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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Foti 방법에 의한

한국인 소아·청소년 연령추정의 유용성

소아의 연령추정은 개인식별 및 성장의 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정확성과 재현성이 검증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치아를 이용한 여러 가지 소아의 연령추정 방법이 알려져 있으며, 최

근 치아의 맹출을 이용하여 연령을 추정하는 새로운 방법이 Foti 등에 의해 개발

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작위 추출한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아 329명의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대상으로 하여 Foti 등이 제시한 연령추정 방법을 적용하였고, 추정

연령과 실제 연령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여 한국인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

다.

1. Foti 등이 제시한 4가지 수학적 연령추정 공식으로 추정한 연령은 실제 연령

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추정식에서 특정 급간의 연령대나 성별

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추

정 연령과 실제 연령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2. 4가지 수학적 모델 모두 추정 연령과 실제 연령이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

었다(r2=0.778, 0.837, 0.789, 0.801; p<0.001).

3. 치배를 포함하여 모든 요소를 변수로 고려한 추정식 1의 경우, 가장 큰 평

균 추정오차를 보였으며(1.81년) 추정 연령과 실제 연령간의 상관관계 역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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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게 나타났다.

4. 치배를 제외하고 모든 요소를 변수로 고려한 추정식 2의 경우, 추정오차의

편차가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1.42년), 추정 연령과 실제 연령이 가장 강한 상관관

계를 나타내었다.

5. 상악 치아들을 변수로 고려한 추정식 3의 경우, 평균 추정오차가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0.28년), 남성의 경우 추정 연령과 실제 연령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6. 하악 치아들을 변수로 고려한 추정식 4의 경우, 평균 추정오차는 0.55년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Foti 등이 제시한 방법은 한국인에게 적용하

기에는 정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지만, 추정 연령과 실제 연령간의 높은 상관관

계를 고려하였을 때 다른 연령추정 방법과 병행하여 사용하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다 정확한 연령추정을 위해 한국인 집단에서 많은 수의 소아를 대상

으로 치아의 맹출과 연령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새로운 수학적 연령추정 공식을

고안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핵심이 되는 말 : 연령추정, 소아, 치아 맹출, 치아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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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ti 방법에 의한

한국인 소아·청소년 연령추정의 유용성

(지도교수 최 종 훈)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변 영 섭

Ⅰ. 서 론

연령추정은 법의학 분야에서 개인식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소아에게

있어서 연령추정은 실종된 아동이나 대량재해 희생자에 대한 개인식별의 기본적

인 요소로서 신원 확인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현행법규에서 출생신고의 오

류로 인한 잘못된 연령을 바로잡거나, 연령대에 따른 형사처벌의 가부 결정, 취학

이나 노동의 기준 연령을 판단하는 등 소아의 연령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소아의 연령을 추정하기 위한

정확하고 용이한 방법을 개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연령추정 방법에서는 정확성과 재현성이 중요한 요소이다. 정확성이란 어떤

방법으로 추정된 연령이 실제 연령과 얼마나 근접하는지를 의미하며, 재현성이란

동일인에 대한 연령추정을 다른 사람이 반복하여 시행했을 때에도 일정하게 나타

나는지를 의미한다. 이외에도 연령추정이 갖는 특성상, 연령추정의 방법은 몇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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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특수한 요건이 요구되기도 한다. 먼저 공신력 있는 학술지를 통해 발표된

내용이어야 하며, 연령추정 방법의 정확성을 추론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가 명확

해야 한다. 또한 추정 방법의 정확성이 충분해야 하며, 살아 있는 사람을 추정할

때 의학 윤리와 법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Ritz-Timme et al,

2000). 따라서 어떤 연령추정 방법이 의의를 갖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요건을 충

족하는지의 여부와, 정확성 및 재현성에 대해 반복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아의 연령추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 치아를 이용한 방법이 가

장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치아의 형성 과정은 다른 장기의 발생 및 성장의 경

우보다 개인차 및 다양성이 적기 때문에, 연령추정에 치아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

하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다(Noble, 1974; Schmeling et al,

2007). 또한 치아의 발생 및 발육, 성장, 맹출되는 과정이 일정한 시간적 과정에

따라 순서에 맞게 일어나므로, 이를 바탕으로 치과적 연령을 추정하여 적용하기가

성인에 비해 더욱 용이하다. 이 때 각 연령대에 따른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보다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다. 특히 6세부터 14세까지는 방사선학적 관찰과 영구

치의 맹출 및 치아 및 치근의 발육을 관찰함으로서 추정이 가능하며(Rousset et

al, 2003), 14세에서 21세까지의 연령추정은 제 3대구치의 방사선학적인 소견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Olze et al, 2006).

치과적 연령의 판정은 크게 방사선학적 사진을 통해 관찰되는 치아 발육 단계

를 평가하는 방법과, 치아의 맹출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방사선사진으로 치관 및 치근 발육 단계를 평가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여러 연구

를 통해 제시되어 왔다. Nolla(1960)가 치아의 방사선학적 형태를 바탕으로 한 연

령추정 방법을 제시한 이래, Moorress 등(1963)과 Anderson 등(1975)은 방사선사

진 상에 나타나는 치배의 발생 양상을 기존에 제시된 그림 및 표와 비교하여 연

령을 추정하는 방법을 발표하였다. 이후 Demirjian 등(1973)은 하악 치아 4개 또는

7개의 방사선학적 치관 및 치근 발육을 8단계로 판정하여 치아 성숙 점수를 산출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Willems 등(2001)은 Demirjian 등의 방법을 변형하여, 각

각의 치아 발육 단계에 대해서 연령에 직접 대응하는 표를 참조하여 연령을 추정

하는 보다 간편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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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 방법은 치아의 발육을 평가하는 데 따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여

러 한계점을 갖고 있다. 우선, 16세를 전후해서 제 3대구치를 제외한 모든 치아의

치근 발육이 최종 단계에 도달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Maber et al, 2006;

Nyström et al, 2007), 그 이상의 연령대는 구분하여 추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발

육 단계의 판정에 있어 검사자의 주관에 따라 검사자간 오차 및 검사자내 오차가

발생하기가 쉽다(Borrman et al, 1995; Reventlid et al, 1996). 그리고 특정 인종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집단에서는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가 많다. 실제로 Demirjian 방법의 경우 프랑스계 캐나다인 집단을 대상으로 하

였기 때문에, 다른 인종 집단에서는 추정 연령에 유의성 있는 오차를 보이는 경

향이 있었다(Davis and Hägg, 1994; Teivens et al, 1996; Koshy and Tandon,

1998; Nykänen et al, 1998; Eid et al, 2002). 또한 치관 및 치근의 발육을 평가해

야 하기 때문에, 방사선사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치아의 맹출을 연령추정에 이용하는 것이다. 치아의 맹출은 연

령에 따라 일정한 시기에 특정한 순서로 나타나기 때문에, 소아의 연령추정에 유

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맹출의 판단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추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Hägg와 Taranger(1985)가 맹출

된 치아의 개수로 치아 발달 및 연령을 추정하는 방법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이

어 Kumar 등(1990)이 특정 치아의 맹출 시기와 현재의 치아 상태 비교를 통한 소

아의 연령 추정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맹출된 치아의 종류 및 개수는 영양

상태 등의 환경적인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치아의 맹출을 이용하

여 보다 정확하고 오차가 적은 연령추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Townsend and Hammel, 1990; Triratana et al, 1990; Bernhard and Glöckler,

1995). 그러나 단순히 맹출된 치아의 개수를 통하여 연령을 추정하는 방법은 정확

도가 부족하기 때문에(Kaul and Pathak, 1988; Towlson and Peck, 1990), 여러 치

아의 맹출 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령을 추정하는 수학적 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Hägg와 Hägg(1986), Gillett(1997) 등이 이에 부합하는 추정 방법

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 방법의 정확성 여부는 아직까지 검증이 필요한 상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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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Foti 등(2003)은 810명의 프랑스인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맹출 치아의 개

수 및 종류를 통해 연령을 추정하는 수학적 모델을 발표하였다. 이 방법은 파노라

마 사진을 통해 종류별로 맹출된 치아의 개수 및 치배의 개수를 수학적 연령추정

공식에 대입하여 연령을 추정하는 것으로, 고려하는 치아의 종류에 따라 총 4개의

추정식을 제시하였다. Foti 등은 이어 프랑스인 집단에서 표본 추출한 290명에 대

하여 연령 추정 방법을 검증하였는데, 추정된 연령과 실제 연령을 비교하였을 때

유의할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장한 방법이 신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

린 바 있다. Foti 등은 이 방법이 6세에서 21세까지 적용이 가능하므로 형사적 판

단의 기준이 되는 연령을 적합하게 포함하며, 방사선 사진이 없거나 악골이 불완

전하게 발견된 경우에도 임상적 혹은 육안적으로 판정이 가능하므로 보다 적용

가능성이 넓은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연구 내에서 재현성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이 없었고, 프랑스인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다른 인종

집단에 대해서는 이 방법의 정확성을 검증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장점을 가진 Foti 등이 제시한 연령추정 방

법을 한국인 집단에 적용하여 시행한 후, 산출된 추정 연령을 실제 연령과 비교하

여 통계학적인 검정을 실시함으로써 본 방법의 정확성 및 재현성을 검증하고, 한

국인 집단에 대하여 본 방법의 적용 가능 여부를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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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2008년 12월 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1개월동안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

원에 내원한 6세 이상에서 18세 미만 연령의 소아 329명(남성 156명 및 여성 173

명)의 디지털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을 무작위로 추출한 후, 이를 연구 대상으로 하

였다. 연구 대상 포함 기준은 방사선사진의 질이 판정이 가능한 상태이면서, 특기

할 악골의 육안적 병소가 없으며 최소한 1개의 제 1대구치가 맹출된 경우를 대상

으로 하였다. 단, 과잉치나 매복치 혹은 선천성 결손치가 있는 경우, 치아 교정치

료 중인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인 방사선사진은 연구자가

아닌 사람이 번호를 붙였고, 연구자는 판정하는 동안 방사선사진 외 어떤 정보도

알 수 없게 하여, 판정 시 발생할 수 있는 편견의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2. 연구 방법

가. 치아 맹출을 이용한 연령추정 방법

치아를 이용한 연령추정은 Foti 등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수행되었다. 디지털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에 나타나는 각각의 치아 종류에 대한 맹출 여부를 판정하여

그 개수를 기록하였다. Foti 등은 대상 치아의 교두정이 인접치들의 근원심 백악법

랑경계를 연결하는 가상선의 상방에 위치하였을 때 맹출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Foti 등이 제시한 맹출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방법의 재현

성을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2인의 검사자가 상호 보정 과정을 거쳐 독립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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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정하여 검사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으며(Borrman et al, 1995), 2주 후 동일

한 조건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 검사자내 신뢰도를 산출하였다(Reventlid et al,

1996; Willems et al. 2002).

나. 추정 연령 및 실제 연령의 산출

(1) 추정 연령의 산출

Foti 등(2003)이 제시한 4개의 연령추정 공식에 맹출된 치아의 개수를 대입하여

추정 연령을 산출하였다.

1) 추정식 1 : 방사선 사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고려한 공식이다.

추정 연령 = 16.088 － 0.226 × (맹출된 상악 제 1대구치의 개수)

＋ 1.564 × (맹출된 상악 제 2대구치의 개수)

＋ 0.832 × (맹출된 상악 제 3대구치의 개수)

＋ 0.912 × (맹출된 하악 제 3대구치의 개수)

－ 1.699 × (제3대구치를 제외한 치배의 개수)

2) 추정식 2 : 모든 변수에서 치배의 개수를 제외하여 고려한 공식으로, 방사선

사진 없이 임상적 혹은 육안으로 검사가 가능할 때 적용될 수 있다.

추정 연령 = 13.652 － 0.514 × (맹출된 상악 유전치의 개수)

－ 0.236 × (맹출된 상악 유구치의 개수)

＋ 0.314 × (맹출된 상악 영구견치의 개수)

－ 1.748 × (맹출된 상악 제 1대구치의 개수)

＋ 1.012 × (맹출된 상악 제 2대구치의 개수)

＋ 0.944 × (맹출된 상악 제 3대구치의 개수)

＋ 0.252 × (맹출된 하악 소구치의 개수)

＋ 0.285 × (맹출된 하악 제 2대구치의 개수)

＋ 1.537 × (맹출된 하악 제 3대구치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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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정식 3 : 상악 치아들만 고려한 공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상악골

만 있을 때 적용될 수 있다.

추정 연령 = 13.704 － 0.567 × (맹출된 상악 유전치의 개수)

－ 0.367 × (맹출된 상악 유구치의 개수)

＋ 0.530 × (맹출된 상악 영구견치의 개수)

－ 1.449 × (맹출된 상악 제 1대구치의 개수)

＋ 1.359 × (맹출된 상악 제 2대구치의 개수)

＋ 2.041 × (맹출된 상악 제 3대구치의 개수)

4) 추정식 4 : 하악 치아들만 고려한 공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하악골

만 있을 때 적용될 수 있다.

추정 연령 = 9.726 － 0.571 × (맹출된 하악 유전치의 개수)

－ 0.378 × (맹출된 하악 영구견치의 개수)

＋ 0.579 × (맹출된 하악 소구치의 개수)

＋ 1.056 × (맹출된 하악 제 2대구치의 개수)

＋ 2.236 × (맹출된 하악 제 3대구치의 개수)

(2) 실제 연령의 산출

연구 대상의 실제 연령은 출생일에서부터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을 촬영한 일자

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이를 년수로 환산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하였다.

다. 통계적 분석

남성과 여성 두 집단 간 평균연령의 차이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독립적 t 검정

(independent t-test)을 시행하였다. 통계적 분석의 편의상 연령별로 남녀 각각 6개

군으로 나누었으며, 이 때 각 군의 연령 구간은 2년으로 정하였다. 산출된 추정

연령을 실제 연령과 비교 검정하기 위하여 쌍을 이룬 표본 t 검정(paired t-test)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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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또한, 추정 연령과 실제 연령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단순 선

형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고 회귀직선을 도출하였다. 그리

고 검사자간 신뢰도 및 검사자내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급내상관계수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를 산출하였다. 이상의 모든 통계적 분석은

SPSS version 12.0 (SPSS Inc., Chicago, IL, USA) software를 사용하여 시행하였으

며, 95% 신뢰 구간으로 분석하였다.



- 9 -

Ⅲ.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의 분포

연구 대상은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남녀 소아 329명이었으며 이 중 남자가

156명으로 47.4%, 여자가 173명으로 52.6%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11.82±3.52세

였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각각 남자가 11.84±3.63세, 여자가 11.80±3.42세로 나타났

다(표 1). 남성과 여성 두 집단 간 평균 연령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911).

Table 1. Distribution of age and gender in this study population

Age (years) Male Female Total

6 ~ 6.99 16 12 28

7 ~ 7.99 15 16 31

8 ~ 8.99 11 17 28

9 ~ 9.99 16 16 32

10 ~ 10.99 10 17 27

11 ~ 11.99 10 18 28

12 ~ 12.99 20 9 29

13 ~ 13.99 7 15 22

14 ~ 14.99 10 16 26

15 ~ 15.99 13 10 23

16 ~ 16.99 14 13 27

17 ~ 17.99 14 14 28

Total 156 173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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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자간 오차 및 검사자내 오차의 평가

검사자간 오차를 평가하기 위한 ICC 값은 0.997 (p<0.001)이었고, 검사자내 오

차를 평가하기 위한 ICC 값은 0.999 (p<0.001)로 나타나서, 본 검사 방법이 높은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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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정 연령과 실제 연령의 비교

가. 추정식 1에 의한 연령추정

추정 연령과 실제 연령의 평균 추정오차는 1.81±3.02년으로 나타났으며(표 2),

남녀 모두에서 추정 연령과 실제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01).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12세 미만일 경우 추정 연령이 실제

연령과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평균 추정오차는 1년 이하로 작게 나타

났으나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12세 이상일 경우 추정 연령과

실제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고, 평균 추정오차 또한 3년 이상으

로 크게 나타났다(표 3, 4).

Table 2. Differences between estimated dental age (EA) and chronologic age

(CA) in both gender derived from model 1

Age (years) n
Mean

EA

Mean

CA

Difference

(mean±S.D.)
p-value

6 ~ 7.99 59 7.14 ± 1.98 7.01 ± 0.60 0.13 ± 1.86 0.585

8 ~ 9.99 60 8.65 ± 2.32 9.03 ± 0.55 -0.38 ± 2.27 0.205

10 ~ 11.99 55 11.87 ± 4.06 10.95 ± 0.55 0.91 ± 3.79 0.079

12 ~ 13.99 51 17.42 ± 2.61 12.89 ± 0.54 4.53 ± 2.48 <0.001*

14 ~ 15.99 49 18.30 ± 2.42 15.03 ± 0.57 3.27 ± 2.40 <0.001*

16 ~ 17.99 55 20.11 ± 1.29 17.06 ± 0.57 3.05 ± 1.16 <0.001*

Total 329 13.63 ± 5.63 11.82 ± 3.51 1.81 ± 3.02 <0.001*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significance level of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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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between estimated dental age (EA) and chronologic age

(CA) in males derived from model 1

Age (years) n
Mean

EA

Mean

CA

Difference

(mean±S.D.)
p-value

6 ~ 7.99 31 7.31 ± 1.90 6.98 ± 0.56 0.32 ± 1.96 0.366

8 ~ 9.99 27 8.90 ± 1.67 9.03 ± 0.64 -0.13 ± 1.67 0.690

10 ~ 11.99 20 12.01 ± 4.11 10.92 ± 0.50 1.09 ± 3.83 0.217

12 ~ 13.99 27 17.01 ± 3.05 12.72 ± 0.55 4.29 ± 2.91 <0.001*

14 ~ 15.99 23 18.81 ± 1.94 15.10 ± 0.63 3.71 ± 1.94 <0.001*

16 ~ 17.99 28 20.12 ± 1.38 17.08 ± 0.58 3.04 ± 1.24 <0.001*

Total 156 13.86 ± 5.60 11.84 ± 3.63 2.02 ± 2.87 <0.001*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significance level of 95%

Table 4. Differences between estimated dental age (EA) and chronologic age

(CA) in females derived from model 1

Age (years) n
Mean

EA

Mean

CA

Difference

(mean±S.D.)
p-value

6 ~ 7.99 28 6.95 ± 2.08 7.03 ± 0.66 -0.08 ± 1.76 0.817

8 ~ 9.99 33 8.44 ± 2.76 9.02 ± 0.49 -0.58 ± 2.68 0.224

10 ~ 11.99 35 11.78 ± 4.08 10.97 ± 0.59 0.81 ± 3.82 0.217

12 ~ 13.99 24 17.88 ± 1.98 13.08 ± 0.47 4.80 ± 1.92 <0.001*

14 ~ 15.99 26 17.85 ± 2.73 14.97 ± 0.52 2.88 ± 2.72 <0.001*

16 ~ 17.99 27 20.10 ± 1.22 17.03 ± 0.58 3.06 ± 1.08 <0.001*

Total 173 13.42 ± 5.66 11.80 ± 3.42 1.62 ± 3.16 <0.001*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significance level of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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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정식 2에 의한 연령추정

추정 연령과 실제 연령의 평균 추정오차는 0.60±1.42년으로, 4가지의 공식 가운

데 추정오차의 편차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표 5). 남성과 여성 모두 6세에서 8세까

지의 구간에서 가장 큰 추정오차를 보였고(각각 1.58년, 1.75년, p<0.001), 14세 미

만의 연령 구간에서 추정 연령과 실제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

내었다. 10세에서 12세까지의 남성(p=0.200), 14세에서 16세까지의 남성(p=0.972),

16세에서 18세까지의 남성 및 여성(각각 p=0.160, 0.276) 구간에서는 추정 연령과

실제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6, 7).

Table 5. Differences between estimated dental age (EA) and chronologic age

(CA) in both gender derived from model 2

Age (years) n
Mean

EA

Mean

CA

Difference

(mean±S.D.)
p-value

6 ~ 7.99 59 8.67 ± 1.11 7.01 ± 0.60 1.66 ± 1.34 <0.001*

8 ~ 9.99 60 9.80 ± 1.03 9.03 ± 0.55 0.77 ± 0.85 <0.001*

10 ~ 11.99 55 11.65 ± 1.67 10.95 ± 0.55 0.70 ± 1.40 <0.001*

12 ~ 13.99 51 13.84 ± 1.03 12.89 ± 0.54 0.95 ± 0.97 <0.001*

14 ~ 15.99 49 14.74 ± 1.43 15.03 ± 0.57 -0.29 ± 1.27 0.112

16 ~ 17.99 55 16.69 ± 1.64 17.06 ± 0.57 -0.36 ± 1.48 0.073

Total 329 12.42 ± 3.14 11.82 ± 3.51 0.60 ± 1.42 <0.001*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significance level of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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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fferences between estimated dental age (EA) and chronologic age

(CA) in males derived from model 2

Age (years) n
Mean

EA

Mean

CA

Difference

(mean±S.D.)
p-value

6 ~ 7.99 31 8.57 ± 1.14 6.98 ± 0.56 1.58 ± 1.27 <0.001*

8 ~ 9.99 27 9.63 ± 0.98 9.03 ± 0.64 0.59 ± 0.73 <0.001*

10 ~ 11.99 20 11.30 ± 1.54 10.92 ± 0.50 0.38 ± 1.28 0.200

12 ~ 13.99 27 13.64 ± 1.26 12.72 ± 0.55 0.92 ± 1.18 <0.001*

14 ~ 15.99 23 15.11 ± 1.63 15.10 ± 0.63 0.01 ± 1.40 0.972

16 ~ 17.99 28 16.66 ± 1.69 17.08 ± 0.58 -0.41 ± 1.52 0.160

Total 156 12.40 ± 3.30 11.84 ± 3.63 0.55 ± 1.40 <0.001*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significance level of 95%

Table 7. Differences between estimated dental age (EA) and chronologic age

(CA) in females derived from model 2

Age (years) n
Mean

EA

Mean

CA

Difference

(mean±S.D.)
p-value

6 ~ 7.99 28 8.78 ± 1.09 7.03 ± 0.66 1.75 ± 1.43 <0.001*

8 ~ 9.99 33 9.94 ± 1.06 9.02 ± 0.49 0.92 ± 0.92 <0.001*

10 ~ 11.99 35 11.85 ± 1.73 10.97 ± 0.59 0.89 ± 1.46 0.001*

12 ~ 13.99 24 14.06 ± 0.65 13.08 ± 0.47 0.98 ± 0.70 <0.001*

14 ~ 15.99 26 14.41 ± 1.18 14.97 ± 0.52 -0.56 ± 1.10 0.015*

16 ~ 17.99 27 16.73 ± 1.62 17.03 ± 0.58 -0.31 ± 1.46 0.276

Total 173 12.44 ± 2.99 11.80 ± 3.42 0.64 ± 1.44 <0.001*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significance level of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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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정식 3에 의한 연령추정

추정 연령과 실제 연령의 평균 추정오차는 0.28±1.65년으로, 4가지의 공식 가운

데 추정오차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표 8).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추정 연령과 실제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내었다. 다만 남성의 경우 10세에서 12세

까지의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관계로(표 9, p=0.642) 전

체 연령대를 종합했을 때도 추정 연령과 실제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156).

Table 8. Differences between estimated dental age (EA) and chronologic age

(CA) in both gender derived from model 3

Age (years) n
Mean

EA

Mean

CA

Difference

(mean±S.D.)
p-value

6 ~ 7.99 59 8.63 ± 1.05 7.01 ± 0.60 1.63 ± 1.20 <0.001*

8 ~ 9.99 60 9.83 ± 0.93 9.03 ± 0.55 0.80 ± 0.77 <0.001*

10 ~ 11.99 55 11.50 ± 1.77 10.95 ± 0.55 0.55 ± 1.51 0.010*

12 ~ 13.99 51 13.90 ± 1.26 12.89 ± 0.54 1.01 ± 1.18 <0.001*

14 ~ 15.99 49 14.45 ± 1.03 15.03 ± 0.57 -0.58 ± 1.08 <0.001*

16 ~ 17.99 55 15.18 ± 1.33 17.06 ± 0.57 -1.88 ± 1.23 <0.001*

Total 329 12.11 ± 2.76 11.82 ± 3.51 0.28 ± 1.65 0.002*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significance level of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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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Differences between estimated dental age (EA) and chronologic age

(CA) in males derived from model 3

Age (years) n
Mean

EA

Mean

CA

Difference

(mean±S.D.)
p-value

6 ~ 7.99 31 8.51 ± 1.06 6.98 ± 0.56 1.52 ± 1.10 <0.001*

8 ~ 9.99 27 9.65 ± 0.90 9.03 ± 0.64 0.62 ± 0.68 <0.001*

10 ~ 11.99 20 11.07 ± 1.64 10.92 ± 0.50 0.15 ± 1.39 0.642

12 ~ 13.99 27 13.66 ± 1.50 12.72 ± 0.55 0.94 ± 1.41 0.002*

14 ~ 15.99 23 14.56 ± 1.09 15.10 ± 0.63 -0.55 ± 1.17 0.035*

16 ~ 17.99 28 15.26 ± 1.44 17.08 ± 0.58 -1.81 ± 1.24 <0.001*

Total 156 12.03 ± 2.91 11.84 ± 3.63 0.19 ± 1.62 0.156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significance level of 95%

Table 10. Differences between estimated dental age (EA) and chronologic age

(CA) in females derived from model 3

Age (years) n
Mean

EA

Mean

CA

Difference

(mean±S.D.)
p-value

6 ~ 7.99 28 8.77 ± 1.04 7.03 ± 0.66 1.74 ± 1.32 <0.001*

8 ~ 9.99 33 9.97 ± 0.95 9.02 ± 0.49 0.95 ± 0.82 <0.001*

10 ~ 11.99 35 11.74 ± 1.83 10.97 ± 0.59 0.78 ± 1.56 0.006*

12 ~ 13.99 24 14.17 ± 0.87 13.08 ± 0.47 1.09 ± 0.88 <0.001*

14 ~ 15.99 26 14.36 ± 0.98 14.97 ± 0.52 -0.62 ± 1.02 0.005*

16 ~ 17.99 27 15.09 ± 1.23 17.03 ± 0.58 -1.95 ± 1.23 <0.001*

Total 173 12.18 ± 2.63 11.80 ± 3.42 0.37 ± 1.68 0.004*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significance level of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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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정식 4에 의한 연령추정

추정 연령과 실제 연령의 평균 추정오차는 0.55±1.60년으로 나타났다(표 11).

모든 연령대에서 추정 연령과 실제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내었

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모두 p<0.001).

Table 11. Differences between estimated dental age (EA) and chronologic age

(CA) in both gender derived from model 4

Age (years) n
Mean

EA

Mean

CA

Difference

(mean±S.D.)
p-value

6 ~ 7.99 59 8.99 ± 0.97 7.01 ± 0.60 1.99 ± 0.77 <0.001*

8 ~ 9.99 60 10.21 ± 1.09 9.03 ± 0.55 1.18 ± 0.99 <0.001*

10 ~ 11.99 55 12.03 ± 1.44 10.95 ± 0.55 1.08 ± 1.23 <0.001*

12 ~ 13.99 51 13.25 ± 0.59 12.89 ± 0.54 0.36 ± 0.67 <0.001*

14 ~ 15.99 49 14.07 ± 1.65 15.03 ± 0.57 -0.96 ± 1.44 <0.001*

16 ~ 17.99 55 16.37 ± 1.98 17.06 ± 0.57 -0.69 ± 1.85 0.008*

Total 329 12.37 ± 2.83 11.82 ± 3.51 0.55 ± 1.60 <0.001*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significance level of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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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Differences between estimated dental age (EA) and chronologic age

(CA) in males derived from model 4

Age (years) n
Mean

EA

Mean

CA

Difference

(mean±S.D.)
p-value

6 ~ 7.99 31 8.91 ± 0.99 6.98 ± 0.56 1.93 ± 0.74 <0.001*

8 ~ 9.99 27 10.26 ± 1.27 9.03 ± 0.64 1.23 ± 1.19 <0.001*

10 ~ 11.99 20 11.98 ± 1.26 10.92 ± 0.50 1.06 ± 1.04 <0.001*

12 ~ 13.99 27 13.16 ± 0.78 12.72 ± 0.55 0.44 ± 0.78 0.007*

14 ~ 15.99 23 14.52 ± 1.93 15.10 ± 0.63 -0.58 ± 1.65 0.104

16 ~ 17.99 28 16.27 ± 2.00 17.08 ± 0.58 -0.80 ± 1.91 0.034*

Total 156 12.42 ± 2.95 11.84 ± 3.63 0.58 ± 1.62 <0.001*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significance level of 95%

Table 13. Differences between estimated dental age (EA) and chronologic age

(CA) in females derived from model 4

Age (years) n
Mean

EA

Mean

CA

Difference

(mean±S.D.)
p-value

6 ~ 7.99 28 9.08 ± 0.96 7.03 ± 0.66 2.04 ± 0.82 <0.001*

8 ~ 9.99 33 10.16 ± 0.93 9.02 ± 0.49 1.15 ± 0.81 <0.001*

10 ~ 11.99 35 12.06 ± 1.55 10.97 ± 0.59 1.09 ± 1.35 <0.001*

12 ~ 13.99 24 13.35 ± 0.24 13.08 ± 0.47 0.27 ± 0.50 0.014*

14 ~ 15.99 26 13.68 ± 1.26 14.97 ± 0.52 -1.30 ± 1.15 <0.001*

16 ~ 17.99 27 16.48 ± 1.99 17.03 ± 0.58 -0.56 ± 1.82 0.121

Total 173 12.33 ± 2.72 11.80 ± 3.42 0.52 ± 1.59 <0.001*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significance level of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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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정 연령과 실제 연령의 상관관계 분석

단순 선형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4가지 수학적 공식으

로 추정된 연령은 모두 실제 연령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표 14, 그

림 1). 특히 이 가운데 추정식 2의 경우 가장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r2=0.837) 실제 연령과 근접하여 추정 연령이 나타나는 분포를 보였다. 추정 연령

과 실제 연령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추정식 1의 경우, 상관관계도 4가지 공식

중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4. Regression equations of each model

Model Regression equation r2 p-value

1 CA = 0.551 × EA ＋ 4.318 0.778* <0.001*

2 CA = 1.026 × EA － 0.916 0.837* <0.001*

3 CA = 1.130 × EA － 1.849 0.789* <0.001*

4 CA = 1.113 × EA － 1.952 0.801* <0.001*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significance level of 95%

** EA : Estimated age, CA : Chronologic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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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atter plots of the chronologic age relative to the estimated age derived

from ea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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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총괄 및 고찰

연령추정의 법의치과학적인 측면에서, 소아의 연령추정 또한 그 추정방법은

정확성과 재현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현재 소아의 연령추정에 가장 많이 사용되

는 Demirjian 등(1973)의 방법은, 치아 및 치근의 발육을 판정하여 연령을 추정하

는 방법으로써 현재까지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 왔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한점을 갖고 있으며, 최근 실제 연령보다 높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Hedge and Sood, 2002; Espina-Fereira et al, 2007; Cameriere et al,

2008). 따라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소아의 연령추정 방법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에 따라 소아의 치아

맹출을 이용하여 연령을 추정하는 방법은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어 왔으나(Kumar

and Sridhar, 1990; Hägg and Taranger, 1985; Kraul and Pathak, 1988; Hägg

and Hägg, 1986), 대부분 추정오차가 크게 나타나서 연령추정에 사용하는 것이 옳

지 않다는 주장이 이루어져 왔다(Towlson and Peck, 1990).

최근 발표된 Foti 등(2003)의 방법은 소아의 연령대에서 방사선 사진이 없거나

악골이 불완전하게 발견된 경우에도 임상적 혹은 육안적으로 판정이 가능하고, 치

아의 맹출이 기준이 되므로 보다 정확하고 재현성 높은 판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oti 등이 제시한 치아 맹출에 기초한 연령추정 방법을

한국인에서 검증하기 위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인 소아의 연령추정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Foti 등의 기존 연구와는 달리 모든 수학적 연령추정 공식에서 추

정 연령과 실제 연령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Foti 등은 모든 변

수를 고려한 추정식 1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했지만, 실제 결과는

추정식 1이 가장 큰 평균 추정오차를 보였으며(1.81년), 신뢰구간 역시 가장 크게

나타났다(±3.02년). 이는 비슷한 연령대에서 추정 연령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가지의 추정식 가운데 가장 실제 연령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 것은 모든 상악 치아들을 변수로 고려한 추정식 3으로, 가장 작은 평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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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차를 보였는데(0.28년), 이 역시 Foti 등이 가장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였다. 또한 추정식 3에서는 여러 공식 가운데 유일하

게, 남성에서 추정 연령과 실제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156). 그러나 이 방법 역시 남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을 때는 추정 연령과

실제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oti 등의 방법으로 연령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

다. 첫째로, Foti 등은 그들의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는 연령대가 6세에서 21세까

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지만, 14세 이상에서는 추정된 연령이 실제 연령에 대하여

차별성을 갖지 못하였다. 맹출 여부를 판정하였을 때, 14세 이상의 경우 대부분이

제 3대구치를 제외한 모든 치아가 맹출된 상태였다(93/104, 89.42%). 실제로 치아

맹출에 대한 Hägg 등(1985)의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14세를 전후하여 28개

의 영구치아가 맹출이 완료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남성 12.98±1.06세, 여성

12.50±1.31세). 결과적으로 14세 이상에서는 치아의 맹출 양상이 개개인마다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따라서 각각의 공식마다 특정한 하나의 연령으로 추정되는

빈도가 높아 전체적으로 연령추정의 정확도가 낮아지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치아의 맹출을 이용한 연령추정에 제 3대구치를 고려한 점이다. 제 3대

구치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맹출 경로의 근심 혹은 원심 전위로 인해 치아가

맹출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Thorson 등(1991)은 제 3대구치의 맹출을

연령추정에 사용하는 것은 정확도가 낮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현재 연령추정에

제 3대구치를 사용하는 방법은 대부분이 방사선사진 상 나타나는 치관 및 치근의

발육을 평가하는 방법이며, 추정 대상 역시 14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Olze et al, 2006). Ventä 등(1991)은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에서 제 3대구치

의 맹출 여부는 적어도 20세가 되어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제 3대구치의 맹출 여부를 소아의 연령을 추정하는 데 변수로 포함하는 것은 무

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방법에서는 모든 추정식에 제 3대

구치가 변수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연령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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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이 수학적 연령추정 공식은 프랑스인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도출되었

으므로, 한국인과의 인종적 차이로 인해 치배 형성 및 치아 맹출 시기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인종과 지역에 따라 치아의 형성 및 발육에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Mappes et al, 1992), 치아 맹출의 순서 및 시기 또한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Friedrich et al, 2009).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Foti 등이 제시한 방법은 한국인에게 적용하

기에는 정확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추정 연령과 실제 연령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4가지 수학적 연령추정 공식으로 추정된 연령이 모두 실제

연령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산포도 상에서 보았을 때 추정식

1을 제외하고는 모두 14세 미만에서 실제 연령과 추정 연령이 근접하여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높은 상관성을 고려하였을 때, 연령추정에 본 방법을 적

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식을 한국인 집단에 적합하게 변

형한다면, 기존의 연령추정 방법을 대체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다른 연령추정 방법

과 병행하여 사용하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한국인 집단에서

많은 수의 소아를 대상으로 치아의 맹출과 연령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이들간의

관계를 잘 표현하는 새로운 수학적 연령추정 공식을 고안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때에는 기존에 Foti가 실시한 방법과 같이 모든 유치 및 영구치를 변

수로 고려하여 추정식을 도출하되, 제 3대구치의 맹출 여부는 변수에서 제외하고,

연구 대상 및 추정 가능한 연령대 또한 14세 미만으로 한정한다면 더욱 정확히

연령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4 -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무작위 추출한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아 329명의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대상으로 하여 Foti 등이 제시한 연령추정 방법을 적용하였고, 추정

연령과 실제 연령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여 한국인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

다.

1. Foti 등이 제시한 4가지 수학적 연령추정 공식으로 추정한 연령은 실제 연령

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추정식에서 특정 급간의 연령대나 성별

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추

정 연령과 실제 연령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2. 4가지 수학적 모델 모두 추정 연령과 실제 연령이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

었다(r2=0.778, 0.837, 0.789, 0.801; p<0.001).

3. 치배를 포함하여 모든 요소를 변수로 고려한 추정식 1의 경우, 가장 큰 평

균 추정오차를 보였으며(1.81년) 추정 연령과 실제 연령간의 상관관계 역시 가장

약하게 나타났다.

4. 치배를 제외하고 모든 요소를 변수로 고려한 추정식 2의 경우, 추정오차의

편차가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1.42년), 추정 연령과 실제 연령이 가장 강한 상관관

계를 나타내었다.

5. 상악 치아들을 변수로 고려한 추정식 3의 경우, 평균 추정오차가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0.28년), 남성의 경우 추정 연령과 실제 연령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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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악 치아들을 변수로 고려한 추정식 4의 경우, 평균 추정오차는 0.55년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Foti 등이 제시한 방법은 한국인에게 적용하

기에는 정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지만, 추정 연령과 실제 연령간의 높은 상관관

계를 고려하였을 때 다른 연령추정 방법과 병행하여 사용하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다 정확한 연령추정을 위해 한국인 집단에서 많은 수의 소아를 대상

으로 치아의 맹출과 연령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새로운 수학적 연령추정 공식을

고안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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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validity of age estimation

in Korean children

using Foti's method

Byun, Young Sub

Department of Dent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Age estim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for the human identification in

forensic science, especially in children. Therefore the age estimation should be

performed by the method which accuracy and reproducibility were proven.

Nowadays, there are several methods of age estimation using dental aspects in

children, and recently Foti et al. developed new method based on eruption of

teeth.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Foti's method for

dental age estimation in Korean children. For this purpose, number of erupted

teeth and tooth germs were counted on a randomly selected sample of

panoramic radiographs taken from 329 children between 6 and 18 years of age,

and the estimated dental age was calculated with Foti's mathematical formulas.

Then the estimated dental age was compared with the chronologic age to

evaluate the accuracy and the reproducibility.

1. The estimated dental age calculated with all four regressive formu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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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d significantly from the chronologic age (p<0.001). Although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pecific age group and specific gender, overall

evaluation result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stimated dental age

and the chronologic age.

2. A significantly strong positiv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the

estimated dental age and the chronologic age (r2=0.778, 0.837, 0.789, 0.801;

p<0.001).

3. The formula 1 which derived from all the variables including the tooth

germs resulted the largest mean difference (1.81 years) and the weakest

correlation between the estimated dental age and the chronologic age.

4. The formula 2 which derived from all the variables except those of the

germs resulted the least variation of mean difference (1.42 years) and the

strongest correlation between the estimated dental age and the chronologic age.

5. The formula 3 which derived from maxillary variables resulted the least

mean difference (0.28 years),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ales.

6. The formula 4 which derived from mandibular variables resulted 0.55

years of mean difference.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method of Foti may not be applicable to

Korean children. However, as strong positive relationship was observed

between the estimated age and the chronologic age, Foti's method may be

sufficient to use in company with preexistent methods. For more precise age

estimation, further studies are needed about relationship between tooth

eruption and the age, with extensive and large numbers of samples in Korean

children, in order to develop the new mathematical model.

-----------------------------------------------------------------------------------------------------------------

Key words : Age estimation, children, tooth eruption, tooth emerg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