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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한국인에서 연령 증가에 따른

제 2대구치 및 제 3대구치의 석회화정도

치아의 발육 및 형성은 사춘기에 접어들어 소구치와 견치의 형성이 끝나면 오직 

제 3대구치만이 발육을 계속하는 시기적 특성을 갖고 있다. 제 3대구치의 경우 개체

간의 형태, 크기, 출현 시기, 발육속도 등의 개인차가 크며, 다른 치아에 비하여 선

천적 결손 빈도가 높은 치아이다. 그러나 제 3대구치 외에 연령추정을 위한 다른 생

물학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3대구치가 중요한 연령추정의 대상으로 

가치를 가지게 된다.

국내에서도 제 3대구치의 발육 정도에 대한 수종의 연구가 있었으나 치아의 발

육 상태는 경년 변화, 양 차이 등에 의하여 계속 변하므로, 시대적 변화에 따른 

발육 정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갱신된 자료적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또한 법의학적 실무에 있어서 제 2대구치와 제 3대구치의 발육이 동시에 존

재하는 연령층의 연령추정을 시행하는 경우, 제 2대구치를 기준으로 하 을 때와 제 

3대구치를 기준으로 하 을 때 추정연령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제 2대구치, 제 3대구치간의 발육 정도를 비교, 연구하여 이들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이를 참고로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이에 한국인에서 연령 증가에 따른 제 2대구치 및 제 3대구치의 석회화정도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1999년에서 2003년 사이에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병원에 내

원하여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촬 한, 신체의 발육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특기

할 전신질환 병력, 치아 발육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치과질환 병력이 없는 

환자 중 7세에서 22세에 이르는 각 연령에 40명씩인 남자 640명, 여자 640명씩 총 

1,280명의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에서 2명의 검사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각각의 제 

2대구치, 제 3대구치의 석회화정도를 Demirjian 등이 제시한 기준을 Solari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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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ramovitch가 수정한 총 11단계의 기준에 따라 조사, 기록,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한국인에서 연령추정에 필요한 제 3대구치는 남성의 경우 98.3%, 여성의 경우 

94.2%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 출현하 다.

2. 치아의 석회화정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검사자 2명간의 신뢰도는 모든 치아

에서 높은 일치율을 나타내어 검사자간의 주관적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κ>0.75).

3. 동일악 좌, 우측 동명 치아, 동측 상, 하악 동명 치아의 발육정도에 있어서, 제 

2대구치의 경우 모든 경우에 있어 높은 상관도를 나타내었으며, 동일악 좌, 우측 제 

3대구치간의 상관도는 높았으나, 동측 상, 하악 제 3대구치간의 상관도는 낮았다.

4. 연령추정시 제 2대구치를 적용하기에 적절한 연령대는 16세 미만이며, 제 3대

구치의 경우, 16세 이상에서 22세 전후로 사료된다.

5. 특정 발육 단계에서 만 18세 이상일 확률을 구한 결과, Stage F1부터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대략 50% 이상의 확률값을 나타내었으며, 동일 발육 단계에서 하악, 

여성에서의 확률값이 보다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인에서 연령증가에 따른 제 2대구치 및 제 3대구치의 석회

화정도에 따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법의학적인 개인식별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연

령추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연령추정, 제 2대구치, 제 3대구치, 석회화정도,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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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서 연령증가에 따른

제 2대구치 및 제 3대구치의 석회화정도

<지도교수  최 종 훈>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심  우  현

Ⅰ. 서   론

연령의 추정은 성별의 결정과 더불어 생체, 사체 모두에서 개인식별의 중요한 사

항이다. 범죄나 대형참사 희생자의 연령추정은 신원확인의 기본자료가 되며 특히 우

리나라에서는 취학, 결혼, 정년퇴직기 등 전 연령층에서 호적상의 연령과 실제 또는 

주장하는 연령의 차이로 인하여 연령추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장 등, 2000). 

연령을 추정하는 데 있어 치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써, 치아는 

그 특성상 발생과 성장에 있어 신체 다른 장기에서의 경우보다 개인차 및 다양성이 

훨씬 적어 연령추정에 가장 적합한 소견을 갖고 있음이 규명되었으며, 신체에서 가

장 안정되고 견고한 조직으로 사후에도 오랫동안 남게 되어 연령추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Gustafson, 1966).

치아를 이용하여 연령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발육 성장기 경우에는 치아의 발육 

및 석회화 정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며 (Nolla, 1960, 

Demirjian, 1973), 성인에 있어서는 생리적, 증령적 변화로서의 교모, 마모, 치수강의 

협착 소견 등 물리적 변화를 보며 (김과 김, 1981; 정, 1981; 홍과 고, 1993), 사후의 

변사체나 소사체의 경우 치아의 조직학적 변화 (Gustafson과 Johanson, 1963), 생화

학적 변화 (Helfman과 Bada, 1975과 1976; Ohtani와 Yamamoto, 1991)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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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를 이용한 연령추정의 정확성은 출생 후 성숙 과정에 따라 변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Hägg과 Matsson (1985)은 치아를 이용하여 연령을 추정하는 경우, 보

다 많은 치아가 형성되는 단계이며 형태학적 발육단계간의 시기가 짧은 시기인, 보

다 어린 나이에서 적용할 경우의 정확성이 높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치아의 발육 및 형성은 사춘기에 접어들어 소구치와 견치의 형성이 끝나

면 오직 제 3대구치만이 발육을 계속하는 시기적 특성을 갖고 있다 (Mincer 등, 

1993). Garn 등 (1963)은, 하악 제 3대구치의 경우 개체간의 형태, 크기, 출현 시기, 

발육속도 등의 개인차가 크다고 보고하 으며, 또한 제 3대구치는 다른 치아에 비하

여 선천적 결손 빈도가 높은 치아이다 (Bailit 등, 1975). 그러나 제 3대구치 외에 연

령추정을 위한 다른 생물학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3대구치가 중요한 

연령추정의 대상으로 가치를 갖게 되며 (Nortje 등, 1983; Mincer 등, 1993; Bolanos 

등, 2003; Gunst 등, 2003), Solari와 Abramovitch (2002)의 연구에 의하면, 제 3대구

치를 이용한 연령추정도의 정확성이 충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에서도 제 3대구치의 발육 정도에 대한 수종의 연구가 있었으며, 이와 김 

(1985)은 제 3대구치 석회화 분석 기준을 세분화하고 연령과의 관계 등을 간편하게 

판단할 수 있는 보고를 하 고, 최와 김 (1991)은 법치학적 연령감정을 시행함에 있

어, 제 2, 3대구치 단독적인 기준보다는 제 2대구치, 제 3대구치간의 발육 정도를 비

교 연구하여 연령감정 응용에 활용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치아의 발육 상태는 경년 변화, 양 차이 등에 의하여 계속 변하므로, 

과거의 연구에 의하여 제시된 연령추정에 이용되는 도표나, 회귀방정식 등을 현 시

점의 법의학적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실제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연령추정을 시행할 경우 시대적 변화에 따른 발육 정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갱신된 자료적 기준이 설정되고 이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이 

된다.

더불어 특정 인종, 지역의 발육 정도를 대상으로 확립된 발육 기준을 다른 인종, 



- 3 -

문화, 기후를 갖는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한 경우,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

가 많으므로 (Staaf 등, 1991),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추정 기준 확립 및 개선 

이유가 있다 하겠다.

또한 법의학적 실무에 있어서 제 2대구치와 제 3대구치의 발육이 동시에 존재하

는 연령층의 연령추정을 시행하는 경우, 제 2대구치를 기준으로 하 을 때와 제 3대

구치를 기준으로 하 을 때 추정연령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 따

라서 제 2대구치, 제 3대구치간의 발육 정도를 비교, 연구하여 이들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이를 참고로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의학적 실무에서 연령추정을 시행함에 있어 제 2, 3대구치 

단독적인 기준보다는 제 2대구치, 제 3대구치간의 석회화정도를 비교 연구하여 활용

하고자 한 결과, 다소의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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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1999년에서 2003년 사이에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촬 한, 신체의 발육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특기할 전신질환 병력, 

치아 발육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치과질환 병력이 없는 환자 중 7세에서 

22세에 이르는 각 연령에 40명씩인 남자 640명, 여자 640명씩 총 1,280명을 선택하

다.

2. 연구방법

연구에 앞서 사전에 충분한 반복 연습을 통하여 어느 정도 숙련된 두 사람의 관

찰자가 연구 대상의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에서 각각의 제 2대구치, 제 3대구치의 

석회화정도를 조사, 기록하 다. 다근치의 경우 가장 덜 발육된 치근의 상태를 조사, 

기록하 다. 연령과 성별을 모르는 상태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맹검검사법

을 수행하 다.

가. 치아 석회화정도의 평가

 

Demirjian 등 (1973)이 제시한 기준을 Solari와 Abramovitch (2002)이 수정한 총 

11단계의 기준을 이용하 으며 그 각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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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치아 발생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 혹은 선천적으로 결손되거나 발거된 상태.

A - 교두의 석회화가 시작되었으나, 아직 교두간 결합은 일어나지 않음.

B - 석회화된 교두가 결합되어 성숙한 치관부 해부학적 형태를 보임.

C - 치관부가 1/2 정도 형성된 상태. 치수강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상아질 침착

이 시작됨.

D - 치관부 형성 완료됨. 치수강은 사다리꼴 형태를 보임.

E - 치근간 이개부의 형성이 시작됨. 치근의 길이는 치관의 길이보다 짧음.

F - 치근의 길이와 치관의 길이가 거의 같은 상태. 근첨부는 깔대기 형태를 보임.

F1 - 치근의 길이가 치관의 길이의 2배 정도 되는 상태. 여전히 근첨부는 깔대기 

형태를 보임.

G - 근관벽이 평행한 상태. 아직 근첨부는 열려 있음.

G1 - 근관벽이 평행한 상태. 아직 근첨부의 완전한 형성은 이루어지지 않음. 근

첨부의 치수인대강이 1.0mm 이상이어야 함.

H - 근첨부의 형성이 종료되고, 치근 주위에 균일한 치수인대강 형성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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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sp tips are mineralized but have not yet 

coalesced.

B: Mineralized cusps are united so the mature coronal 

morphology is well-defined.

F: Root length is at least as great as crown length. 

Roots have funnel-shaped endings.

E: Formation of the inter-radicular bifurcation has 

begun. Root length is less than the crown length.

D: Crown formation is complete to the dentinoenamel 

junction. The pulp chamber has a trapezoidal form.

C: The crown is about half formed; the pulp chamber 

is evident and dentinal deposition is occurring.

F1: Root length is at least twice crown length. The 

roots still have a funnel-shaped endings.

G: Root walls are parallel, but apices remain open.

G1: Root walls are parallel, but apices are not entirely 

closed. The PDL space at the apical ending is ≥1.0mm

H: Apical ends of the roots are completely closed, and 

the PDL has a uniform width around the root

Fig 1. Schematic drawings and definitions of the ten stages of tooth 

calcification used to score second and third molar development. 

(Presented by Demirjian et al., modified by Solari and Abramov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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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 및 통계

1) 15세부터 17세까지의 증령적 연령을 갖는 실험군에서 제 3대구치의 출현빈도

를 조사하 다. 선천적 결손 및 발거 등 출현빈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를 최

소화하기 위하여 상기 연령대에서 출현빈도를 조사하 다.

2) 검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찰자 2명간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κ 

statistics를 시행하여 관찰자간의 일치도를 조사하 다. 두 관찰자간의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육이 덜된 쪽의 검사 결과를 택하 다.

3) 상악 좌, 우측 제 2대구치, 상악 좌, 우측 제 3대구치, 하악 좌, 우측 제 2대구

치, 하악 좌, 우측 제 3대구치, 상, 하악 좌측 제 2대구치, 상, 하악 좌측 제 3대구치, 

상, 하악 우측 제 2대구치, 상, 하악 우측 제 3대구치에 대한 최종적인 검사 결과 각

각에 대하여 남, 여로 분류하여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여 각각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분석하 다.

4) 각 치아의 석회화정도에 대하여 성별, 상하악별로 구분하여 평균 연령을 산출

하여 발육의 진행에 따른 연령의 추이를 검사하 다.

5) 상, 하악 좌, 우측 제 3대구치에 대하여 성별, 석회화정도별로 구분하여 특정 

석회화정도 관측치군에 대한 정규성 검정 및 특정 석회화정도에서 만 18세 이상일 

확률을 구하 다.

이상의 과정에서 통계처리는 SAS program 8.1 version (SAS institute, U.S.A)을 

이용하여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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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한국인에서 제 3대구치의 출현빈도

15세부터 17세까지의 남, 여 각 120명의 표본에서 제 3대구치의 출현빈도는 표 

1, 2와 같다.

Table 1. Numerical polymorphisms in the formation of third molar for males

Number of 

tooth

Male

Upper jaw Lower jaw Two jaws

0 15(12.5%) 7(5.8%) 2(1.7%)

1 13(10.8%) 1(0.8%) 3(2.5%)

2 92(76.7%) 112(93.3%) 14(11.7%)

3 11(9.2%)

4 9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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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merical polymorphisms in the formation of third molar for 

females

Number of 

tooth

Female

Upper jaw Lower jaw Two jaws

0 19(15.8%) 6(7.5%) 7(5.8%)

1 9(7.5%) 9(5.0%) 2(1.7%)

2 92(76.7%) 105(87.5%) 15(12.5%)

3 7(5.8%)

4 89(74.2%)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제 3대구치가 출현하는 경우의 빈도수를 악별로 조사한 결

과, 남성의 경우 상악에서는 87.5%, 하악에서는 94.2%의 출현양상을 나타내었으며, 

여성의 경우 상악에서는 84.2%, 하악에서는 92.5%의 출현양상을 나타내어 상악보다

는 하악에서 제 3대구치의 출현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상악의 경우도 남, 여 

모든 경우에서 80% 이상의 출현양상을 나타내었다.

남성의 경우 표본의 98.3%, 여성의 경우 94.2%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제 3대

구치의 출현양상을 나타내었으며, 이로 미루어보아 제 3대구치를 법의학적 실무에 

응용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나 제한점이 없으리라 사료된다.

2. 관찰자간 검사 결과에 대한 κ statistics

각 치아에 대한 관찰자간 κ statistics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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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terobserver analysis of upper and lower second and third molars 

(using kappa statistics)

Teeth Kappa statistics

URSM 0.91

ULSM 0.90

LRSM 0.94

LLSM 0.94

URTM 0.90

ULTM 0.89

LRTM 0.91

LLTM 0.91

URSM: upper right second molar (SM); ULSM: upper left SM; LRSM: lower 

right SM; LLSM: lower left SM; URTM: upper right third molar (TM); ULTM: 

upper left TM; LRTM: lower right TM; LLTM: lower left TM

κ statistics 결과, 상악 제 2대구치, 제 3대구치 모두의 경우에서 0.75이상의 

kappa 값을 보이므로, 이번 연구에 사용한 기준을 사용한 관찰자간의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아주 양호한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었다.

3. 상, 하악 제 2대구치, 제 3대구치간의 발육간 상관관계

상악 좌, 우측 제 2대구치, 상악 좌, 우측 제 3대구치, 하악 좌, 우측 제 2대구치, 

하악 좌, 우측 제 3대구치, 상, 하악 좌측 제 2대구치, 상, 하악 좌측 제 3대구치, 상, 

하악 우측 제 2대구치, 상, 하악 우측 제 3대구치에 대한 최종적인 검사 결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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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남, 여로 분류하여 구한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는 표 4, 5와 같

다.

Table 4.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upper and lower second 

molars for males and females

Teeth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s

Male

UR-UL 0.999

LR-LL 0.999

UR-LR 0.987

UL-LL 0.987

Female

UR-UL 0.998

LR-LL 0.998

UR-LR 0.990

UL-LL 0.991

UR: upper right second molar (SM); UL: upper left SM; LR: lower right SM; 

LL: lower left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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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upper and lower third 

molars for males and females

Teeth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s

Male

UR-UL 0.851

LR-LL 0.850

UR-LR 0.655

UL-LL 0.710

Female

UR-UL 0.794

LR-LL 0.854

UR-LR 0.606

UL-LL 0.381

UR: upper right third molar (TM); UL: upper left TM; LR: lower right TM; 

LL: lower left TM

제 3대구치의 경우, 남, 여 공히 같은 악궁 좌, 우측 제 3대구치 간의 발육간 상

관관계를 나타내는 Spearman 상관계수가 모두 0.75 이상이었으나, 동측 상, 하악 각

각의 악궁간 제 3대구치 간의 발육간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Spearman 상관계수가 

모두 0.75 이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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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치아의 석회화정도에 대한 성별, 상하악별로 구분된 

평균 연령

각 치아의 석회화정도에 대하여 성별, 상하악별로 구분하여 산출된 평균연령은 

표 6, 7, 9, 10과 같다. 16세에서 18세 사이의 남, 여 각각의 표본에서 모든 4개의 제 

2대구치가 석회화완료(stage H)되는 빈도를 조사하 으며 (표 8), 실험군에서 가장 

높은 연령인 22세에서 제 3대구치가 선천적 결손이나 발거로 인하여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경우, 석회화완료(stage H)되는 빈도를 조사하 다 (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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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ean ages of second molar crown-root formation at given stages of 

tooth calcification for males

Stages D E F F1

Maxilla

Mean 8.45(161) 9.65(103) 10.71(69) 12.09(139)

SD 1.10 1.16 1.25 1.37

Mandible

Mean 8.24(164) 9.76(81) 10.78(82) 12.00(138)

SD 0.79 0.84 1.12 1.03

Stages G G1 H

Maxilla

Mean 13.67(112) 15.42(124) 19.23(570)

SD 1.24 1.42 2.40

Mandible

Mean 13.68(118) 15.40(139) 19.40(552)

SD 1.16 1.22 2.24

*(N)= total number of teeth in each sub-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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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ean ages of second molar crown-root formation at given stages of 

tooth calcification for females

Stages D E F F1

Maxilla

Mean 8.02(121) 9.38(108) 10.57(89) 12.02(102)

SD 0.88 1.26 0.93 1.30

Mandible

Mean 7.84(104) 9.12(103) 10.45(92) 11.72(107)

SD 0.59 0.86 0.91 1.10

Stages G G1 H

Maxilla

Mean 13.68(118) 15.40(139) 19.40(545)

SD 1.16 1.22 2.24

Mandible

Mean 13.29(170) 15.21(149) 19.50(545)

SD 1.39 1.15 2.18

*(N)= total number of teeth in each sub-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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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Frequency(%) of all four second molar complete calcification (stage 

H) at given ages of 16 to 18 years for males and females 

Age
Gender

Male Female

16 60.0 50.0

17 85.0 88.7

.18 100 100

제 2대구치의 경우, 남녀간, 상하악간 비교를 시행한 결과 증령적 변화에 따른 

석회화정도에 있어서 유의할만한 차이는 없었다. 16세 남성의 경우 실험 대상의 

60%, 16세 여성의 경우 50%, 17세 남성의 경우 85%, 17세 여성의 경우 89%, 18세 

이후에는 남, 여성 모두 실험 대상의 100%에서 석회화가 완료된(stage H) 상태 다 

(표 6). Stage A, B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stage C는 극소수가 관찰되어 결과에서 제

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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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Mean ages of third molar crown-root formation at given stages of 

tooth calcification for males

Stages A B C D E

Maxilla

Mean 10.25(35) 11.16(79) 12.47(97) 14.62(100) 16.04(67)

SD 1.10 1.35 1.46 2.27 1.76

Mandible

Mean 10.32(74) 11.16(69) 12.87(137) 14.78(85) 16.01(102)

SD 0.94 1.21 1.49 1.73 1.97

Stages F F1 G G1 H

Maxilla

Mean 16.64(80) 17.98(88) 19.85(93) 20.82(93) 20.91(38)

SD 1.66 1.86 1.70 1.35 1.40

Mandible

Mean 17.14(91) 18.35(87) 19.90(123) 20.72(89) 21.29(30)

SD 1.75 1.73 1.76 1.40 1.23

*(N)= total number of teeth in each sub-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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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Mean ages of third molar crown-root formation at given stages of 

tooth calcification for females

Stages A B C D E

Maxilla

Mean 10.12(33) 10.68(92) 12.01(79) 14.20(145) 15.93(92)

SD 1.73 1.29 1.32 1.74 2.16

Mandible

Mean 10.11(103) 11.26(53) 12.65(104) 14.71(158) 16.24(113)

SD 1.16 1.36 1.58 1.98 1.98

Stages F F1 G G1 H

Maxilla

Mean 17.21(104) 18.45(101) 20.01(85) 21.05(69) 21.37(30)

SD 2.20 1.97 1.50 1.22 1.22

Mandible

Mean 17.35(102) 18.79(90) 20.17(87) 21.10(72) 21.73(28)

SD 2.11 1.71 1.47 1.32 1.29

*(N)= total number of teeth in each sub-sample

제 3대구치의 경우 동성 상하악간 비교를 시행한 결과 증령적 변화에 따른 석회

화정도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stage E까지는 상, 하악 모두 여

성의 평균 연령이 낮으며, stage F부터 stage H까지는 남성의 평균 연령이 낮은 것

으로 보아 16세 전후까지는 여성이 남성보다 성장이 빠르다고 사료되며, 그 이후로

는 남성이 성장이 빠르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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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Frequency(%) of complete third molar calcification (stage H) at the 

age of 22 years for males and females

Male Female

Maxilla 19.6% 26.7%

Mandible 17.0% 30.8%

실험군의 가장 높은 연령대인 22세에서의 제 3대구치 석회화가 완료될 빈도수는 

남녀, 상하악 모두에서 20-30% 전후의 값으로 나타나며, 이로 미루어보아 한국인에 

있어서 22세 전후의 연령추정시 제 3대구치를 법의학적 실무에 이용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이나 제한점이 없으리라 사료된다.

5. 특정 석회화정도에서 상, 하악 제 3대구치가 만 18세 이

상일 확률

특정 석회화정도에서 상, 하악 제 3대구치가 만 18세 이상일 확률은 표 12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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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Probability(%) of an individual being over 18 years of age based on 

calcification stages of third molar

Stages D E F F1

Upper

Males(N) 6.8(100) 13.3(67) 20.7(80) 49.6(88)

Females(N) 1.5(145) 16.9(92) 36.0(104) 58.9(101)

Lower

Males(N) 3.1(85) 15.7(102) 31.2(91) 58.0(87)

Females(N) 4.9(158) 18.7(113) 37.9(102) 67.0(90)

Stages G G1 H

Upper

Males(N) 86.1(93) 98.1(93) 98.1(38)

Females(N) 91.0(85) 99.4(69) 99.7(30)

Lower

Males(N) 86.0(123) 97.4(89) 99.6(30)

Females(N) 93.0(87) 99.1(72) 99.8(28)

*(N)= total number of teeth in each sub-sample

Stage E부터 G까지의 확률값이 남, 여성 모두에서 상악보다 하악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며, 이로 미루어보아 하악 제 3대구치의 석회화가 상악보다 대체로 빠르게 진

행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Stage F1부터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대략 50% 이상의 확

률값을 나타내므로, 성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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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생체의 연령추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체격의 발육에 따른 변화와 골의 성숙도, 

치아, 체중, 모발에 대한 평가 등이 기준이 되어 왔으며 이 중에 체격의 발육, 체중, 

모발 등의 기준은 감정 대상의 양상태, 건강정도 그 외 여러 조건 등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실제 연령추정의 기준으로는 적합하지 못한 단점을 갖는다. 그러

나 치아의 발생과 성장은 신체 다른 장기에서의 경우보다 개인차 및 다양성이 훨씬 

적으며, 신체에서 가장 안정되고 견고한 조직으로 사후에도 오랫동안 남게 되어 법

의학적 실무에 주로 이용되는데, 그 중 20세 이전에는 주로 치아의 성장발육을 그리

고 그 이후에는 치아의 교모도를 이용한 생체의 연령추정이 법의학적 실무에서 많

이 사용된다 (Nolla, 1960, Demirjian, 1973, 竹井, 1970). 그 외 아미노산 라세미화 

반응을 이용한 연령추정에 대한 수종의 연구가 있었으며 (Helfman과 Bada, 1975, 

1976; Ohtani와 Yamamoto, 1991), 최근 들어 치수내 인간 telomere의 증령적 단축과 

관련한 연구 (Takasaki 등, 2003), spectroradiometry를 이용한 치아색의 객관적 정도

를 이용한 연구 (Martin-de las Heras 등, 2002)등이 시도되고 있다.

치아의 성장발육에 기초한 연령추정에서, 18세 전후의 연령에서는 제 3대구치를 

제외한 모든 치아의 치근 형성이 종료되고, 치근첨 형성이 완성되기 때문에 16세에

서 22세에 이르는 연령에서 치아를 이용한 연령감정을 시행할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는 치아는 제 3대구치라 할 수 있다 (Mesotten 등, 2002). 그러나 제 3대구치는 치

열 중 크기, 형성시기, 맹출시기 등에 있어 가장 변이 정도가 다양하며 (Garn 등, 

1963, Gunst 등, 2003), 선천적 결손 확률이 높으며 (Bailit 등, 1975), 치배 발생이 다

른 치아에 준하여 이상적으로 늦게 시작되는 경우도 있으며 (Baba-Kawano 등, 

2002), 교정 치료 목적이나 자체의 병변으로 인하여 조기에 발거되는 경우도 있다 

(Bishara, 1999, Elsey와 Rock, 2000, McGrath 등, 2003). 그러나 제 3대구치 외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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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추정을 위한 다른 생물학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3대구치를 이용한 

연령추정이 시도되고 있으며, Nolla (1960)와 Moorrees 등 (1963)의 연구에서도 연령

추정을 위한 기준 중 하나로 제 3대구치를 제시하 다. 그 후로도 제 3대구치를 이

용한 연령추정에 대하여 Demirjian 등 (1973)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스웨덴인에서 

시행한 연구 (Kullman 등, 1992), 미국인에서 시행한 연구 (Mincer 등, 1993), 히스패

닉인에서 시행한 연구 (Solari와 Abramovitch, 2002)가 있으며, Nolla가 제시한 기준

에 따라 스페인인에서 시행한 연구 (Bolanos 등, 2003)가 있으며, Gleiser와 Hunt 

(1955)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벨기에인에서 시행한 연구 (Gunst 등, 2003)가 발표되

었다.

이러한 타 인종적, 문화적 차이를 갖는 대상에 대하여 연구된 발육기준을 법의학

적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정확도 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Demirjian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일본인과 독일인의 제 3대구치 석회화 정도에 대하여 비교한 연구 결과 Stage 

D, E, F에 도달하는 데 일본인이 독일인보다 2~3년 정도 늦는다는 결론 (Olze 등, 

2003)도 각 인종적, 문화적 집단마다 연령추정을 위한 각각의 자료가 필요하다는 사

실을 뒷받침한다.

치아 석회화정도에 대한 기준 중 최근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대상은 

Demirjian 등 (1973)이 제시한 기준이 많이 이용된다. 그러나 제 3대구치에 대한 연

구 시행시 제 3대구치가 다른 치아에 비하여 갖는 높은 다양성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Thorson과 Hägg (1991)은 “late G" 단계

를 추가하여 제 3대구치 발육에 대하여 정확성과 정 도를 높인 결과를 얻었으며, 

Solari와 Abramovitch (2002)는 F1, G1단계를 추가하여 역시 평가에 있어 정확성을 

높인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방법들 중에서 비교적 분류의 기준에 대하여 객관적

이고 구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제 3대구치 발육의 높은 다양성 문제

를 해결한 기준인 Solari와 Abramovitch의 기준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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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느 방법을 사용하건 간에 치아의 발육 상태를 관찰하여 그 정도를 판

단하는 것은 검사자의 주관에 의하여 크게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본 연구에서

는 2명의 검사자가 동일한 방사선 사진을 각기 독립적으로 검사한 후 각각의 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일치율을 구하는 방법을 시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검사자 개

인의 주관적 기준에 의한 결과의 오류를 최소화하 다.

남성의 경우 표본의 98.3%, 여성의 경우 94.2%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제 3대

구치의 출현양상을 나타내었으며, 이로 미루어보아 제 3대구치를 법의학적 실무에 

응용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나 제한점이 없으리라 사료된다.

검사자간의 일치율은 집단간 상관계수나 κ 값 등을 이용하여 측정하는데 일반적

인 경우 0.75 이상이면 아주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 결

과 상악 제 2대구치, 제 3대구치 모두의 경우에서 0.75이상의 κ 값을 보이므로, 이번 

연구에 사용한 기준을 사용한 관찰자간의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아주 양호한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었으며, 이것은 곧 검사자 간의 주관적 차이에 의하여 그 기준

이 달라지지 않고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동일악 좌, 우측 동명 치아, 동측 상, 하악 동명 치아의 발육정도에 있어서, 제 2

대구치의 경우 모든 경우에 있어 높은 상관도를 나타내었으며, 동일악 좌, 우측 제 

3대구치간에 대한 상관도는 높았으나, 동측 상, 하악 제 3대구치에 대한 상관도는 

낮았다. 이로 미루어보아, 제 2대구치의 경우 소수의 치아만이 존재하더라도 다른 

위치의 제 2대구치 발육정도를 짐작할 확률이 높은 반면, 제 3대구치의 경우 특히 

상, 하악 간의 대상을 비교할 경우 발육 정도가 다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

고, 연령추정 등의 법의학적 실무에 이용할 때도 가능한 상, 하악 제 3대구치 모두

를 확보하는 것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낮은 상

관도를 갖는 경우, 회귀방정식 등을 구했을 때 회귀경향도 낮게 나타나는 통계적 특

성을 나타내므로, 특히 제 3대구치에 있어서 최근의 연구는 연령추정에 이용할 목적

으로 회귀방정식을 구하는 방향보다는 보다 발육단계를 세분화하여 평균값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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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Solari와 Abramovitch, 2002), 성년, 미성년 여부 판별 이용에 사용 목적으로 

성인일 확률값을 확보하는 방향 (Mincer 등, 1993) 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번 연구의 관찰 대상으로 이용된 7세에서 22세까지의 방사선 사진 분석 결과 

상, 하악 제 2대구치의 성장 정도를 보았을 때, 16세 남성의 경우 실험 대상의 60%, 

16세 여성의 경우 50%, 17세 남성의 경우 85%, 17세 여성의 경우 89%, 18세 이후에

는 남, 여성 모두 실험 대상의 100%에서 석회화가 완료된(stage H) 상태 다. 그러

므로 연령추정을 위한 제 2대구치의 활용은 16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대상에 대하여 

그 의미가 있다 하겠으며, 제 3대구치의 경우 stage D 이후로는 각 stage 별 평균연

령이 2세가 넘지 않으므로, 15세 전후의 연령부터는 제 3대구치를 법의학적 실무에 

사용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리라 사료되며, 22세에서 잔존하는 제 3대구치의 

석회화가 완료되는 빈도수는 20-30%의 전후의 값을 나타내므로 22세 전후의 연령에

서 제 3대구치를 법의학적 실무에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리라 

사료된다. 위 사실을 종합한 결과 16세 이상에서 22세 전후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연령추정시, 제 3대구치를 적용하는 방법이 가장 실용적이라고 사료된다.

제 3대구치의 경우 stage E까지는 상, 하악 모두 여성의 평균 연령이 낮으며, 

stage F부터 stage H까지는 남성의 평균 연령이 낮은 것으로 보아 16세 전후까지는 

여성이 남성보다 성장이 빠르다고 사료되며, 그 이후로는 남성이 성장이 빠르다고 

사료된다.

상, 하악 제 3대구치에 대하여 특정 발육정도에서 만 18세 이상일 확률을 구한 

결과, Stage E부터 G까지의 확률값이 남, 여성 모두에서 상악보다 하악이 높은 것으

로 관찰되며, 남성보다는 여성의 확률값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Stage F1부터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대략 50% 이상의 확률값을 나타내므로, 성인일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와 동일 석회화기준을 대상으로 시행된 Solari와 Abramovitch (2002)의 

연구 결과와 이상의 연구 결과를 비교하면, 평균 연령에 있어 남성의 경우 stag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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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에서는 두 결과가 1세 미만의 차이를 보이나, stage F1, G, G1에서는 1세 이상

의 차이를 보이며, 특히 stage G, G1에서는 2세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나며,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도 stage G의 경우 1.5세 이상, stage G1의 경우 1.8세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정 석회화정도에서 만 18세 이상일 확률

에 있어서도, 본 연구의 경우 stage G 이상에서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85% 이상의 

확률을 얻은 반면, Solari와 Abramovitch (2002)의 연구에서는 stage G1에서도 50% 

미만의 확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인종적,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확립된 고유의 

치아 발육 기준의 필요성을 알 수 있으며, 다른 인종적, 사회적 배경을 갖는 타국에

서 연구, 확립된 치아 발육 기준을 국내에서 연령추정 등 법의학적 실무에 사용시 

정확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7세에서 22세 까지의 한국인의 제 3대구치 석회화정도를 

평가하여, 법의학적 실무에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의 회귀분석의 결

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량된 새로운 발육기준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적용하 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제 3대구치 단독적인 연구가 아닌 

제 2대구치의 발육 상태를 함께 평가함으로써 제 3대구치를 실제 법의학적 실무에 

적용시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범위를 명시하 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는 크

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인에서 연령증가에 따른 제 2대구치 및 제 3대구치의 석회

화정도에 따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법의학적인 개인식별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연

령추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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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1999년에서 2003년 사이에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촬 한, 신체의 발육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특기할 전신질환 병력, 

치아 발육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치과질환 병력이 없는 환자 중 7세에서 

22세에 이르는 각 연령에 40명씩인 남자 640명, 여자 640명씩 총 1,280명의 파노라

마 방사선 사진 상에서 2명의 검사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각각의 제 2대구치, 제 3대

구치의 석회화정도를 조사, 기록하 다. 치아 석회화정도는 Demirjian 등 (1973)이 

제시한 기준을 Solari와 Abramovitch (2002)이 수정한 총 11단계의 기준으로 구분한 

후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한국인에서 연령추정에 필요한 제 3대구치는 남성의 경우 98.3%, 여성의 경우 

94.2%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 출현하 다.

2. 치아의 석회화정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검사자 2명간의 신뢰도는 모든 치아

에서 높은 일치율을 나타내어 검사자간의 주관적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κ>0.75).

3. 동일악 좌, 우측 동명 치아, 동측 상, 하악 동명 치아의 발육정도에 있어서, 제 

2대구치의 경우 모든 경우에 있어 높은 상관도를 나타내었으며, 동일악 좌, 우측 제 

3대구치간의 상관도는 높았으나, 동측 상, 하악 제 3대구치간의 상관도는 낮았다.

4. 연령추정시 제 2대구치를 적용하기에 적절한 연령대는 16세 미만이며, 제 3대

구치의 경우, 16세 이상에서 22세 전후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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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 하악 제 3대구치에 대하여 특정 발육 단계에서 만 18세 이상일 확률을 구

한 결과, Stage F1부터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대략 50% 이상의 확률값을 나타내었

으며, 동일 발육 단계에서 하악, 여성에서의 확률값이 보다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인에서 연령증가에 따른 제 2대구치 및 제 3대구치의 석회

화정도에 따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법의학적인 개인식별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연

령추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28 -

참 고 문 헌

Baba-Kawano S, Toyoshima Y, Regalado L, Sa'do B, Nakasima A: Relationship 

between congenitally missing lower third molars and late formation of tooth 

germs. Angle Orthod 72: 112-117, 2002.

Bailit HL: Dental variation among populations: an anthropologic view. Dent Cli 

North Am 19: 125-139, 1975.

Bishara SE: Third molars: A dilemma! Or is it?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115: 628-633, 1999.

Bolanos MV, Moussa H, Manrique MC, Bolanos MJ: Radiographic evaluation of 

third molar development in Spanish children and young people. Forensic Sci Int 

133: 212-219, 2003.

Demirjian A, Goldstein H, Tanner JM: A new system of dental age assessment. 

Hum Biol 45: 211-227, 1973.

Elsey MJ, Rock WP: Influence of orthodontic treatment on development of third 

molars. British J Oral Maxillofac Surg 38: 350-353, 2000.

Garn SM, Lewis AB, Vicinius JH: Third molar polymorphism and its significance 

to dental genetics. J Dent Res 42: 1344-1363, 1963.

Gleiser I, Hunt E: The permanent first molar: its calcification, eruption and 

decay. Am J Phys Anthropol 13: 253-284, 1955.

Gunst K, Mesotten K, Carbonez A, Willems G: Third molar root development in 

relation to chronological age: a large sample sized retrospective study. Forensic 

Sci Int 136: 52-57, 2003.

Gustafson G: Forensic odontology. 1966. Staples Press, London.



- 29 -

Gustafson G, Johanson G: The value of certain characteristics in dental 

identification. Acta Odontol Scand 21: 367-389, 1963.

Hägg U, Matsson L: Dental maturity as an indicator of chronological age: the 

accuracy and precision of three methods. Eur J Orthod 7: 25-34, 1985.

Helfman PM, Bada JL: Aspartic acid racemization in tooth enamel from living 

humans. Proc Natl Acad Sci U S A 72: 2891-2894, 1975.

Helfman PM, Bada JL: Aspartic acid racemization in dentine as a measure of 

ageing. Nature 262: 279-281, 1976.

Kullman L, Johanson G, Akesson L: Root development of the lower third molar 

and its relation to chronological age. Swed Dent J 16: 161-167, 1992.

Martin-de las Heras S, Valenzuela A, Bellini R, Salas C, Rubino M, Garcia JA: 

Objective measurement of dental color for age estimation by spectroradiometry. 

Forensic Sci Int 132: 57-62, 2003.

McGrath C, Comfort MB, Lo ECM, Luo Y: Can third molar surgery improve 

quality of life? A 6-month cohort study. J Oral Maxillofac Surg 61: 759-763, 2003.

Mesotten K, Gunst K, Carbonez A, Willems G: Dental age estimation and third 

molars: a preliminary study. Forensic Sci Int 129: 110-115, 2002.

Mincer HH, Harris EF, Berryman HE: The A. B. F. O study of third molar 

development and its use as an estimator of chronological age. J Forensic Sci 38: 

379-390, 1993.

Moorrees CFA, Fanning EA, Hunt EE: Age variation of formation stages for 10 

permanet teeth. J Dent Res 42: 1490-1502, 1963.

Nolla C: The development of the permanent teeth. J Dent Child 27: 254-266, 1960.



- 30 -

Nortje CJ: The permanent mandibular third molar. Its value in age determination. 

J Forensic Odontostomatol 1: 27-31, 1983.

Ohtani S, Yamamoto K: Age estimation using the racemization of amino acid in 

human dentin. J Forensic Sci 36: 792-800, 1991.

Olze A, Taniguchi M, Schmeling A, Zhu BL, Yamada Y, Maeda H, Geserick G: 

Comparative study on the chronology of third molar mineralization in a Japanese 

and a German population. Legal Medicine 5: S256-S260, 2003.

Solari AC, Abramovitch K: The accuracy and precision of third molar 

development as an indicator of chronological age in Hispanics. J Forensic Sci 47: 

531-535, 2002.

Staaf V, Mornstad H, Welander U: Age estimation with the aid of tooth 

development: a test of reliability and validity. Scan J Dent Res 99: 281-286, 1991.

Takasaki T, Tsuji A, Ikeda N, Ohishi M: Age estimation in dental pulp based on 

human telomere shortening. Int J Legal Med 117: 232-234, 2003.

Thorson J, Hägg U: The accuracy and precision of the third molar as an 

indicator of chronological age. Swed Dent J 15: 15-22, 1991.

김덕규, 김종열: 연령증가에 따른 치수강의 변화에 의한 연령의 추정. 대한치과의사

협회지 19: 439-447, 1981.

이주장, 김종열: 제 3대구치 발육의 연령감정에서의 응용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내과

학회지 10: 53-62, 1985.

장희 , 신경진, 최종훈, 김종열: 치아에 의한 생체 연령감정 사례의 분석. 대한구강

내과학회지 25: 253-263, 2000.

정의태: 치수강의 가령적 변화에 의한 연령추정. 대한구강내과학회지 6: 101-110, 

1981.



- 31 -

최종훈, 김종열: 제 2대구치 및 제 3대구치 발육에 따른 연령감정에 관한 연구. 대한

구강내과학회지 17: 121-134, 1991.

홍호철, 고명연: 하악 구구치 치수강의 증령적변화. 대한구강내과학회지 18: 

107-116, 1993.

竹井哲司: 齒の咬耗による年齡の推定. 日法医誌 4: 4-17, 1970.



- 32 -

ABSTRACT

Second and Third Molar Calcification in Relation to 

Chronological Age in Koreans

Woo-Hyun Shim, D.D.S.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 Jong-Hoon Choi, D.D.S., M.S.D., Ph.D.)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ooth has a periodical characteristics that 

after complete development of canine and premolar at puberty, only the third 

molars continue development. And for the third molar, there are individual 

variations in morphology, size, eruption period, and rate of development, 

moreover, the rate of congenital missing is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 

teeth. However, in the case that other biological references for age estimation 

are not present, third molar would be a valuable reference.

There have been a number of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third molar 

in Korea. However, since the state of tooth development varies with years 

and nutritional differences, renewal of reference data considering the 

development change of third molar in accordance with the times. 

Additionally, variation of age estimation may be observed as to which tooth, 

second and third molar had been used when second and third molar develop 

simultaneously. Therefore, through comparison between the develop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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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ee of second molar and third molar, clarification of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two molars is required to be used as reference.

Hence, for the study of second and third molar calcification in relation to 

chronological age in Koreans, orthopantomograms of 1,280 healthy patients 

who visited dental hospital,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were 

examined and recorded by two examiners independently, according to the 

reference were suggested by Demirjian et al., and modified by Solari and 

Abramovitch. The age of the patients ranged from 7 to 22, 40 people at each 

age with 640 males and females. The orthopantomograms of the patients who 

had the specific medical or dental histories which could affect tooth 

development are excluded in this study to avoid false resul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the case of male, 98.3% of the sample showed one or more third 

molars formation, and that of female was 94.2%.

2. The reliability between the two examiners showed high enough in every 

cases. There was no significant inter-observer effect.

3. In the case of the same teeth bilaterally within the same jaw and the 

same teeth unilaterally in upper and lower jaw, every cases of second molar 

resulted in high correlation. For the third molar, within the same jaw 

resulted in high correlation but same teeth unilaterally in upper and lower 

jaw resulted in low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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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range of age that is appropriate for application of second molar in 

age estimation is below the age of 15 years, and for third molar is 16 to 

18-year-old.

5. In case of third molar, the probability that the age would be higher 

than 18 years at specific calcification stage is calculated. In every situation, at 

stage higher than stage F1, the value of probability was more than about 

50%. The probability of mandible was higher than that of maxilla, and the 

probability of female was higher than that of male.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could suggest the data about second and 

third molar calcification in relation to chronological age in Koreans, and it 

will be applied more accurately in age estimation for human identificatio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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