였다. 

(3) Pearson correlation analysis를 사용하여 SMI, CVMI, Demirjian index 사이

의 상관관계를 검정하였다. 

(4) 초경 연령과 제3대구치의 발육 사이의 상관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Spearman 

rank order correlat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5) I, II, III급 부정교합군 간에 제3대구치의 발육에 차이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

해 부정교합군별로 SMI 각 단계의 Demirjian index의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을 구한 뒤 Kruskal-Wallis Test를 시행하여 그 차이를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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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III. III. 연구연구연구연구    결과결과결과결과    

1. 1. 1. 1. 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    내내내내    오차오차오차오차    검정검정검정검정    

SMI, CVMI, Demirjian index를 2주 간격으로 동일 조사자가 두 번 측정하였을 

때 paired t-test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2. 2. 2. 제제제제3333대구치대구치대구치대구치의의의의    발육에발육에발육에발육에    따른따른따른따른    SMI, CVMI, SMI, CVMI, SMI, CVMI, SMI, CVMI, 연대연대연대연대    연령연령연령연령의의의의    변화변화변화변화    

치관이 완성되는 Demirjian D단계에서 중앙값은 SMI 10단계, CVMI 5단계를 

나타냈으며 연령은 13.5세였다. 치아 발육이 거의 완료된 Demirjian G, H단계는 

8명이었으며 모두 SMI는 11단계, CVMI 6단계로 나타났다 (Table 3). 

TTTTable 3. able 3. able 3. able 3. MeMeMeMedian, Minidian, Minidian, Minidian, Minimum and Maximummum and Maximummum and Maximummum and Maximum    values of the SMI, CVMI andvalues of the SMI, CVMI andvalues of the SMI, CVMI andvalues of the SMI, CVMI and    

chronological age in relation to chronological age in relation to chronological age in relation to chronological age in relation to Demirjian index Demirjian index Demirjian index Demirjian index     

SMISMISMISMI        CVMICVMICVMICVMI        AgeAgeAgeAge    Demirjian Demirjian Demirjian Demirjian 

indexindexindexindex    
nnnn    

MedMedMedMed    MiMiMiMinnnn    MaxMaxMaxMax        MedMedMedMed    MiMiMiMinnnn    MaxMaxMaxMax        MedMedMedMed    MiMiMiMinnnn    MaxMaxMaxMax    

A 2 7 6 8  3 2 4  11.5 10.7 12.3 

B 25 7 6 10  4 2 6  11.8 9.9 14.3 

C 48 8 6 11  4 2 6  12.3 10.1 15.7 

D 135 10 6 11  5 3 6  13.5 10.4 17.8 

E 46 11 10 11  6 5 6  15.5 13.3 17.8 

F 6 11 10 11  6 5 6  15.7 15.5 18.8 

G 7 11 11 11  6 6 6  17.0 14.8 18.2 

H 1 11 11 11  6 6 6  19.5 19.5 19.5 

n; Number of subjects                                                                      

Med; Median, Min; Minimum, Max; 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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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MI 3. SMI 3. SMI 3. SMI 각각각각    단계별단계별단계별단계별 Demirjian index Demirjian index Demirjian index Demirjian index의의의의    분포분포분포분포    양상양상양상양상    

SMI 6단계에서는 Demirjian B, C단계, SMI 7, 8, 9, 10단계에서는 C, D단계, SMI 

11단계에서는 D, E단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mirjian E, F

단계는 SMI 10단계에 처음 관찰되었으며, Demirjian G, H단계는 SMI 11단계에서

만 관찰되었다. SMI 10단계는 Demirjian B단계부터, SMI 11단계는 Demirjian C단

계부터 나타났다 (Table 4, Fig. 5).  

Table 4. Table 4. Table 4. Table 4. Distribution of Demirjian index by Distribution of Demirjian index by Distribution of Demirjian index by Distribution of Demirjian index by SMI SMI SMI SMI ((((n/%n/%n/%n/%))))    

     SMI     SMI     SMI     SMI        

D.D.D.D.    indexindexindexindex             

6 7 8 9 10 11 TotalTotalTotalTotal 

A 1(4.5) 0 1(5.0) 0 0 0 2 

B 9(40.9) 7(21.9) 2(10.0) 0 7(8.4) 0 25 

C 8(36.4) 13(40.6) 4(20.0) 8(32.0) 9(10.8) 6(6.8) 48 

D 4(18.2) 12(37.5) 13(65.0) 17(68.0) 59(71.2) 30(34.1) 135 

E 0 0 0 0 7(8.4) 39(44.3) 46 

F 0 0 0 0 1(1.2) 5(5.7) 6 

G 0 0 0 0 0 7(8.0) 7 

H 0 0 0 0 0 1(1.1) 1 

TotalTotalTotalTotal    22(100) 32(100) 20(100) 25(100) 83(100) 88(100) 270 

n; Number of subjects                                                                         

D. index; Demirjia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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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attered diagram to demonstrate the degree of association between Fig. 5. Scattered diagram to demonstrate the degree of association between Fig. 5. Scattered diagram to demonstrate the degree of association between Fig. 5. Scattered diagram to demonstrate the degree of association between 

SMI and Demirjian index. SMI and Demirjian index. SMI and Demirjian index. SMI and Demirjia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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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VMI 4. CVMI 4. CVMI 4. CVMI 각각각각    단계별단계별단계별단계별    Demirjian indexDemirjian indexDemirjian indexDemirjian index의의의의    분포분포분포분포    양상양상양상양상        

CVMI 2단계에서는 Demirjian B, C단계가, CVMI 3, 4, 5단계에서는 C, D단계, 

CVMI 6단계에서는 D, E단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mirjian 

D단계는 CVMI 3단계에서 처음 관찰되었으며 Demirjian E, F단계는 CVMI 5단계

에서 처음 나타났다. Demirjian G, H단계는 CVMI 6단계에서만 관찰되었다 (Table 

5, Fig. 6).  

Table 5.Table 5.Table 5.Table 5.    Distribution of Demirjian index by CVDistribution of Demirjian index by CVDistribution of Demirjian index by CVDistribution of Demirjian index by CVMI MI MI MI (n/%(n/%(n/%(n/%))))    

    CVCVCVCVMI MI MI MI     

DDDD. index. index. index. index          

2 3 4 5 6 TotalTotalTotalTotal    

A 1(11.1) 0 1(2.0) 0 0 2 

B 5(55.6) 2(10.0) 11(21.6) 6(7.0) 1(1.0) 25 

C 3(33.3) 11(55.0) 14(27.4) 14(16.3) 6(5.8) 48 

D 0 7(35.0) 25(49.0) 56(65.1) 47(45.2) 135 

E 0 0 0 9(10.5) 37(35.5) 46 

F 0 0 0 1(1.1) 5(4.8) 6 

G 0 0 0 0 7(6.7) 7 

H 0 0 0 0 1(1.0) 1 

TotalTotalTotalTotal    9(100) 20(100) 51(100) 86(100) 104(100) 270 

n; Number of subjects                                                                         

D. index; Demirjia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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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cattered diagram to demonstrateFig. 6. Scattered diagram to demonstrateFig. 6. Scattered diagram to demonstrateFig. 6. Scattered diagram to demonstrate the degree of association between  the degree of association between  the degree of association between  the degree of association between 

CVMI and Demirjian index. CVMI and Demirjian index. CVMI and Demirjian index. CVMI and Demirjia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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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Demirjian index. Demirjian index. Demirjian index. Demirjian index별별별별 SMI SMI SMI SMI의의의의    분포분포분포분포    양상양상양상양상    

Demirjian A-C단계까지는 샘플 수가 적고 분포가 다양하여 SMI 중 어느 단계

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지 단정하기가 어렵다. Demirjian D단계에서는 SMI 10단

계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43.7%), Demirjian E단계부터 SMI 10, 11단계에 집중

되는 양상을 보인다. Demirjian G, H단계는 모두 SMI 11단계였다 (Table 6). 

Table 6Table 6Table 6Table 6. Distribution of SMI by Demirjian index(n/%). Distribution of SMI by Demirjian index(n/%). Distribution of SMI by Demirjian index(n/%). Distribution of SMI by Demirjian index(n/%)    

Demirjian indexDemirjian indexDemirjian indexDemirjian index    
SMISMISMISMI    

A B C D E F G H 

TotalTotalTotalTotal    

6 1(50.0) 9(36.0) 8(16.7) 4(3.0) 0 0 0 0 22 

7 0 7(28.0) 13(27.0) 12(8.9) 0 0 0 0 32 

8 1(50.0) 2(8.0) 4(8.3) 13(9.6) 0 0 0 0 20 

9 0 0 8(16.7) 17(12.6) 0 0 0 0 25 

10 0 7(28.0) 9(18.8) 59(43.7) 7(15.2) 1(16.7) 0 0 83 

11 0 0 6(12.5) 30(22.2) 39(84.8) 5(83.3) 7(100) 1(100) 88 

TotalTotalTotalTotal    2(100) 25(100) 48(100) 135(100) 46(100) 6(100) 7(100) 1(100) 270 

n; Number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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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6. . . . Demirjian indexDemirjian indexDemirjian indexDemirjian index별별별별 CVMI CVMI CVMI CVMI의의의의    분포분포분포분포    양상양상양상양상    

Demirjian A단계부터 D단계까지는 비율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CVMI 2단계

부터 6단계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SMI 분포도와 유사하게 

Demirjian E단계부터 CVMI 5,6단계로 집중되는 양상을 나타냈으며 Demirjian G, 

H단계는 모두 CVMI 6단계였다 (Table 7). 

Table 7Table 7Table 7Table 7. Distribution . Distribution . Distribution . Distribution of CVMI by Demirjian index(nof CVMI by Demirjian index(nof CVMI by Demirjian index(nof CVMI by Demirjian index(n/%/%/%/%))))    

Demirjian indexDemirjian indexDemirjian indexDemirjian index    
CVMICVMICVMICVMI    

A B C D E F G H 

TotalTotalTotalTotal    

2 1(50.0) 5(20.0) 3(6.2) 0 0 0 0 0 9 

3 0 2(8.0) 11(22.9) 7(5.2) 0 0 0 0 20 

4 1(50.0) 11(44.0) 14(29.2) 25(18.5) 0 0 0 0 51 

5 0 6(24.0) 14(29.2) 56(41.5) 9(19.6) 1(16.7) 0 0 86 

6 0 1(4.0) 6(12.5) 47(34.8) 37(80.4) 5(83.3) 7(100) 1(100) 104 

TotalTotalTotalTotal    2(100) 25(100) 48(100) 135(100) 46(100) 6(100) 7(100) 1(100) 270 

n; Number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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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 . . . SMI, CVMISMI, CVMISMI, CVMISMI, CVMI, Demirjian index , Demirjian index , Demirjian index , Demirjian index 사이의사이의사이의사이의    상관관계상관관계상관관계상관관계    

SMI와 Demirjian index, CVMI와 Demirjian index 간의 상관관계를 검정한 결

과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SMI와 Demirjian index간

의 상관성이 좀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MI와 CVMI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 0.83)를 보였다 (Table 8).  

Table 8Table 8Table 8Table 8. . . . Intercorrelations of SMI, CVMIIntercorrelations of SMI, CVMIIntercorrelations of SMI, CVMIIntercorrelations of SMI, CVMI, Demirjian index, Demirjian index, Demirjian index, Demirjian index    

 SMISMISMISMI    CVMICVMICVMICVMI    D. indexD. indexD. indexD. index    SignificanceSignificanceSignificanceSignificance    

SMISMISMISMI    1.00 0.83 0.64 *** 

CVMICVMICVMICVMI    0.83 1.00 0.59 *** 

D. indexD. indexD. indexD. index    0.64 0.59 1.00 ***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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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8. . . . 초경초경초경초경    연령과연령과연령과연령과    제제제제3333대구치대구치대구치대구치의의의의    발육발육발육발육    사이의사이의사이의사이의    상관관계상관관계상관관계상관관계    

초경을 시작한 연령과 방사선사진 촬영 당시 연령 사이의 간격을 6개월 단위로 

구분하여 초경 연령과 Demirjian index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

로 유의하기는 하지만 낮은 상관관계(r= 0.26)를 보였다 (Table 9). 

TablTablTablTable 9e 9e 9e 9. . . . Correlation between Demirjian index and menarche ageCorrelation between Demirjian index and menarche ageCorrelation between Demirjian index and menarche ageCorrelation between Demirjian index and menarche age    

MenarcheMenarcheMenarcheMenarche    

DDDD. index. index. index. index 

<0.5yr <1yr <1.5yr <2yr <2.5yr <3yr >3yr rrrr    Sig.Sig.Sig.Sig.    

A 0 1 0 0 0 0 1 0.26 *** 

B 4 2 3 1 0 1 10   

C 11 5 4 3 2 1 11   

D 17 20 18 14 17 11 22   

E 1 0 3 1 4 6 20   

F 0 0 0 0 0 2 4   

G 0 0 0 0 0 0 4   

H 0 0 0 0 0 0 0   

D. index; Demirjian index                                                                      

r, Correlation coefficient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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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 . . . 부정교부정교부정교부정교합군합군합군합군    간간간간    Demirjian indexDemirjian indexDemirjian indexDemirjian index의의의의    차이차이차이차이    

전체 연구 대상자를 I, II, III급 부정교합으로 나누어 각각의 SMI에 대한 

Demirjian index의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을 비교했을 때 부정교합군 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Table 10Table 10Table 10Table 10. . . . Comparison of Demirjian index among Class I, II and III malocclusionsComparison of Demirjian index among Class I, II and III malocclusionsComparison of Demirjian index among Class I, II and III malocclusionsComparison of Demirjian index among Class I, II and III malocclusions    

Demirjian Demirjian Demirjian Demirjian indexindexindexindex    

Class IClass IClass IClass I    (n= 34)        Class IIClass IIClass IIClass II    (n= 79)        Class IIIClass IIIClass IIIClass III    (n= 157)    SMISMISMISMI    

MedMedMedMed    MinMinMinMin    MaxMaxMaxMax        MedMedMedMed    MinMinMinMin    MaxMaxMaxMax        MedMedMedMed    MinMinMinMin    MaxMaxMaxMax    

Sig.Sig.Sig.Sig.    

6 C C C  B B C  C A D NS 

7 C B D  D B D  C B D NS 

8 D C D  D B D  C A D NS 

9 - - -  D C D  D C D NS 

10 D C D  D B E  D B F NS 

11 E C G  E C G  E C H NS 

n; Number of subjects                                                                      

Med; Median, Min; Minimum, Max; Maximum                                                 

N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n; Number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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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IV. IV. 고찰고찰고찰고찰    

성장하고 있는 아동의 교정 치료에서 바람직한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

춘기 최대 성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수완부, 경추, 

경골 등을 이용한 골격 성숙도, 치아 성숙도, 성적 성숙도 등 많은 성장 평가 방

법들이 제시되었다 (Chertkow 등 1979, Demirjian 등 1985, Sierra 1987).  그 

중에서도 치아 성숙도를 통한 성장 평가는 일상적인 치과 진료 중에 쉽게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치아 성숙도와 골격 성숙도 사이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연구마다 결론이 다양하다 (Lauterstein 1961, Liliequist와 Lundberg 1971, 

Ëngstrom 1983, Sierra 1987, Lewis와 Garn 1960, Green 1961, Steel 1965, 

Demirjian 1985). 그리고 제3대구치는 발육과정에 변이가 많다는 가정 하에 연구

에서 배제된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춘기 동안 발육 중인 하악 제3대구

치를 이용하여 치아성숙도와 골격 성숙도 간의 상관관계를 평가하고, 제3대구치가 

가지는 임상적 의미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에서 하악 제3대구치의 발육단계를 측정하

였다. 치아 성숙도는 치아 맹출과 발육 단계, 두 가지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Posen(1965)은 치아 맹출이 유착, 유치의 조기 발거나 만기 잔존, 매복, 총생 

등의 국소적 요인과 전신 질환, 영양상태 등의 전신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

고, 치아가 점막을 뚫고 맹출하는 과정은 매우 빨리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시점을 

판정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아 발육단계를 이용하여 치

아 성숙도를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여러 방법들 중에서 Demirjian(1976)이 고안

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Demirjian index는 절대적인 치아 길이가 아니라 치근 비율과 치아 형태에 기

초하여 치아 발육단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제3대구치 치근은 다른 대구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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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이개(divergent)되고 종종 융합(fusion)된 경우가 많아서 치근의 길이로 발육단

계를 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길이의 평가는 주관적인 것으로, 

아직 생기지 않은 치근의 총 길이를 예측하여 1/2, 1/3, 2/3을 평가한다는 것은 논

리적으로 맞지 않다. Demirjian index는 치아의 분명한 형태 변화를 평가하는 것

으로, 치아의 길이가 평가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연구에서 

Demirjian index가 검사자간, 검사자내 오차가 가장 적고 실제 연령과 상관성이 

높다고 하였다 (Olze 등 2005, Arany 등 2004). 그리고 Hagg(1980)는 

Demirjian index가 어린 연령에서 보다 높은 정확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3대구치 평가에 Demirjian index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Bolanos 등(2003)은 Spanish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제3대구치의 치관은 14

세에 완성되며 18.5세에 치근 발육이 끝난다고 하였다. Demisch 등(1956)도 

American caucasian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9세에 제3대구치 발육이 시작되어 

14세에 제3대구치 치관이 완성된다고 하였고, Kullman 등(1992)은 하악 제3대구

치의 치근 발육은 15.1세에 시작되며 19.3세에 치근이 완성된다고 하였다. 본 연

구에서도 치관이 완성되는 시기는 13.5세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슷

한 범위를 보였다. 치아 발육이 거의 완료된 Demirjian G, H단계는 8명이었으며 

이 때 SMI는 11단계, CVMI 6단계로 나타나 골격 성숙도 모두 완료된 것으로 판

단된다.  

Fishman(1982)에 따르면 여자는 SMI 5단계에서, Hagg와 Taranger(1982)에 

따르면 SMI 6단계에서 최대 성장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VMI를 이용한 

경추의 골성숙도의 경우 Hassel과 Farman(1995)에 따르면 CVMI 3단계에서 최

대 성장을 보이며 이는 SMI 5-6단계에 해당한다. Fishman(1982)과 김과 이

(1989)에 의하면 SMI 8단계를 지난 경우 사춘기 최대 성장기가 지났다고 추정된

다. 대부분의 치아는 경추 및 수완부 골성숙 시기에 비해 어린 연령에 발육되며, 

이는 골의 성장보다는 치아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어 완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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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제3대구치는 더 늦게 사춘기 동안 천천히 발육하므로 이를 임상에 

응용할 수 있다면 성장 평가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SMI 6단계부터 11단계까지 각 단계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Demirjian index

에 따라 분류했을 때 SMI 6단계에서는 Demirjian C단계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

(81.8%)했으나 점차 Demirjian D단계의 비율이 증가하여 SMI 7, 8. 9. 10단계에서

는 Demirjian C, D단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각 

SMI 단계에서도 Demirjian index는 A-F단계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 

제3대구치의 발육이 어느 정도 개인차가 있음을 나타냈다. SMI 10단계에서는 

Demirjian index D단계 이상이 81.0%, SMI 11단계에서는 93.2%를 차지하였다. 

Garn 등(1962)은 제3대구치의 발육 단계를 9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 사이의 상관

성을 분석했을 때 가까운 단계들간의 상관성은 높으나 멀리 떨어진 단계들일수록 

상관성이 낮아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제3대구치가 발육을 계속하면서 더욱 변이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CVMI 2단계부터 6단계까지 각 단계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Demirjian index에 

따라 분류했을 때 CVMI 2단계에서는 Demirjian B, C단계(88.9%)가, CVMI 3단계

에서는 Demirjian C, D단계(90.0%)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CVMI 4, 5단계에서

는 Demirjian D단계(49.0%)가 가장 많았다. CVMI 6단계에서는 Demirjian index

가 B단계부터 H단계까지 다양하게 나타나서 SMI별 Demirjian 분포와 비슷하게 

단계가 증가할수록 제3대구치의 발육이 더욱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D단계 

이상이 93.2%를 차지하였다.  

Demirjian index별로 SMI 분포도를 조사하였다. Demirjian D단계 이하는 SMI 

분포가 다양하며 분산되어 있어 특정한 양상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Demirjian E, F

단계는 SMI 10, 11단계가 100%였으며 Demirjian G, H단계는 모두 SMI 11단계였

다. 같은 방식으로 Demirjian index별 CVMI 분포도를 조사했을 때 SMI에서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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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Demirjian D단계까지는 CVMI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Demirjian E, 

F단계는 CVMI 5, 6단계가 전부를 차지했고 Demirjian G, H단계는 모두 CVMI 6

단계로 성장이 완료된 시점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제3대구치 치관이 완성되고 치

근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Demirjian index E단계 이상이면 SMI 10단계, CVMI 5단

계 이상에 속한다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골격 성장에도 많은 개인차가 

있어서 표준화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성장 평가에 있어 하나의 보조적인 수

단으로서 치아 성숙도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Nanda, 1988).  

제3대구치의 발육(Demirjian index)과 수완부(SMI) 및 경추(CVMI)의 골 성숙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MI와 Demirjian index에서 r=0.64, CVMI와 Demirjian index에서 r= 

0.59). 또한 SMI와 CVMI 간에도 높은 상관관계(r=0.83)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 역시 Hassel과 Farman(1995)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 그리고 경추

의 골성숙도보다는 수완부 골성숙도가 제3대구치의 발육과 상관성이 약간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제3대구치의 발육과 골 성숙도 사이에 높

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였던 Demisch 등(r=0.73, 1956), Ëngstrom(r=0.71, 

198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Garn과 Lewis(1960), 

Tanner(1962), Demirjian 등(1985), Krailassiri 등(2002)는 하악 제3대구치와 골

격 성숙도 사이에 상관성이 낮거나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기

존 연구에서 제3대구치의 발육과 골격 성숙도 간의 상관성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Garn과 Lewis(1960)는 하악 제3대구치와 골격 성숙도 사이에 상관성이 낮거나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치아 발육단계를 매우 세분화

하여 경골(tibia)과 수완부 골단(epiphyses)의 융합 여부와의 상관성만 평가하였기 

때문에 그 의미가 떨어진다. Moorrees 등(1963)이 언급한 것처럼 치아 발육단계

를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평가하는 경우 정확하게 발육단계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다음 골격 성숙단계가 진행될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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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 여러 번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발육단계를 적게 분류하

는 것이 성장 평가에 바람직하다. 또한 골격 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해 어떤 골 부

위를 선택했는지, 치아 성숙도 평가에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도 통계학

적 상관성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연구 대상이 다른 것도 제3대구치와 골격 성숙도의 상관관계가 다르게 나타나

는 중요한 이유이다. Demisch 등(1956)은 백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제3

대구치와 골격 성숙도의 상관도가 0.8에 달한다고 했지만, 같은 방법으로 태국에

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고작 0.3에 불과했다 (Krailassiri 등 2002). Mincer 등

(1993)은 14세부터 25세까지 미국 백인과 흑인의 제3대구치 발육에 대해 조사하

였을 때 인종 간에 차이는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Gorgani 등(1990)은 6-14세의 

미국 백인과 흑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흑인이 제3대구치 발육이 1년 정도 빠

르다고 하였다. Olze 등(2005)은 일본인과 독일인, 남아프리카인을 비교했을 때 

남아프리카인, 독일인, 일본인 순으로 제3대구치 발육이 빨리 진행된다고 하였으

며 독일인이 일본인보다 2-3년 일찍 치근이 완성된다고 하였다.  

초경과 치아 성숙도와의 상관성에 대하여 Nanda(1960)는 영구치 맹출과 초경 

사이에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r=0.59). Garn 등(1962)은 제2대구치 맹출과 초

경은 비교적 높은 상관성(r=0.61)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나 제3대구치의 석회화 개

시와는 낮은 상관성(r=0.07)을 보고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하였다. 

Demirjian 등(1985)은 치아발육이 독립적인 기전에 따라 이루어지며, 치아발육단

계 지표가 다른 성장평가 지표보다 정밀하기 때문에 골격, 성적 성숙도와 치아 성

숙도의 상관관계가 낮다고 주장하며, 초경과 치아 성숙도의 상관계수를 -0.10으

로 보고하였다. Garn 등(1962)은 일반적으로 치아 발육과 골격, 성적 성숙도 사이

에 상관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3대구치는 다른 치아들에 비해 발육이 독자

적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골격, 성적 성숙도와의 상관성은 낮다고 하였다. 본 연

구 대상자 270명 중에서 초경이 확인된 224명을 대상으로 초경 연령과 제3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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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발육 간의 상관관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0.26). 상관계수가 기존 문

헌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나 제3대구치의 발육과 초경 연령 사이의 상관성에 의미

를 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부정교합군 간에 제3대구치 발육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huttleworth(1939)는 최대 성장에 빨리 도달하는 소녀에

서 치아 발육 역시 빠르게 나타났다고 하였고, Nanda(1988)는 골격성 개방교합 

환자에서 안면골 성숙이 빨리 이루어지며, 치아 발육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Janson(1998) 등은 장안모 환자가 단안모에 비해 사춘기 성장 가속이 일찍 시작

되며, 그만큼 치아 성숙도 빠르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들은 전체적인 골격 성장이 

빨리 이루어지면 치아 발육도 그만큼 빨리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악 제3대구치의 발육과 하악골 발육의 상관성에 초점을 두고 부정교합별로 제3

대구치의 발육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제2대구치 후방에 제3대구치

가 맹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다면 매복될 확률이 적고 정상적으로 맹

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III급 부정교합의 경우 하악골이 과도하게 발육되

는 것으로 인해 제3대구치가 일찍 맹출하여 좋은 배열을 이룬다 (Silling 1973). 

하지만 본 연구는 제3대구치의 맹출 시기, 매복률이 아니라 맹출 이전의 발육단계 

평가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 부정교합군 간에 제3대구치의 발육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III급 부정교합에서 제3대구치의 맹출 시기가 빠를 수

는 있지만 부정교합 양상이 제3대구치의 발육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제3대구치의 발육과 골격 성숙도 사이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

음이 밝혀졌으며, 이는 임상가들이 파노라마 방사선사진 상에서 보다 쉽게 사춘기 

성장을 평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3대구치는 기존의 연구에서 알려진 

것처럼 기본적으로 변이가 많은 치아이기 때문에 제3대구치의 발육단계를 이용해

서 성장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개인차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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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사춘기 성장에 있는 여자를 대상으로 횡단적 연구를 시

행하였고, 연구 대상자도 주로 Demirjian C, D, E단계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결과

를 평가하기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좀더 연구대상자 수를 늘리고 종단적 연구

를 시행한다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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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결론결론결론결론    

사춘기 동안 발육 중인 하악 제3대구치를 이용하여 치아 성숙도와 경추 및 수

완부 골 성숙도 간의 상관관계를 평가하고, 성장 평가에 있어서 제3대구치의 발육

이 갖는 임상적 의미를 평가하고자 계획된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

다.  

1. Demirjian index와 SMI, CVMI 간의 상관관계에서 SMI와 Demirjian 

index(r= 0.64), CVMI와 Demirjian index(r= 0.59)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P < 0.001). 

2. 제3대구치 치관이 완성되고 치근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Demirjian index E단

계 이상이면 SMI 10단계, CVMI 5단계 이상에 속한다. 

3. 초경 연령과 Demirjian index간의 상관관계(r= 0.26)는 낮았다 (P < 0.001). 

4. Demirjian index를 통해 평가한 제3대구치의 치아성숙도는 I, II, III급 부정교

합 간에 차이가 없었다.  

성장기 부정교합 환자의 교정치료에서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에 있어 잔여 성장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 제3대구치의 발육단계를 이용한 치아성

숙도 평가는 경추 및 수완부 골 성숙도와 조합하여 사용한다면 사춘기 성장 평가

에 있어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치근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Demirjian index E단계 이상이면 SMI 10단계, 

CVMI 5단계 이상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방사선사진에서 하악 제3대

구치 치근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 관찰된다면 사춘기 최대 성장이 지나고 성

장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3대구치는 기존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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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알려진 것처럼 기본적으로 변이가 많은 치아이기 때문에 제3대구치의 발

육단계를 이용해서 성장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개인차를 고려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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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ing the maturation of growth potential during preadolescence or 

adolescence is extremely important in clinical orthodontics since treatment in 

growing children result depends on the growth factor. However, considerable 

variations in the development among children of the same chronologic age 

have led to the concept of biologic or physiologic age. The developmental 

status of a child is best estimated relative to specific stages of physiologic 

maturity. In practice, various biological ages such as height, bone maturity, 

sex maturity and dental maturity have been proposed for this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dental maturity using Demirjian index for the 

mandibular third molar and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dental 

maturity and skeletal maturity among growing patients.  

The samples were derived from panoramic, lateral cephalometric and hand-

wrist radiographs of 270 female subjects registered as patients at the 

orthodontic department, dental hospital, Yonsei university. Dental matur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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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letal maturity were estimated at these radiograph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r=0.64) between SMI and Demirjian 

index, and a similar correlation(r=0.59) was observed between CVMI 

and Demirjian index (P < 0.001).  

 

2. If Demirjian index is above stage E, SMI is above stage 10 and CVMI 

is above stage 5. 

 

3. There was low correlation(r=0.26) between menarche and Demirjian 

index (P < 0.001). 

 

4.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Demirjian index among Class I, 

II and III malocclusions. 

 

Dental maturity evaluation using mandibular third molar will be an adjunctive 

tool in combination with cervical vertebrae and hand-wrist maturity evaluation. 

In this study it was proved that if Demirjian index is above stage E, SMI is 

above stage 10 and CVMI is above stage 5. So it is possible to judge that 

growth may be almost completed when the beginning of root formation of third 

molar is seen in the radiograph.   

 

 

 

Key words : third molar, dental maturity, hand-wrist, cervical vertebrae, 

skeletal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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