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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성장기 여아에서 첫째 및 셋째 수지 지절 변화와 초경시기

성장기 환자의 발육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 중 수완부 골성숙도와 초경시

기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수완부 골성숙도에서는 첫째와 셋째 수지의 변

화가 비교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수지 및 셋째 수지의 지절 변화와 초경 및 부정교합

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성장기 여아 중 I급 부정교합자 29명, II급 부정교합

자 27명, III급 부정교합자 27명을 대상으로 약 6개월 간격으로 모지척측 종자골 

출현 전부터 수지 지절의 융합이 거의 이루어지는 시기까지 누년적으로 촬 한 

수완부골 방사선 사진과 초경시기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부정교합에 따른 골성숙도의 차이는 없었다.

2. 부정교합에 따른 초경연령의 차이는 없었으며 12.30±0.98세 다.

3. 모지척측 종자골 출현은 10.35±1.01세, 첫째 수지의 원심부 지절에서 capping단

계는 11.26±1.04세, 융합시기는 13.12±1.06세이고 셋째 수지의 중간 지절의 capping

은 11.57±1.02세, 융합은 13.72±1.04세에 일어났다.

4. 초경은 첫째 수지 원심부 지절의 융합이 진행되는 시기(p<0.001, r=0.82)와, 셋

째 수지 중간 지절의 융합이 시작되는 시기(p<0.001, r=0.78)와 비슷한 시기에 일

어났다.

이상의 결과로 첫째 또는 셋째 수지 지절 변화만으로 성장기 여아에서의 발육

상태를 평가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성장과 발육, 수완부, 골성숙도, 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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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 여아에서 첫째 및 셋째 수지 지절 변화와 

초경시기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  김 경 호  부교수) 

정   길   용 

I.  서 론 

교정 치료를 받는 환자 중 성장기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신체의 

성장 발육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많은 경우에서 악골 

관계가 II급 또는 III급 부정교합 관계임을 생각할 때, 진단 및 치료계획을 수립함

에 있어서 성장에 대한 평가는 악기능 장치를 이용하거나 발치와 비발치의 선택,  

악교정 수술의 결정 및 예후를 평가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Moore 등, 1990). 

신체의 성장 발육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연대 연령(chronologic age)과 발육 

연령(developmental age)이 있는데, 동일한 연대 연령이라도 개인에 따라 다양한 

신체 성숙도를 나타내므로 연대 연령보다는 발육 연령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

다(Fishman, 1979, 1982, 1987, Johnston 등, 1965). 발육 연령을 평가하는 지표로

는 누년적 신장 변화, 이차 성징, 방사선사진을 이용한 치아 성숙도, 골 성숙도 등

이 있다(Björk과 Helm, 1967).

신장의 최대 성장기와 두개안면부의 최대 성장기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안면부의 최대 성장은 신장의 최대 성장기보다 약간 늦거나 비슷한 시

기에 일어난다고 하 다(Bambha와 Natta, 1959, Bambha, 1961, Hunter, 1966). 그

러나 이러한 신장의 누년적 계측치를 사용하는 방법은 오랜 기간 정기적으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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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성장 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최대 성장기가 지난 후에야 판단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박과 서, 1985, Hägg와 Taranger, 1982).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의 

성장 단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조적으로 치아나 골성숙도, 또는 이차 성징 등

을 표준과 비교하여 발육 상태가 평균인지, 빠른지, 느린지 평가해야 한다.

환자의 골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수완부골 방사선사진을 흔히 이용하며 손

목을 구성하는 골들의 골화 시기 및 정도, 그리고 골단과 골간의 상태 등으로 비

교적 용이하게 발육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Garn과 Rohmann, 1960, Kondo, 1991, 

Leite 등, 1987). 수완부골 방사선사진으로 골성숙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Greulich와 Pyle(1959)에 의한 남녀 표준도해와, Tanner 등(1975)의 각 골의 골성

숙도를 점수화하여 골성숙 지수를 산출하는 TW2방법 및 Grave와 Brown(1976)의 

방법, 그리고 Fishman(1979, 1982, 1987)의 SMI(Skeletal Maturation Indicatiors)방

법 등이 있다.

수완부골 중에서 첫째 수지의 모지척측 종자골(ulnar sesamoid bone)의 출현은 

신장의 최대성장기와 관련이 깊으며, 요골(radius)의 융합은 성장의 완료를 의미한

다(Björk와 Helm, 1967). 수완부골 방사선 사진의 각 부위 중 첫째 수지 지절이 

다른 손가락 지절에 비해 가장 빨리 골화점이 나타나며, 그 발현 순서는 남녀의 

유사성이 높고 다른 손가락 지절의 골화점 발현보다 변이가 적다(Garn과 

Rohmann, 1960). 첫째 수지의 원심부 지절의 골단과 골간의 융합 시기는 초경시

기와 높은 상관성이 있으며, 신장의 사춘기 최대성장은 첫째 수지 원심부 지절의 

융합보다 2년 정도 먼저 일어나며 융합 완료 후에는 신장의 연간 성장량이 뚜렷

이 저하한다고 하 다(Goto 1987, Goto 등, 1989, Iwata, 1994, Kondo, 1991). 따라

서 수완부골 방사선사진에서의 많은 부위 중 첫째 수지 원심부 지절의 융합이 완

성되었다면 앞으로의 성장이 많지 않음을 기대할 수 있다.

여아인 경우 성장을 평가할 때 초경의 발현 유무를 참고할 수 있다. 초경은 육

체적 성숙의 중요한 지표로 임상에서 문진을 통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장

점이 있으며, 초경에 도달한 것은 성장율이 감소하고 최대성장기가 지났음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김과 손, 1992, Björk와 Helm, 1967, Rees, 1993, Wheeler,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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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와 같이, 발육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 중 수완부골 방사선사진을 

이용한 골성숙도와 초경시기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만약 수완부골 방사선사

진에서 첫째 수지 및 셋째 수지의 지절 변화와 초경시기와의 연관성을 예측할 수 

있다면 수완부골 사진의 많은 부위를 판독하는 대신 보다 간단하게 첫째 수지나 

셋째 수지의 국소적 부위만으로 신체 발육정도를 어느 정도는 평가할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수지 및 셋째 수지의 지절 변화와 초경 및 부정

교합 분류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발육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여 다소

의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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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연세대학교 동세브란스병원 치과 교정과에서 6개월 간격으로 수완부골 방사

선사진을 누년적으로 촬 한 여자 환자 중에서 모지척측 종자골의 골화가 시작되

기 전부터 셋째 수지의 중간 지절이 거의 융합된 83명을 대상으로 하 으며, 초진

시 ANB를 기준으로 1.5° 이상 4.5° 이하를 I급 부정교합군,  5.0° 이상을 II급 부

정교합군, 1.0° 이하를 III급 부정교합군으로 분류하 다 (Table 1).

Table 1.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ANB, age at first visit of the 

sample

2. 연구방법

가. 방사선 사진의 촬

Group
Sample

number 

ANB(°)

Mean±S.D.

Age at first 

visit(years)

Mean±S.D.

 Class I 29    2.68±1.01 8.75±1.49

 Class II 27    5.92±1.04 8.93±0.71

 Class III 27   -1.55±1.21 8.30±1.39

Total 83 8.6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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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동세브란스병원 치과에 설치된 두부계측방사선사진촬 기

(Orthopos, Simens)에 이중 증감지가 들어있는 8"x10" Kodak X-ray 카세트와 필

름을 사용하여 73-33 KVp, 6.10 mA, 0.8-1.3 sec의 노출 조건으로 수완부골 방사

선 사진을 촬 하 다.

나. 수완부 골성숙도 평가

모지척측 종자골의 출현 시기는 누년적 방사선 사진 상에서 처음 나타나는 시

기로 하 으며 첫째 수지의 원심부 지절(distal phalanx)과 셋째 수지의 중간 지절

(middle phalanx)의 변화는 Hägg와 Taranger(1982)의 방법을 약간 변형시켜 여섯 

단계로 세분하여 좀더 자세히 보고자 하 다(Rajagopal과 Kansal, 2002). 첫째 수

지 원심부 및 셋째 수지 중간 지절의 융합 시기는 골단과 골간이 융합되기 직전

과 직후의 사진을 비교해 확실히 융합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진을 선택하 다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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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ix modified stages of phalanx development.

F: 골단과 골간의 폭경이 일치하며 골단의 양끝이 좁고 둥 다. 첫째 수지의 경우 

촬 각도로 인해 판독이 어려워 제외하 다.

FG: 골단과 골간의 폭경이 일치하며 골단의 양끝이 직각을 이룬다.

G: 골단이 골간을 둘러싸는 capping현상이 일어나며 골간은 활모양을 보인다.

H: 골단과 골간의 융합이 시작되고, 골단은 좁아지면서 활모양이 없어지지만 울

퉁불퉁한 모습은 존재한다. 골단과 골간 사이에 radiolucent gap이 좁아진다.

HI: 골단의 상연은 오목한 모습을 보이며 골간에서는 울퉁불퉁한 모습이 없어진

다. 골단과 골간 사이의 radiolucent line은 변연부에만 남는다.

I: 골단과 골간의 융합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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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경 시기 조사

환자나 보호자에게 문진을 통해 초경연령을 조사하 다.

라. 통계 처리

계측된 자료를 SAS 6.04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을 통계 처리하 다.

1. 각 부정교합군내에서 모지척측 종자골 출현과 첫째 수지와 셋째 수지의 지절

의 단계별 변화에 따른 연령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 으며, 부정교합군 간 통

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해 ANOVA test를 시행하 고, 다중 검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시행하 다.

2. 각 군별 초경연령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 으며,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

해 ANOVA test를 시행하 고 다중 검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시

행하 다.

3. 초경과 수완부 골성숙도, 그리고 수완부 골성숙도 간의 상호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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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골성숙도의 평가 및 부정교합군간 유의성 비교

각 부정교합군에서 각각의 골성숙 단계가 나타나는 연령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 다(Table 2). 부정교합군 간 골성숙 단계의 유의성 검정에서 유의수준(α)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 세 부정교합군의 모든 골성숙 단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전체 부정교합군에서 모지척측 종자골 출현은 10.35±1.01세, 첫째 수지의 원심

부 지절에서 capping단계는 11.26±1.04세, 융합시기는 13.12±1.06세이고 셋째 수지 

중간 지절의 capping은 11.57±1.02세, 융합은 13.72±1.04세에 일어났다.

2. 초경 시기

각 군별 초경 연령은 I급 부정교합군이 12.17±1.17세, II급 부정교합군이 

12.51±0.86세, III급 부정교합군이 12.23±0.87세 다(Table 2).

세 군간 초경연령의 유의성 검정에서 유의수준(α)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는 12.30±0.98세 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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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chronologic age in each 

skeletal maturity (unit: years)

Class I Class II Class III

Number Mean S.D. Number Mean S.D. Number Mean S.D.

Sesamoid 29 10.20 1.16 27 10.57 0.89 27 10.29 0.94

Menarche 29 12.17 1.17 27 12.51 0.86 27 12.23 0.87

Distal 

phalanx 

of the 

thumb

FG 25 10.33 1.23 25 10.66 0.74 26 10.18 0.96

G 29 11.08 1.35 26 11.48 0.90 27 11.26 0.73

H 28 11.86 1.33 26 12.16 0.92 26 12.02 0.82

HI 28 12.30 1.33 26 12.59 0.92 26 12.37 0.80

I 28 13.07 1.27 26 13.25 1.00 25 13.02 0.86

Middle 

phalanx of 

the third 

finger

F 14  9.56 1.10 15  9.91 0.69 11  8.95 1.13

FG 28 10.64 1.28 27 10.90 0.70 26 10.47 0.78

G 28 11.52 1.34 27 11.71 0.72 26 11.48 0.89

H 27 12.22 1.28 27 12.42 0.78 25 12.13 1.01

HI 28 12.75 1.25 25 12.96 0.77 26 12.77 1.00

I 24 13.59 1.23 23 13.75 0.91 22 13.84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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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OVA test among each skeletal group

Total

F 

value

Duncan

Grouping
Number Mean S.D. Min. Max.

Sesamoid 1.03 AAA 83 10.35 1.01 7.42 12.33

Menarche 0.91 AAA 83 12.30 0.98 10.00 14.41

Distal 

phalanx 

of the 

thumb

FG 1.52 AAA 76 10.39 1.00 7.17 12.50

G 1.01 AAA 82 11.26 1.04 8.33 13.50

H 0.55 AAA 80 12.01 1.05 9.42 14.08

HI 0.56 AAA 80 12.42 1.05 9.42 14.58

I 0.33 AAA 79 13.12 1.06 10.58 16.08

Middle 

phalanx of 

the third 

finger

F 3.04 AAA 40 9.52 1.02 6.92 11.33

FG 1.34 AAA 81 10.67 0.97 8.58 12.92

G 0.38 AAA 81 11.57 1.02 9.08 13.92

H 0.56 AAA 79 12.26 1.04 9.58 14.50

HI 0.32 AAA 79 12.82 1.02 9.91 15.00

I 0.35 AAA 69 13.72 1.04 11.41 16.08



- 11 -

3. 골성숙도의 상관관계 분석

 가. 지절 변화와 모지척측 종자골 출현 및 초경시기와의 상

관관계 분석

모지척측 종자골의 출현과 초경연령은 첫째 및 셋째 수지 지절의 골성숙 단계

와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수준(α)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으며 상

관계수도 크게 나타났다(Table 4).

모지척측 종자골 출현은 셋째 수지 중간 지절의 FG 및 G단계와 상관관계가 

높았으며(r=0.81), 초경시기는 첫째 수지 원심부 지절의 H(r=0.83) 및 HI단계

(r=0.82)와 셋째 수지 중간 지절의 G(r=0.82) 및 HI단계(r=0.81)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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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ignificance test among ulnar 

sesamoid ossification, timing of menarche and the changes of the 

phalanx

***: p<0.001

나. 첫째 수지와 셋째 수지 지절 변화 간 상관관계 분석

첫째 수지와 셋째 수지 지절 변화 간 상관성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골화 초

기 단계인 F나 FG보다는 G단계 이상에서 상관계수가 더 크게 나타났다(Table 5).

Sesamoid Menarche

Sesamoid 0.67 ***

Distal 

phalanx 

of the 

thumb

  FG 0.72 *** 0.65 ***

  G 0.76 *** 0.77 ***

  H 0.75 *** 0.83 ***

  HI 0.75 *** 0.82 ***

  I 0.71 *** 0.75 ***

Middle 

phalanx 

of the 

third 

finger

  F 0.75 *** 0.57 ***

  FG 0.81 *** 0.77 ***

  G 0.81 *** 0.82 ***

  H 0.77 *** 0.78 ***

  HI 0.77 *** 0.81 ***

  I 0.66 *** 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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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change of first and third 

phalanx

***: p<0.001

Middle phalanx of the third finger

F FG G H HI I

Distal 

phalanx 

of the 

thumb

 FG 0.75 *** 0.77 *** 0.79 *** 0.76 *** 0.75 *** 0.66 ***

 G 0.63 *** 0.81 *** 0.88 *** 0.85 *** 0.87 *** 0.79 ***

 H 0.67 *** 0.84 *** 0.89 *** 0.87 *** 0.92 *** 0.85 ***

 HI 0.71 *** 0.85 *** 0.88 *** 0.89 *** 0.92 *** 0.87 ***

 I 0.67 *** 0.78 *** 0.82 *** 0.84 *** 0.85 *** 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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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총괄 및 고찰

성장기 부정교합 환자에서 사춘기의 성장 가속은 안모 개선에 유리하거나 불

리할 수 있으며, 치료 방법이나 예후 판단 등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성장은 치료 후 보정기간에도 중요하며 치열 골격 관계를 유지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Nanda 등, 1992). 특히 안면의 전후방적 관계에서 하악 성장은 중요한 역

할을 하며 교합 관계에 많은 향을 미치게 된다(Mitani와 Sato, 1992). 따라서 성

장기 아동의 골격 발육 상태를 올바로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며, 많은 연구에서 발

육 상태를 평가하는 데는 연대연령보다는 발육연령이 적절하다고 지적되었다

(Fishman 1979, 1982, 1987, Johnston 등, 1965).

신장과 안면부의 최대 성장의 상관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Bergersen(1972), Hunter(1966), Krogman(1958) 등은 신장과 안면부의 최대 성장기

가 일치한다고 한 반면, Bambha(1961), Björk와 Helm(1967), Fishman(1979), 

Tofani(1987) 등은 안면의 최대성장기가 신장보다 늦다고 하 다. 임상에서 발육 정

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개인의 성장 발육에 대한 누년적 신장 계측 변화는 얻기 어려

우므로 어느 한 시점에서의 발육 평가 자료를 이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수완부

골 방사선사진, 최근의 급격한 신장변화의 여부와 이차성징 출현, 음성변화 등을 흔

히 이용한다. 

골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발, 엉덩이, 팔꿈치, 수완부, 경추골 등 다양한 

부위에서 방사선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중 임상에서 쉽게 채득할 수 있으

며 비교적 용이하게 판독이 가능한 수완부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

수완부는 성숙의 종료까지 화골이 계속되고 각 골의 화골현상의 개시기와 정

도 및 양상이 달라 판독이 용이하고 촬 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수완부골 방사선

사진에서 많이 평가되는 것은 모지척측 종자골의 출현과 셋째 수지의 지절 변화

이며 첫째 수지의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Rees, 1993, Wheeler, 

1991, 김과 손,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에서 좀더 간편하게 성장 발육을 

평가하기 위해 초경시기와 수완부의 첫째 수지 및 셋째 수지의 변화를 중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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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자 하 다. 

부정교합 분류에 따른 골성숙도 차이를 보면, 세 군에서 골성숙 변화가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서 부정교합 분류에 따른 골성숙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부정교합군에 따른 골성숙도에 대해 Bambha와 Natta(1959)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 으나, Johnston 등(1965)은 순수한 골격성 II급 1류 부정교합자가 골성숙 

지연을 나타낸다고 보고하 다. 김(1999)은 부정교합에 따른 골성숙도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보고한 반면, 김과 정(1990)은 정상교합군의 골성숙도에 비해 I급 부정

교합군과 III급 부정교합군의 골성숙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정상교합군에 

비해 II급 부정교합군은 골성숙 지연을 보인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II급 부

정교합자의 골성숙도가 I급이나 III급 부정교합군보다 약간씩 늦는 경향은 있었으

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표본의 선택이나 통

계적 방법 등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 수지의 중간 지절의 폭경 일치 시기에 대해서 Grave와 Brown(1976)은 

9.7세, Hägg와 Taranger(1982)는 9.51세, Fishman(1979)은 10.58세로 보고하 으며 

국내에서는 박과 서(1985)가 8.67세, 김(1999)이 8.84세로 보고하 는데 본 연구에

서는 이보다 늦게 9.52세로 나타났다. 이는 표본의 선택 시 초진 때부터 지절이 

융합되는 변화를 보이는 시기까지의 오랜 기간 동안의 누년적 방사선 사진을 가

진 표본을 선택하다보니 표본의 수가 감소하게 된 것과 연관이 있으며 특히 김

(1999)의 표본에서 더 어린 나이에 이 단계를 보 던 표본이 제외됨으로써 본 연

구에서는 이 단계가 더 늦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Björk와 Helm(1967)는 모지척측 종자골이 소녀에서는 최대성장기의 평균 12개

월 전, 소년은 평균 9개월 전에 나타나며 모지척측 종자골의 골화개시는 신체의 

최대성장이 임박함을 의미한다고 하 다. 그러나 모지척측 종자골 출현과 하악의 

최대성장 간의 상관성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을 가져 임상적으로 예측하기에

는 충분하지 않으며, 소년의 25.3%와 소녀의 19.5%에서 하악의 최대성장속도가 

완료된 후에도 모지척측 종자골이 출현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모지척측 종자골만

으로 최대성장을 예측하는 것은 오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Pileski 등, 1973). 본 

연구에서 모지척측 종자골은 평균 10.35세에 출현하 으며, 국내외 다른 보고들과 



- 16 -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치를 나타내었다.

Hägg와 Taranger(1982)에 의하면 셋째 수지의 중간 지절 골단이 골간을 둘러

싸는 시기는 보통 신장의 최대 성장기와 관련이 높다고 하며 남자보다는 여자가 

선행하고 이 시기에 최대성장이 일어나며 그 기간은 여자가 더 짧다고 한다. 박과 

서(1985)는 사춘기 최대성장이 남자는 S-MP3cap시기로 평균 12.5세이고, 여자는 

MP3cap-MP5cap시기로 평균 10.9세라고 보고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평균 11.57

세로 약간 더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수지의 원심부 지절의 capping은 

11.26±1.04세로 셋째 수지에 비해 약 4개월 정도 빨리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ägg와 Taranger(1982)는 셋째 수지의 중간 지절 변화를 다섯 단계로 세분하

으며 이를 변형시켜 여섯 단계로 나눈 보고도 있는데(Rajagopal과 Kansal, 

2002), 본 연구에서도 융합이 시작되기 전과 진행되는 단계를 H와 HI로 세분하여 

여섯 단계로 나누어 지절의 변화를 자세히 조사하고자 하 다. H단계에서부터는 

성장 속도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으며 I단계는 완전한 융합이 일어나는 시기로서, 

H와 HI단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힘들지만 완전한 융합 이전에 지절 변화를 

보기 위해 구분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H와 HI가 첫째 수지에서는 0.4년, 셋째 수

지에서는 0.6년의 차이를 보 다.

첫째 수지의 원심부 지절의 융합에 대한 연구에서 Goto 등(1989)은 첫째 수지

의 원심부 지절의 융합은 여자가 남자보다 2년 먼저 일어나고 평균 융합 완료연

령은 12세 9개월이라고 하 으며, 사춘기 최대성장은 융합 완료 약 2년 전에 일어

났으며 융합 완료 이후에는 신장의 연간 성장량은 뚜렷이 저하하 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첫째 수지의 원심부 지절의 평균 융합 연령은 13.12세로 가장 빠른 

융합연령은 10.58세 고 가장 늦은 연령은 16.08세 다.

셋째 수지의 중간 지절의 융합은 평균 13.72세에 나타났으며, I급 부정교합군이 

13.59세, II급 부정교합군이 13.75세, III급 부정교합군이 13.84세 다. 이는 국내외 

다른 연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김(1999)의 12.49세와는 다소 차이를 보

는데 이는 그 논문의 표본이 12세에서 13세까지만 포함되어 더 많은 나이까지 포

함되지 않아 다소간 빠른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 사료된다. 수지 지절의 융합 연령

은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부정교합군 간의 유의성은 없었으며 첫째 수지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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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셋째 수지의 융합 연령이 대략 6개월 정도 늦게 나타났다.

초경시기에 대해 Zacharias 등(1970)은 12.65±1.18세, Tofani(1972)는 12.5±0.85

세, Hägg(1982)는 13.08±1.11세, Demirjian(1985)은 12.91±0.82세로 보고하 으며, 

장과 이(1989)는 종적 연구에서 12.75±0.95세, 횡적 연구에서는 12.45±1.08세, 장과 

정(1995)은 12.04±0.82세, 김 등(1998)은 12.50±1.01세로 보고하 다. 초경이 나타난 

경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서 최대성장기가 지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김과 손, 1992, Björk와 Helm, 1967). 그러나 초경 문진시 시기가 지나치게 빠르

거나 늦은 여아의 경우 고의로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으므로, 초경 자체가 신뢰성

은 높지만 최대성장기가 지났는지에 대한 절대적 지표는 될 수 없다(Hägg와 

Taranger, 1982). 초경연령에 해당하는 골성숙도(골성숙지수: SMI)에 대해 

Tofani(1972)는 첫째 수지와 셋째 수지의 원심부 지절 골단과 골간의 융합이 초경

과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고 하 고 지절 융합이 초경시기보다 더 좋은 성장 예상 

지표라고 언급하 으며, Hägg와 Taranger(1982)는 제3지절의 골단과 골간이 완전

히 융합하는 시기에 초경이 출현한다고 하 다. 국내에서 장과 정(1995)은 다섯째 

수지의 중간 골단이 골간을 둘러싸는 시기인 SMI 7(45.10%)이나 셋째 수지의 원

심부 지절이 융합하는 시기인 SMI 8(27.45%)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며, 김 등

(1998)은 SMI 7(45.10%), SMI 8(27.45), SMI 9(10.46%), SMI 10(7.84%)으로 대부

분 SMI 7과 SMI 8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초경연령은 12.30±0.98세 으며, 초

경시의 골성숙지수를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초경시기의 평균연령을 감안할 때 첫

째 수지의 원심부 지절에서는 HI단계(평균 12.42±1.05세), 그리고 셋째 수지의 중

간 지절은 H단계(평균 12.26±1.04세)와 비슷한 시기에 나타난다고 유추할 수 있다. 

교정치료시 악정형력이나 악교정 수술의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최대성장의 개

시기 뿐 아니라 성장속도의 감소 및 종료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다. Fishman(1982)

은 초경시의 골성숙도는 SMI 7, 8을 나타내며 상악 성장이 69.0-83.0%, 하악에서 

58.0-72.7%의 성장 완료를 나타낸다고 하 으며, Tofani(1972)는 하악 길이의 평균 

성장이 초경 후보다 초경 전에 더 컸으며 초경이 지난 후 하악 성장이 감소한다

고 하 다. 남자와 여자의 성장양상을 비교하 을 때 남자보다는 여자가 최대성장

기에 빨리 도달하고 여자는 10대 후반에 신체 성장의 완료와 같이 안면부 성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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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다(Hunter, 1966). 그러므로 초경의 출현으로 신체 성장속도가 감소함을 예

측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첫째 및 셋째 수지의 융합연령을 이용하면 

보다 간단하게 성장의 속도가 감소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서 첫째 수지의 원심부 지절 융합연령이 초경연령에 비해 평균 0.82세 늦었으며, 

초경 시기가 첫째 수지의 원심부 지절 융합연령보다 늦은 경우는 83명 중 10명이

었으며 나머지는 초경이 더 빠르게 나타났다. 셋째 수지의 경우 초경 연령에 비해 

융합이 평균 1.42세 늦었으며 2명에서만 초경보다 빠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첫째 

및 셋째 수지 지절 융합은 초경시기보다 대부분이 늦게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으

므로, 첫째 및 셋째 수지 부위만 국소적으로 방사선 사진을 촬 하여 지절의 융합

이 완전히 되었다면 앞으로의 잔여 성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첫째 수지나 셋째 수지 부위만을 촬 하여 성장 평가에 이용하는 것도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수완부골 방사선사진을 통한 골성숙도의 평가 시 성장기의 소녀에서 소년보다 

더 심한 이질성(heterogenecity)을 보이며, 골성숙도와 안면골 성장의 관계에서 소

년에 비해 변이가 커서 그 가치를 의문시하기도 하지만(김과 정, 1990, Smith, 

1980), 임상에서 소녀가 소년보다 2년 정도 성장 진행이 선행하는 것을 흔히 간과

하여 성장을 이용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더욱 더 성장 평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임상에서 평가할 때 급격한 신장의 변화나 초경출현, 음성변화 

등을 쉽게 문진할 수 있지만 개체의 변이성과 다양함으로 인해 어느 하나의 지표

만으로 성장을 평가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이런 지표들만으로 하악의 완전한 

성장 종료를 결정할 수는 없으며 특히 하악 전돌로 인한 III급 부정교합군의 경우 

하악 성장이 보다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므로(Mitani와 Sato, 1992), 다른 성

장 지표들도 참고하여 주의 깊은 해석을 내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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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성장기 환자의 발육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 중 수완부 골성숙도와 초경시

기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수완부 골성숙도에서는 첫째와 셋째 수지의 변

화가 비교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수지 및 셋째 수지의 지절 변화와 초경 및 부정교합

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성장기 여아 중 I급 부정교합자 29명, II급 부정교합

자 27명, III급 부정교합자 27명을 대상으로 약 6개월 간격으로 모지척측 종자골 

출현 전부터 수지 지절의 융합이 거의 이루어지는 시기까지 누년적으로 촬 한 

수완부골 방사선 사진과 초경시기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부정교합에 따른 골성숙도의 차이는 없었다.

2. 부정교합에 따른 초경연령의 차이는 없었으며 12.30±0.98세 다.

3. 모지척측 종자골 출현은 10.35±1.01세, 첫째 수지의 원심부 지절에서  capping

단계는 11.26±1.04세, 융합시기는 13.12±1.06세이고 셋째 수지의 중간 지절의 

capping은 11.57±1.02세, 융합은 13.72±1.04세에 일어났다.

4. 초경은 첫째 수지 원심부 지절의 융합이 진행되는 시기(p<0.001, r=0.82)와, 셋

째 수지 중간 지절의 융합이 시작되는 시기(p<0.001, r=0.78)와 비슷한 시기에 일

어났다.

이상의 결과로 첫째 또는 셋째 수지 지절 변화만으로 성장기 여아에서의 발육

상태를 평가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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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menarche and the changes of 

phalanx of the first and third finger

                                     

                                                       Jung, Kil Yong

                                                       Dep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Among many maturation indicators of growing patients, menarche and skeletal 

maturity are useful to assess growth and development, and the changes of the 

first and third finger are relatively important in hand and wrist X-ray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enarche and the changes of first and third finger and compare skeletal  

maturation among different malocclusion types. The sample used in this study 

was 29 ClassI, 27 ClassII and 27 ClassIII females whose handwrist X-rays had 

been taken with 6 months interval before the appearance of ulnar sesamoid 

ossification till the phalanges of the fingers were almost fus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re was no skeletal maturity difference among malocclusion types.

2. There was no difference in menarche among different malocclusion types 

and timing of it was 12.30±0.98 years.

3. The ulnar sesamoid was observed at 10.35±1.01 years, and on distal phalanx 

of first finger epiphyseal capping appeared at 11.26±1.04 years and fusion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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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06 years. The epiphyseal capping on middle phalanx of third finger was 

observed at 11.57±1.02 years and fusion at 13.72±1.04 years.

4. Menarche was appeared at similar to the time that fusion of distal phalanx 

of first finger was advanced(p<0.001, r=0.82) and fusion of middle phalanx of 

third finger was initiated(p<0.001, r=0.78).

 Therefore, we can give the aid when we evaluate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growing females seeing the change at phalanges of first and 

third finger.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 growth and development, hand-wrist, skeletal maturity,           

             menar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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