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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수직적 안모 형태에 따른 

경추골과 수완부골 성숙도의 평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이예슬 

( 지도 교수 : 황 충 주 ) 

 

성장기 교정 환자에서 성장 발육 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한 교정치료 시기를 선

택하고 치료 방법을 계획하는 데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측모두부방사선사진

과 수완부골방사선사진을 이용하여 수직적 안모 형태에 따라 골성숙도에 차이가 있는

지를 평가하고, 경추골과 수완부골 간 골성숙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골격적 I급 관계를 보이는 7-9세의 여아 59명을 두개저에 대한 하악평면각을 기

준으로 하여 low angle group(33.0°미만), normal angle group(33.0°이상 41.0°

미만), high angle group(41.0°이상)의 세 군으로 분류하였다. 각 군에 따른 골성숙

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수완부골방사선사진에서 SMI(skeletal maturity 

indicators)와 TW(Tanner-Whitehouse)3법으로 골성숙도를 측정하였고, 측모두부

방사선사진에서 CVMI(cervical vertebrae maturation indicators)를 측정하여 비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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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완부골 성숙도 평가 시 SMI와 TW3 bone age 모두 high angle group에서 low 

angle group보다 큰 값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5). 

2. Low, normal, high angle group 간 경추골 성숙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05). 

3. 하악평면각과 골성숙도(SMI, TW3, CVMI)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양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r =0.391, 0.333, 0.259). 

수직적 안모 형태와 골성숙도 간에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수완부골 성

숙도 평가시 high angle group에서 low angle group보다 골성숙도가 유의하게 큰 값

을 보였다. 그러나 수직적 안모 형태에 따른 경추골 성숙도의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아동의 수직적 안모 형태에 따른 성장 발육의 평가 시 수완부골 방사선사진을 추가적

으로 촬영하여 경추골과 비교하여 골성숙도를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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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골과 수완부골 성숙도의 평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이예슬 

( 지도 교수 : 황 충 주 ) 

 

 

Ⅰ. 서론 

 

인간의 두개안면복합체의 성장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나게 되는 연속적인 사건으

로서 개인에 따라 순서 및 시기(sequence and timing)에 차이가 난다(Mitani and 

Sato, 1992). 따라서 성장기 교정 환자에서의 성장 발육 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

한 교정치료 시기를 선택하고 치료 방법을 계획하는 데 필수적이다. 

성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개인에 따른 성장의 다양성 때문에 연대연령보다는 발

육연령을 이용하고 있으며(Fishman, 1979), 발육연령의 평가를 위해 신체성숙도, 골

성숙도, 치아성숙도, 성적성숙도 등이 이용되고 있다. 이 중 골성숙도(skeletal 

maturity)는 특정 골의 출현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화골(ossification) 과정에서의 골

의 형태와 크기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성적성숙도 및 신장의 성장 변화와도 밀

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mirjian, et al.,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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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부는 골성숙도 평가 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신체 부위이다. 수완부는 성숙이 

종료될 때까지 화골이 계속 진행되고 각 골의 골화 시작과 양상이 뚜렷이 구별되기 

때문에 판독이 용이하며 방사선 촬영이 간편하다(Flores-Mir, et al., 2004). 

지금까지 수완부의 골성숙 단계 평가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었다. 

Greulich와 Pyle 등은 표준도해(atlas)와 환자의 사진을 비교하여 개인의 골성숙도를 

판단하는 GP법을 제시하였다(Greulich and Pyle, 1959). Tanner와 Whitehouse는 

수완부의 각 골의 성숙도에 가중치를 두어 점수화하는 TW법을 보고하였다(Tanner, 

1983). Hägg 등은 모지척측종자골, 중지의 제3중절골과 제3말절골, 요골에 대해 골

성숙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Hägg and Taranger, 1980), Fishman은 모지, 

중지, 약지, 요골에서 6개의 부위를 선정하여 골성숙도를 11개 단계로 구분하여 사춘

기 성장을 평가하는 SMI(skeletal maturity indicators)를 제시하였다(Fishman, 

1982). 

경추는 출생부터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발육의 변화가 일어나며, 측모

두부방사선사진에서 경추의 투과상은 성장 기간 동안 형태나 크기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인다(Kim, et al., 1998). 측모두부방사선사진을 이용하여 경추골만으로 성

숙도를 평가하는 경우 수완부골방사선사진을 촬영하지 않아 추가적인 방사선 노출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amparski는 제2, 3, 4, 5, 6경추골을 관찰하고 수완부

골과 비교 시 골성숙도 평가에 차이가 없음을 밝히고 골성숙도를 6단계로 구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Lamparski, 1972). 그러나 일반적인 측모두부방사선사진에서는 

제5, 6경추골 관찰이 어려우므로 Hassel 등은 제2, 3, 4경추의 추체를 이용하여 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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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도를 평가하는 CVMI(cervical vertebrae maturation indicators)를 제시하였다

(Hassel and Farman, 1995). 

안모 형태에 따른 골성숙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상하악골의 수직적 관계보다는 전후

방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Pierce는 하악 후퇴 안모군에서는 골성숙 지

연, 하악 전돌 안모군에서는 골성숙 촉진을 보인다고 하였으며(Pierce, 1981), 국내 

연구에서는 II급 부정교합군이 III급 부정교합군에 비하여 골성숙 지연을 보였다는 보

고가 있었고(Kim and Chung, 1990), 이에 반해 부정교합에 따른 골성숙도의 차이는 

없다는 보고 또한 있었다(Kim, 1999). 

수직적 안모 형태와 성숙도의 연관성에 대해 기존에 여러 연구가 발표된 바 있으나 

주로 골성숙도가 아닌 치아성숙도에 대한 연구였으며, 이 또한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Janson 등과 Neves 등은 골격성 개방교합 및 수직적 성장 패턴을 가진 환자

에서 치아 성숙이 더 빠르다고 하였으며(Janson, et al., 1998; Neves, et al., 2005), 

Jamroz 등은 수직적 성장 패턴 및 안모 형태에 따른 치아성숙도의 차이는 없다고 하

였다(Jamroz, et al., 2006). 구 등은 단안모 형태(brachyfacial type)의 환자에서 치

아성숙도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고하였다(Koo, et al., 2010). 

수직적 안모 형태에 따른 골격의 성장 시기에 관하여 Nanda는 개방교합군과 과개

교합군으로 구분하여 종단적 연구를 시행하여 개방교합군에서 과개교합군에 비해 성

장가속기가 빨리 나타남을 보고하였으며(Nanda, 1988), Verulkar 등은 수평적 성장 

양상(horizontal growth pattern)을 가진 환자에서 수직적 성장 양상(vertical 

growth pattern)을 가진 환자에서보다 골성숙이 느린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차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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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Verulkar, et al., 2017)고 하였다. 두 연구 외에 수직적 안모 형태에 따른 골성

숙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보고된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수직적 안모 형태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전안면고경(total anterior facial 

height)에 대한 하전안면고경(lower anterior facial height)의 비율을 기준으로 실험

군을 분류하였으나, 임상적으로 수직적 골격 형태를 판단할 때 간편하고 널리 사용되

는 하악평면각(mandibular plane angle)을 기준으로 성숙도를 비교한 연구는 지금까

지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측모두부방사선사진과 수완부골방사선사진을 이용하여 수직

적 안모 형태에 따라 골성숙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경추골과 수완부골 간 

골성숙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귀무가설은 수직적 안모 형태에 따

라 경추골과 수완부골에서의 골성숙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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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5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측모두부

방사선사진 및 수완부골방사선사진을 촬영한 7-9세(84-119개월)의 여자 환자 중 

골격적으로 I급(ANB 2.0°이상 4.0°미만, Wits –5.3 mm 이상 –0.3 mm 미만) 관계

를 보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순구개열 등의 두개악안면기형이 있는 경우, 측

모두부방사선사진과 수완부방사선사진 촬영 시기가 3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성

장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은 기왕력이 있는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해당하는 59명을 두개저에 대한 하악평면각을 기준으로 하여 33.0°미만을 low 

angle group(n=16), 33.0°이상 41.0°미만을 normal angle group(n=26), 41.0°

이상을 high angle group(n=17)으로 분류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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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Low angle 

group 

Normal angle 

group 

High angle 

group 
Total 

 
 

(N=16) (N=26) (N=17) (N=59)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p value 
post-

hoc 

Age (Lat) 

(month) 
104.31 9.29 102.42 9.20 108.94 8.06 104.81 9.18 .070  

Age (HW)  

(month) 
104.25 9.21 103.15 9.30 108.47 7.67 104.98 8.98 .135  

Mandibular 

plane angle (°) 
31.59 1.70 36.80 2.16 43.96 3.05 37.45 5.23 <.001*** L<N<H 

N, number of subjects; SD, standard deviation; L, low angle group; N, normal angle group; H, high angle group 

Age (Lat), chronological age at taking lateral cephalometric radiographs 

Age (HW), chronological age at taking hand-wrist radiographs 

p value of Age (Lat) was calculated with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p values of Age (HW) and mandibular plane angle were calculated with Kruskal-Wallis test with Bonferroni correction.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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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가. 측모두부방사선사진 계측치 평가 

촬영된 측모두부방사선사진을 V-ceph 5.5(Osstem, Seoul, Korea)를 이용하여 계

측 및 분석을 시행하였다. 13개의 계측점을 선정하고, 계측점을 이용하여 8개의 선 

계측치와 8개의 각도 계측치의 값을 구하였다(Figures 1-3,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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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andmarks 

 

Table 2. Definition of landmarks 

S (Sella turcica) The center of the pituitary fossa of the spenoid bone 

N (Nasion) The most anterior point on the frontonasal suture 

Ar (Articulare) 
The intersection point of outer margin of inferior cranial base and 

posterior margin of ascending ramus 

ANS (Anterior nasal spine) The tip of the bony anterior nasal spine in the median plane 

PNS (Posterior nasal spine) 
The process formed by united projecting ends of the posterior borders of 

the palatal process of the palatal bone 

A (A-point) The point of the greatest concavity on the anterior border of the maxilla 

B (B-point) 
The point of the greatest concavity on the anterior border of the 

symphysis 

AO The point located perpendicular to the occlusal plane from A-point 

BO The point located perpendicular to the occlusal plane from B-point 

Go (constructed Gonion) 
The constructed point of intersection of ramus plane and the mandibular 

plane 

Me (Menton) The most inferior point on the symphyseal outline 

Pog (Pogonion) 
The point determined by a line drawn tangent to the symphysis from 

Nasion 

Gn (mechanical Gnathion) 
The intersection of facial plane (N-Pog) and the mandibular plane (Go-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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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its appraisal (AO-BO) 

2. TAFH (=AFH) 

(Total anterior facial height, N-Me) 

3. LAFH 

(Lower anterior facial height, ANS-Me) 

4. LAFH/TAFH ratio 

= LAFH/TAFH * 100 (%) 

5. PFH (Posterior facial height, S-Go) 

6. PFH/AFH ratio = PFH/AFH * 100 (%) 

7. Facial depth (N-Go) 

8. Facial length (S-Gn) 

Figure 2. Linear measurements 

 

1. SNA 

2. SNB 

3. ANB difference  

4. Mandibular plane angle (SN-GoMe) 

5. Björk sum (Saddle angle (N-S-Ar) + 

Articular angle (S-Ar-Go) + Gonial 

angle (Ar-Go-Me)) 

6. Gonial angle (Ar-Go-Me) 

7. Upper half of Gonial angle (Ar-Go-N) 

8. Lower half of Gonial angle (N-Go-Me) 

Figure 3. Angular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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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골성숙도 평가 

(1) 수완부골 성숙도 평가 

①  Skeletal maturity indicators (SMI) 

Fishman의 골성숙 평가방법에 따라 모지, 중지, 약지, 요골(radius)에서 6개의 부

위를 선정하여 각각을 골단의 골화 정도, 골융합의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1에서 11까

지의 골성숙 지수를 구하였다(Figure 4). 

 

Figure 4. Skeletal maturity indicators (SMI) 

SMI 1 중지 근절골의 골단과 골간단의 폭이 같아지는 시기 

SMI 2 중지 중절골의 골단과 골간단의 폭이 같아지는 시기 

SMI 3 약지 중절골의 골단과 골간단의 폭이 같아지는 시기 

SMI 4 모지척측종자골의 출현 

SMI 5 중지 말절골의 골단이 골간단에 capping 되는 시기 

SMI 6 중지 중절골의 골단이 골간단에 capping 되는 시기 

SMI 7 약지 중절골의 골단이 골간단에 capping 되는 시기 

SMI 8 중지 말절골의 골단이 골간단에 융합되는 시기 

SMI 9 중지 근절골의 골단이 골간단에 융합되는 시기 

SMI 10 중지 중절골의 골단이 골간단에 융합되는 시기 

SMI 11 요골의 골단이 골간단에 융합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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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Tanner-Whitehouse (TW) 3 method 

요골(radius), 척골(ulna), 중수골(metacarpals) I, III, V, 근위지골(proximal 

phalanges) I, III, V, 중지골(middle phalanges) III, V, 원위지골(distal phalanges) I, 

III, V의 13개의 골에서 각각의 성숙도를 등급을 매겼다. 척골은 A에서 H 등급을 부

여하고, 나머지는 A에서 I 등급을 부여하는데, A 등급은 골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단

계이며, I 등급(척골에서는 H등급)은 골단(epyphysis)이 골간단(metaphysis)과 융

합하는 단계로 골성숙의 마지막 단계이다. 등급을 매긴 후 생물학적 가중치가 부여된 

점수로 환산하여 골성숙 점수를 계산하였으며(RUS score, 0에서 1000 사이의 값으

로 측정됨), 골연령표에 따른 연령을 구한 후 12를 곱하여 TW3 bone age를 월 나이

로 계산하였다(Figure 5, Tables 3-4). 

  

 

  

1. Radius 

2. Ulna 

3. Metacarpals I 

4. Metacarpals III 

5. Metacarpals V 

6. Proximal phalanges I 

7. Proximal phalanges III 

8. Proximal phalanges V 

9. Middle phalanges III 

10. Middle phalanges V 

11. Distal phalanges I 

12. Distal phalanges III 

13. Distal phalanges V 

Figure 5. 13 measurement parts of the hand using 

the Tanner-White (TW) 3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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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US (radius, ulna, short) skeletal maturity score 

 

 

  

 
Ratings 

 
A B C D E F G H I 

Radius 0 23 30 44 56 78 114 160 218 

Ulna 0 30 33 37 45 74 118 173 
 

Metacarpals 
         

I 0 8 12 18 24 31 43 53 67 

III 0 5 8 12 16 23 37 47 53 

V 0 6 9 12 17 23 35 48 52 

Proximal phalanges 
         

I 0 9 11 14 20 31 44 56 67 

III 0 5 7 12 19 27 37 44 54 

V 0 6 7 12 18 26 35 42 51 

Middle phalanges 
         

III 0 6 8 12 18 27 36 45 52 

V 0 7 8 12 18 28 35 43 49 

Distal phalanges 
         

I 0 7 9 15 22 33 48 51 68 

III 0 7 8 11 15 22 33 37 49 

V 0 7 8 11 15 22 32 3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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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anner-White (TW) 3 bone age for skeletal maturity score 
 

Maturity 

score 

Bone age 

(years) 

Maturity 

score 

Bone age 

(years) 

Maturity 

score 

Bone age 

(years) 

Maturity 

score 

Bone age 

(years) 

126 2.0 262 5.3 404 8.6 667 11.9 

130 2.1 265 5.4 409 8.7 676 12.0 

134 2.2 269 5.5 415 8.8 685 12.1 

139 2.3 273 5.6 421 8.9 695 12.2 

143 2.4 277 5.7 427 9.0 705 12.3 

148 2.5 281 5.8 434 9.1 714 12.4 

153 2.6 284 5.9 441 9.2 724 12.5 

158 2.7 288 6.0 448 9.3 735 12.6 

163 2.8 292 6.1 455 9.4 745 12.7 

168 2.9 296 6.2 462 9.5 755 12.8 

174 3.0 301 6.3 470 9.6 766 12.9 

178 3.1 305 6.4 478 9.7 776 13.0 

182 3.2 309 6.5 485 9.8 787 13.1 

186 3.3 313 6.6 493 9.9 798 13.2 

191 3.4 318 6.7 501 10.0 809 13.3 

195 3.5 322 6.8 509 10.1 820 13.4 

200 3.6 327 6.9 518 10.2 832 13.5 

204 3.7 331 7.0 526 10.3 843 13.6 

209 3.8 335 7.1 535 10.4 855 13.7 

214 3.9 339 7.2 543 10.5 867 13.8 

219 4.0 343 7.3 552 10.6 879 13.9 

222 4.1 347 7.4 561 10.7 891 14.0 

225 4.2 351 7.5 570 10.8 902 14.1 

228 4.3 355 7.6 579 10.9 912 14.2 

231 4.4 359 7.7 589 11.0 923 14.3 

234 4.5 363 7.8 597 11.1 933 14.4 

238 4.6 367 7.9 605 11.2 944 14.5 

241 4.7 372 8.0 614 11.3 955 14.6 

244 4.8 377 8.1 622 11.4 966 14.7 

248 4.9 382 8.2 631 11.5 978 14.8 

251 5.0 387 8.3 640 11.6 989 14.9 

255 5.1 393 8.4 649 11.7 1000 15.0 

258 5.2 398 8.5 658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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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추골 성숙도 평가 

①  Cervical vertebrae maturation indicators (CVMI) 

Hassel이 고안한 분류법에 따라 측모두부방사선사진으로 촬영한 제2, 3, 4경추골의 

추체를 관찰하여 1에서 6까지의 골성숙 지수를 구하였다(Figure 6, Table 5). 

 

Figure 6. Cervical vertebrae maturation indicators (CV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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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ervical vertebrae maturation indicators (CVM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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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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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ition 

• Moderate amount of adolescent growth expected. 

• Distinct concavities in lower borders of C2 and C3. 

• C4 developing concavities in lower border of body. 

• C3 and C4 are rectangular in shap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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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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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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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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분석방법 

자료의 통계 분석은 SPSS software(IBM SPSS Statistics Version 20) 프로그램

을 이용하였다. 세 군 간의 계측치 비교 시 Shapiro-Wilk test 검정을 실시하여 정

규성을 만족한 항목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ANOVA))

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Bonferroni test를 시행하였다.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은 항목은 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Bonferroni 

correction을 시행하였다. 골성숙도와 하악평면각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시행하였고, 상관계수(r)가 0.4 이하일 

경우 약한 상관관계, 0.4 이상 0.6 이하일 경우 중등도의 상관관계, 0.6 이상의 경우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간주하였다(Prion and Haerling, 2014). p value < 

0.05 일 때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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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측모두부방사선사진 촬영시의 평균 연령은 104.81 ± 9.18 개월, 수완부골방사선

사진 촬영시의 평균 연령은 104.98 ± 8.98 개월로 거의 일치하였다(Table 1). 평균 

ANB 각도는 2.81˚ ± 0.65˚였다. 세 군 간 측모두부방사선사진 및 수완부골방사선사

진 촬영시의 연령과 ANB 각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악평면각의 평균값은 각 

군에서 31.59˚, 36.80˚, 43.96˚로 계측되었다(p < 0.001) (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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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모두부방사선사진 계측치 

 

가. Linear measurements 

Wits 값은 세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안면고경(TAFH or AFH)과 하전안

면고경(LAFH)은 high angle group에서 다른 군보다 큰 값을 보였으며(p < 0.001), 

하전안면고경 대 전안면고경의 비율(LAFH/TAFH ratio)은 세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후안면고경(PFH)은 low angle group에서 high angle group보다 큰 값을 보

였으며, 후안면고경 대 전안면고경의 비율(PFH/AFH ratio)은 low angle, normal 

angle, high angle group 순으로 작아지는 값을 보였다(p < 0.001). Facial depth와 

facial length의 길이는 세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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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Lateral cephalometric measurements (linear) 

 

Low angle 

group 

Normal angle 

group 

High angle 

group 
Total 

  

(N=16) (N=26) (N=17) (N=59)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p value 
post- 

hoc 

Wits 

(mm) 
-2.37 1.63 -3.13 1.48 -3.37 1.58 -2.99 1.57 .105 

 

TAFH (AFH) 

(mm) 
112.68 4.15 115.14 5.04 120.97 5.39 116.15 5.83 <.001*** 

L<H, 

N<H 

LAFH 

(mm) 
62.20 3.28 64.55 3.64 68.98 4.76 65.19 4.65 <.001*** 

L<H, 

N<H 

LAFH/TAFH 

ratio (%) 
55.46 1.93 56.06 2.02 56.99 2.33 56.17 2.14 .111 

 

PFH 

(mm) 
75.20 3.57 72.30 4.33 69.53 3.29 72.29 4.35 <.001*** L>H 

PFH/AFH 

ratio (%) 
66.74 2.05 62.78 2.08 57.53 2.55 62.33 4.12 <.001*** L>N>H 

Facial depth 

(mm) 
113.30 4.70 111.27 5.91 111.00 4.96 111.74 5.34 .393 

 

Facial length 

(mm) 
115.85 4.57 112.27 8.83 115.13 5.76 114.06 7.13 .223 

 

N, number of subjects; SD, standard deviation; L, low angle group; N, normal angle group; H, high angle group 

p values of TAFH, LAFH, LAFH/TAFH ratio, PFH, PFH/AFH ratio, facial depth and facial length were 

calculated with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with Bonferroni test. 

p value of Wits was calculated with Kruskal-Wallis test.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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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ngular measurements 

SNA, SNB 각도는 low angle, normal angle, high angle group 순으로 작아지는 

값을 보였으나(p < 0.001), ANB 각도는 세 군에서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하악평

면각의 평균값은 각 군에서 31.59˚, 36.80˚, 43.96˚로 계측되었으며 세 군 간 유의차

가 있었다(p < 0.001). Björk sum 또한 세 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우각(gonial angle)은 high angle group에서 다른 군보다 큰 값을 보였는데(p < 

0.001), 상부각(upper half of gonial angle)은 세 군 간 차이가 없었으나 하부각

(lower half of gonial angle)은 low angle, normal angle, high angle group 순으로 

커지는 값을 보였다(p < 0.001) (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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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Lateral cephalometric measurements (angular) 

 

Low angle 

group 

Normal angle 

group 

High angle 

group 
Total 

  

(N=16) (N=26) (N=17) (N=59)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p value 
post- 

hoc 

SNA (°) 81.65 2.05 79.89 2.07 77.23 2.15 79.60 2.66 <.001*** L>N>H 

SNB (°) 79.70 3.98 77.03 2.17 74.27 2.11 76.96 3.40 <.001*** L>N>H 

ANB 

difference (°) 
2.58 0.64 2.86 0.61 2.96 0.71 2.81 0.65  .151 

 

Mandibular 

plane angle (°) 
31.59 1.70 36.80 2.16 43.96 3.05 37.45 5.23 <.001*** L<N<H 

Björk sum (°) 391.59 1.70 396.80 2.16 403.96 3.05 397.45 5.23 <.001*** L<N<H 

Gonial angle (°) 119.14 4.49 122.43 5.08 128.16 3.43 123.19 5.63 <.001*** 
L<H, 

N<H 

Upper  

half (°) 
47.93 3.60 47.40 3.29 47.94 2.21 47.70 3.07  .808 

 

Lower  

half (°) 
71.21 2.87 75.03 2.93 80.23 2.68 75.49 4.42 <.001*** L<N<H 

N, number of subjects; SD, standard deviation; L, low angle group; N, normal angle group; H, high angle group 

p values of SNA and gonial angles were calculated with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with 

Bonferroni test. 

p values SNB, ANB, mandibular plane angle and Björk sum were calculated with Kruskal-Wallis test with 

Bonferroni correction.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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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골성숙도 

 

수완부골 성숙도 평가 시 SMI와 TW3 bone age는 low angle, normal angle, high 

angle group 순으로 그 값이 증가하였으며, high angle group에서 low angle group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값을 보였다(p < 0.05). 경추골 성숙도를 평가하는 CVMI

는 low angle, normal angle, high angle group 순으로 그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SMI의 중위값은 low angle group에서 2, normal 

angle과 high angle group에서 3이었다. CVMI의 중위값은 low angle과 normal 

angle group에서 1, high angle group에서 2의 값을 보였다(Table 8, Figures 7-8). 

산포도에서 SMI, TW3 bone age, CVMI 각각과 하악평면각 사이에 뚜렷한 선형관

계를 보이지 않았다(Figures 9-11). 상관관계 분석 시 각각의 골성숙도와 하악평면

각 사이는 모두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SMI와 TW3 bone age 사이는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다. 수완부골 성숙도인 SMI, TW3 bone age와 경추골 성숙도인 CVMI 

사이는 중등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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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ean values, medians, ranges and standard deviations of SMI (skeletal maturity indicators), TW (Tanner-

Whitehouse) 3 bone age and CVMI (cervical vertebrae maturation indicators) 

 

Low angle group 

(N=16) 

Normal angle group 

(N=26) 

High angle group 

(N=17) 

Total 

(N=59)   

 
Mean Med Range SD Mean Med Range SD Mean Med Range SD Mean Med Range SD 

p 

value 

post-

hoc 

SMI 2.06 2 1-3 0.68 2.81 3 1-6 1.5 3.35 3 2-7 1.41 2.76 3 1-7 1.37 .014* L<H 

TW3 

bone age 

(month) 

106.24 108.6 
79.2-

126.0 
14.02 115.66 119.4 

81.0-

140.4 
19.97 122.72 120.0 

96.0-

158.4 
16.29 115.14 115.8 

79.2-

158.4 
18.29 .032* L<H 

CVMI 1.44 1 1-3 0.51 1.57 1 1-3 0.69 1.74 2 1-3 0.81 1.58 1 1-3 0.68 .437 
 

N, number of subjects; Med, median; SD, standard deviation; L, low angle group; N, normal angle group; H, high angle group 

p value of TW3 bone age was calculated with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with Bonferroni test. 

p values of SMI and CVMI were calculated with Kruskal-Wallis test with Bonferroni correction.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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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Box plot showing the medians, interquartile values and ranges of SMI (skeletal 

maturity indicators) 
The horizontal broad line in each boxplot represents the median. The horizontal line in the box shows 25% 

and 75% quartiles, and lines outside the box shows the 5th and 95th percentiles. º shows outliers. 
 

 

 
Figure 8. Box plot showing the medians, interquartile values and ranges of CVMI (cervical 

vertebrae maturation indicators) 
The horizontal broad line in each boxplot represents the median. The horizontal line in the box shows 25% 

and 75% quartiles, and lines outside the box shows the 5th and 95th percent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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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Scatter plot of the SMI (skeletal maturity indicators) versus Mandibular plane 

angle 

 

 

Figure 10. Scatter plot of the TW (Tanner-Whitehouse) 3 bone age versus Mandibular plane 

angle 

 



 

26 

 

 

Figure 11. Scatter plot of the CVMI (cervical vertebrae maturation indicators) versus 

Mandibular plane angle 
 

 

Table 9.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MI (skeletal maturity indicators), CVMI (cervical 

vertebrae maturation indicators), TW (Tanner-Whitehouse) 3 bone age and Mandibular 

plane angle 

 

Mandibular plane 

angle (°) 
SMI 

TW3 bone age 

(month) 
CVMI 

Mandibular plane 

angle (°)  
.391*** .333** .259* 

SMI .391*** 
 

.829*** .580*** 

TW3 bone age 

(month) 
.333** .829*** 

 
.463*** 

CVMI .259* .580*** .463***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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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에서는 최대성장기 전 시기의 정상적인 전후방 골격 관계를 가진 여아를 대

상으로 수직적 안모 형태에 따라 골성숙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경추골과 수

완부골에서의 골성숙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그 동안 상하악골의 전후방 관계에 따른 골성숙도에 대한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

면, 연관성 여부에는 논란이 있었으나 하악 후퇴 안모군에서는 골성숙 지연, 하악 전

돌 안모군에서는 골성숙 촉진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Pierce, 1981), 정상 교합

군 및 III급 부정교합군에 비하여 II급 부정교합군에서 골성숙도가 지연되었다는 보고

가 있었다(Kim and Chung, 1990). 따라서 상하악골의 전후방 관계에 따라 골성숙도

에 차이가 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II, III급 부정교합을 가진 환자를 제외하고 

ANS 2.0°이상 4.0°미만의 I급 부정교합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Wits 값이 

정상 범위(-2.8 mm ± 2.5 mm)에서 벗어나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수직적 안모 형태와 성장 발육의 연관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전안면고경

에 대한 하전안면고경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개방교합군과 과개교합군으로 분류하

였으며(Jamroz, et al., 2006; Janson, et al., 1998; Nanda, 1988; Neves, et al., 

2005), 국내 연구에서는 수직적 안모형태와 치아성숙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Ricketts의 VERT index를 이용하였으나(Koo,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임상적

으로 간편하고 널리 사용되는 하악평면각을 기준으로 군을 분류하였다. 한국인 7, 8, 

9세 여아의 하악평면각의 평균은 각 37.13˚ ± 4.30˚, 37.01˚ ± 4.25˚, 3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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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였으며(Park and Sohn, 1989), 사춘기 최대성장기 이전(SMI 1-4)의 여아에서 

하악평면각의 평균은 37.20˚ ± 4.44˚(Kim, et al., 1999)라는 기존 연구 결과를 바

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의 하악평면각의 평균을 37.0˚ ± 4.0˚로 정의하였고, 33.0°

미만인 경우 low angle group, 33.0°이상 41.0°미만인 경우 normal angle group, 

41.0°이상인 경우 high angle group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완부골 성숙도 평가시 SMI와 TW3법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

다. Fishman에 의해 제시된 SMI는 객관적이면서도 신뢰도가 높고 골성숙도를 용이하

게 판별할 수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Tanner와 Whitehouse에 의해 1950년대 영

국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된 TW법의 표준치는 TW2법을 거쳐 1990년대 유럽과 북

미 소아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TW3법으로 2001년에 개정되었는데, 중국 소아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아는 10세까지, 남아는 12세까지 골성숙이 TW3 표준치와 일

치하였으며 일본의 표준치와도 비슷하다고 하였으므로 TW3법을 이용한 골연령 측정

은 동양인에서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Ashizawa, et al., 2005). TW법은 13개의 

RUS(radius, ulna, short bones) bone과 7개의 Carpal bone에서의 점수를 각각 합

산하여 골성숙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이며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

소 복잡하고 평가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평가자의 숙련도를 요한다는 단점이 있다

(Kim, et al., 2008; Milner, et al., 1986; Roche, et al., 1971). RUS와 Carpal 골연

령 비교 시 RUS가 앞섰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나(Lejarraga, et al., 1997), Tanner

는 남아에서 2-13세, 여아에서 2-11세까지 RUS와 Carpal 골연령이 일치하였으며 

대부분의 상황에서 RUS score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였기에(Tanner,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RUS score만을 사용하여 골연령을 계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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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와 TW3법 모두 왼손을 전후방향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완부골방사선사진은 모두 오른손을 촬영한 영상이었다. 그러나 8-20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왼손과 오른손의 SMI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Safer, 

et al., 2014), TW3법으로 우세손과 비우세손의 골연령 차이 분석 시 9, 10세 집단에

서 비우세손의 척골(ulna) 점수가 약간 낮게 나타난 것 외에 우세손과 비우세손의 차

이가 없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으므로(Shin, et al., 2014), 본 연구에서 오른손을 이용

하여 골성숙도를 평가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SMI와 TW3 bone age 모두 high angle group에서 low angle group

보다 큰 값을 보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Low angle group과 high angle 

group 간 SMI는 1.29, TW3 bone age는 16.48개월의 차이를 보였으며(Table 8), 

Janson 등이 치료시기에 있어서 6개월 이상의 차이를 보이면 임상적 의의가 있다고 

한 바를 고려하면(Janson, et al., 1998), high angle group에서 low angle group보다 

수완부의 골성숙이 더 빠르게 일어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악평면각이 큰 경우 더 빠른 수완부 골성숙도를 보인 이유를 고찰해보면, 우선 

high angle group에서 low angle group보다 수완부골방사선사진 촬영 연령이 3.4개

월 더 높았음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골연

령은 이보다 훨씬 큰 16.48개월의 차이를 보였으므로 방사선사진 촬영 연령을 원인

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sampling 시의 오류를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연히 high angle 

group 대상자에서 수완부 골성숙도가 높은 사람이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 골성숙도 

대 하악평면각의 산포도에서 뚜렷한 선형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골성숙도와 하악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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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상관관계 분석 시 낮은 상관계수를 보였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성장 양상에 따라 성숙도에 차이가 나는 이유로 신장의 크고 작

음에 따른 성장의 차이와 관련 있을 수 있으며(Nanda, 1988), 유전적 특성과 더불어 

각 안면 형태에 따른 내재적 특성 때문일 수 있다(Neves, et al., 2005)고 언급하였

으나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한 연구는 없었다. 

하악골의 성장 방향은 수직적 안모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 성장이 일어나는 동안 

하악골은 전두개저에 대해 전하방으로 움직이고 하악골의 성장 변화는 하악의 전방회

전이나 후방회전을 일으키며 하악 과두의 성장방향과 하악골의 회전은 뚜렷한 연관이 

있다. 수직적 과두 성장의 경우 하악평면각이 감소하고 하악골이 전방회전 양상을 보

이며 과개교합이 많이 발생하고, 수평적 과두 성장의 경우 하악평면각이 증가하고 하

악골이 후방회전 양상을 보이며 개방교합이 많이 발생한다(Skieller, et al., 1984). 

따라서 low angle을 과개교합과, high angle을 개방교합과 연관 지어 생각한다면,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개방교합군에서 과개교합군보다 성장가속기가 빨리 나타난다는 기

존의 연구 결과(Nanda, 1988)와 상통할 것이다. 그러나 Nanda의 연구에서는 하전안

면고경 대 전안면고경의 비율을 기준으로 군을 분류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 군 간 

하전안면고경 대 전안면고경의 비율의 유의차가 없었다. 또한 Nanda의 연구에서는 

개방교합군과 과개교합군 간 후안면고경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본 연구

에서는 후안면고경 및 후안면고경 대 전안면고경의 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하악평면각 기준의 분류법을 수직적 안모 형태와 성숙도

에 관한 기존 연구들(Janson, et al., 1998; Nanda, 1988; Neves, et al., 2005)에서 

주로 사용하였던 하전안면고경 대 전안면고경의 비율 기준의 분류와 같다고 간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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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렵지만, 수직적 안모 형태를 가질수록 수완부의 골성숙이 빠른 경향을 보인다고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low angle, normal angle, high angle group 순으로 SNA와 SNB 각도

가 유의하게 작아지는 값을 보이며, high angle group에서 다른 군보다 우각(gonial 

angle)이 큰 값을 보여 수직적 성장 방향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low 

angle, normal angle, high angle group 순으로 우각의 하부각(lower half of gonial 

angle)이 유의하게 큰 값을 보였는데, 하부각은 하악체의 경사를 결정하며 하부각이 

클수록 하악의 성장 방향이 수직적이라는 기존 연구와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Skieller, et al., 1984). 

그러나 세 군 간 안면 깊이(facial depth)와 안면 길이(facial length)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안면 깊이는 후하방 성장 양상 환자에서, 안면 길이는 전하방 

성장 양상의 환자에서 증가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Ricketts, 1961)와 일치하지 않

는 결과였다. 오히려 low angle, normal angle, high angle group 순으로 안면 깊이가 

약간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본 연구가 횡단적 연구이므로 개인에 따른 길

이 계측치 값의 변이가 컸기 때문으로 추측되며, 종단적 연구를 실시하여 각 개인에 

따른 길이 계측치의 변화를 살펴본다면 본 연구에서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

을까 생각된다. 

경추골 성숙도 평가는 추가적인 수완부골방사선사진을 촬영하지 않고 교정치료 시

에 통상적으로 촬영하는 측모두부방사선사진을 이용하여 골성숙도를 판단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Lamparski, 1972). O'Reilly와 Yanniello는 하악 성장이 경추의 골연

령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고(O'Reilly and Yanniello, 1988) 국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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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SMI와 CVMI가 0.7-0.8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Kim, et al., 

2011).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수완부 골성숙도(SMI, TW3 bone age)와 CVMI 사이

의 상관계수는 각 0.580, 0.463으로 높지 않은 값을 보였다. 또한 하악평면각이 큰 

군일수록 CVMI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했으나 수완부골 평가 시 나타났던 골

성숙도의 유의한 차이가 경추골 평가 시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수완부골 성숙

도 평가 시에 비해 경추골 성숙도 평가 시의 분류 단계가 더 적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CVMI와 하악평면각 사이에 낮은 상관관계(r=0.259)를 보였기 때문에, 아동

의 수직적 안모 형태에 따른 성장발육 평가 시 수완부골 방사선사진을 추가적으로 촬

영하여 골성숙도를 면밀히 평가하는 것이 권장된다. 

본 연구에서 수직적 안모 형태와 골성숙도 사이의 명확한 연관성을 규명하지는 못

하였으나, high angle group에서 low angle group보다 수완부골 성숙도가 더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교정치료의 시작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high angle 환자에

서 low angle 환자에서보다 치료를 더 일찍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SMI, TW3법)으로 수완부 골성숙도를 평가하였는데 

두 방법에서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모두 유의하였다. 따라서 임상에 적

용 시 상대적으로 복잡한 TW3법 대신 간단하고 빠른 SMI를 사용하여 수완부 골성

숙도를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유사한 주제의 연구가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국내에

서는 수직적, 수평적 골격형태에 따른 경추골 성숙도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Ko, et al., 2009) 수완부골 성숙도를 평가한 연구는 없었으며, 두개안면의 성장 양

상을 파악할 때 임상적으로 간편하고 널리 사용되는 하악평면각을 기준으로 하여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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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7-9세의 사춘기 전 연령에서 여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되었기에 하악평

면각이 전반적 성장 발육을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더 높은 연령대와 남녀 모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10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

하여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으므로 시대에 따른 성장발육 속도의 변화가 존재했을 가

능성이 있고, 군 간 연구대상 수가 같지 않고 normal angle group에 비해 low angle 

group과 high angle group의 수가 적었으며, 종단적 연구가 아닌 횡단적 연구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하여 누년적인 연구를 시행한다면 보다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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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수직적 안모 형태와 골성숙도 간의 연관성을 평가하고 경추골과 수완부골 간 골성

숙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7-9세의 골격성 I급 여아를 대상으로 하여 하악평면각

을 기준으로 low angle, normal angle, high angle group으로 분류하였고 SMI, TW3, 

CVMI를 이용하여 골성숙도를 측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수완부골 성숙도 평가 시 SMI와 TW3 bone age 모두 high angle group에서 low 

angle group보다 큰 값을 보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5). 

 

2. Low, normal, high angle group 간 경추골 성숙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05). 

 

3. 하악평면각과 골성숙도(SMI, TW3, CVMI)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r=0.391, 

0.333, 0.259). 

 

SMI와 TW3법을 이용하여 수완부골 성숙도 평가 시 high angle group에서 low 

angle group보다 골성숙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값을 보였다. 또한 수직적 안모 

형태와 골성숙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수

완부골 성숙도 평가 시 관찰되었던 수직적 안모 형태에 따른 골성숙도의 유의한 차이

가 경추골 분석 평가 시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아동의 수직적 안모 형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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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성장 발육의 평가 시 수완부골 방사선사진을 추가적으로 촬영하여 경추골과 비교

하여 골성숙도를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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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on of skeletal maturity of the 

cervical vertebrae and the hand-wrist 

depending on vertical facial types 

 

Ye-Seul Lee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 Chung-Ju Hwang, D.D.S., M.S., PhD) 

 

 

Assessment of growth and development in growing orthodontic patients is 

essential for planning appropriate treatment time and metho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difference in skeletal maturity according to the 

vertical facial types using lateral cephalometric radiographs and hand-wrist 

radiographs, and to compare the difference in skeletal maturity of the cervical 

vertebrae and the hand-w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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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59 girls aged 7 to 9 who have a skeletal Class I relationship, they were 

categorized to 3 groups (low angle group - less than 33.0˚, normal angle group 

- 33.0˚ or more and less than 41.0˚, and high angle group - greater than 41.0˚) 

according to the mandibular plane angle. In order to compare the difference of 

skeletal maturity according to each group, skeletal maturity was measured by 

SMI (skeletal maturity indicators) and TW (Tanner-Whitehouse) 3 method on 

the hand-wrist radiographs, and was measured by CVMI (cervical vertebrae 

maturation indicators) on the lateral cephalometric radiograph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When assessing skeletal maturity of the hand-wrist, both SMI and TW3 

bone age were higher in the high angle group than in the low angle group, 

and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05). 

2.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keletal maturity of the cervical 

vertebrae between 3 groups (p > 0.05). 

3.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weak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mandibular plane angle and skeletal maturity (SMI, TW3, CVMI) (r=0.391, 

0.333, 0.259). 

There was a weak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vertical facial types and 

skeletal maturity, and skeletal maturity of the hand-wrist was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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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in the high angle group than in the low angle group.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keletal maturity of the cervical vertebrae according 

to vertical facial types. Therefore, taking additional hand-wrist radiographs is 

necessary to closely evaluate skeletal maturity by comparing with the cervical 

vertebrae in assessment of growth and development of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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