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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성조숙증 여자 환자의  

경추골과 수완부골 성숙도 평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강성태 

( 지도 교수 : 황 충 주 ) 

 

전 세계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영양섭취가 좋아짐에 따라 아이들의 사춘기 시

작 시기가 더 빨라지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여아에서 더욱 빨라지고 있다. 2차 성징

이 여자에서 만 8세 이전, 남자에서 만 9세 이전에 사춘기가 일찍 시작되는 현상을 

성조숙증이라 하며 근래에 국내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측모두부방사선사진과 수완부골방사선사진을 분석하여 성조숙증

의 유무에 따라 골 성숙도와 골격적 성장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경추골

과 수완부골의 성숙도의 차이와 어떠한 분석법이 성조숙증 환자에서 골 성숙도 판별

에 가장 유의미한지에 대해 비교하였다. 

2014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영남대학교 소아청소년과에서 진성 성조숙증으

로 진단된 70명의 여아(평균 연령, 8.58±0.5세)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교정과

에 2009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내원한 같은 연령대의 환자들 중에 특별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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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몬 치료를 받지 않은 여아 48명(평균 연령, 8.67 ± 0.7세)를 선정하였다. 성조숙

증군과 대조군 모두에게서 측모두부방사선사진과 수완부골방사선사진을 촬영하여 

Cervical vertebrae maturation indicators (CVMI), Skeletal maturity indicators 

(SMI), Tanner-White 3(TW3) method 로 골 성숙도를 평가 하였다. 측모두부방사

선사진에서 선 계측치와 각도 계측치를 통해 골격적인 양상을 분석하였다. 

1. CVMI, SMI, TW3 모두 성조숙증 환자군에서 골 성숙도가 증가하여 큰 수치를 

보였고, SMI, TW3 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으나(p <0.001) CVMI는 통계적 유

의성이 없었다. 

2. 측모두부방사선사진 계측에서 성조숙증 환자군의 상하악골 길이성장과 하악평면의 

감소가 나타났다. 골격성 I, II급(p <0.05), III급(p <0.01) 모두에서 성조숙증 환자

군의 posterior facial height가 크게 나왔으며, II급(p <0.001) 과 III급(p <0.05) 

에서 하악평면각의 감소가 더 두드러지게 나와 단안모의 경향성을 나타낸다. 

3. 성조숙증과 SMI, TW3 간의 상관관계분석에서 SMI는 중등도에 근접한 양의 상

관관계(r=0.492, p <0.001), TW3 골 연령은 약한 양적 상관관계(r =0.339)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 <0.001).  

4. 성조숙증과 CVMI 간의 상관관계분석에서 CVMI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5. 방사선사진을 촬영한 연대연령과 SMI, TW3, CVMI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TW3 골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의 상관관계(r=0.398)로 나타났다(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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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에 비해 성조숙증 환자들의 골 연령이 빨라지며, 상하악골의 길이 성장 및 

하악평면각의 감소가 일어났다. 골 성숙도평가에 있어서 SMI가 CVMI에 비해 골 연

령과 더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다. 성조숙증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에 추세

에서, 정기적인 골 성숙도 평가가 중요하며,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측모두부방사선

사진 뿐만 아니라, 수완부골방사선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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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숙증 여자 환자의  

경추골과 수완부골 성숙도 평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강성태 

( 지도 교수 : 황 충 주 ) 

 

Ⅰ. 서론 

 

  두개안면복합체의 성장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나게 되는 연속적인 사건으로 개개

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성장 시기에 따라 속도의 차이가 발생 한다. 개개인의 성장 평

가를 하며 관찰 하는 것이 중요하며, 안면 성장의 예측은 개개인의 악골 성장의 불균

형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성장 가속기의 시기를 인지하여 치료 시기를 

결정하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Bishara, 2000). 

임상적 연구에 의하면 사춘기의 최대 성장에서 하악골 성장의 강도, 발현 시작, 기간 

등은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악정형 장치의 효과는 하악골 성장 속도에 영향을 받

은 관절 연골의 반응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악정형 장치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 시기

는 하악골의 성장이 최대일 때이다(Malmgren, et al., 1987; Petrovic, et al., 1990). 

전 세계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영양섭취가 좋아짐에 따라 아이들의 사춘기의 

시작 시기가 더 빨라지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여아에서 빨라지고 있다(Parent,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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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우리나라에서도 사춘기의 시작 시기가 빨라지는 추세이다. 사춘기 시작 전에

는 시상 하부의 생식샘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gonadotropin realasing hormone, 

GnRH)을 분비하는 신경 세포가 억제 되어 있다가, GnRH가 분비 되며 사춘기가 시

작 된다. 사춘기의 시작 이후 과영양과 비만 등으로 더 빨라지면 최종적인 키가 증가

되며 성장 곡선이 변화한다(Karlberg, 2002). 사춘기가 시작되고 성장의 가속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악골의 성장도 가속화 되기에, 악정형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Bjork and Helm, 1967). 

2차 성징이 여자에서 만 8세 이전, 남자에서 만 9세 이전에 사춘기가 일찍 시작되

는 현상을 성조숙증이라 한다(Mul and Hughes, 2008). 성조숙증 환자들은 성호르몬

의 이른 노출로 인하여, 골 성숙의 가속화가 일어나, 일반적으로 그들의 연대연령 보

다 더 빠른 골 연령을 나타내게 된다.  

늘어난 성조숙증 환자를 치료 함에 있어서 성장 정도를 평가할 때 골 연령이 연대

연령보다 빨라진 정도가 사춘기의 진행 속도를 항상 대변해주지는 않다는 점을 주의

해야 한다. 사춘기가 막 시작된 시기 가까이에 골 연령이 측정 된다면, 차이가 적을 

수 있고 남아의 경우에는 특히 골 성숙이 사춘기의 진행이 더 진행된 후(Tanner4-5)

에야 나타나기에 더욱이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Lazar, et al., 2001). 따라서 성조숙증 

환자를 진단 함에 있어서 정기적인 골 연령 평가가 진행 되어야 늦지 않게 치료를 시

작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경추골 분석에는 1972년 Lamparski가 제2, 3, 4, 5, 6경추

골(C2-C6)을 관찰하고 수완부골과 비교 하여 골 성숙도 평가에 차이가 없음을 밝히

고 경추골 형태로 구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Lamparski, 1972). 이후 관측이 어려



3 

운 C5, C6를 제외하여 1995년 Hassel 등은 C2-C4의 추체만으로 initiation, 

acceleration, transition, deceleration, maturation 그리고 completion 6단계로 평가

한 Cervical Vertebrae Maturation Indicators(CVMI)를 제안하였다(Hassel and 

Farman, 1995). 수완부골 성숙도 분석에는 1982년 Fishman이 thumb, third finger, 

fifth finger와 radius 부위를 선정하여 11개 단계로 구분하여 골 성숙도를 평가하도

록 제시한 Skeletal Maturity Indicator (SMI)(Fishman, 1982)와 Tanner와 

Whitehouse가 13개의 Radius, Ulna, Short bone과 7개의 Carpal bone에서의 각 골

의 성숙도에 가중치를 두어 점수를 각각 합산하여 점수화하는 Tanner-Whitehouse

법(Tanner J, Whitehouse R, 1982) 을 사용하여 골 성숙도를 평가 할 수 있다고 하

였다. 최근에는 수치가 개정되어 Tanner-Whitehouse 3(TW3)가 제시되었다. 이후 

평가 방법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어졌으며, 경추골 성숙도와 수완부골 성숙

도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경추골 성숙도 평가만으로도 수완부골 성숙도 

평가 방법을 대체 할 수 있다고 하였다(Al Khal, et al., 2008; Szemraj, et al., 2018; 

Terçarolli, 2005). 일반 환자들에 대한 성숙도 연구에 대한 결과는 많이 있으나, 성

조숙증 환자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측모두부방사선사진과 수완부골방사선사진을 분석하여 성조

숙증의 유무에 따라 골 성숙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경추골과 수완부골의 성

숙도의 차이와 어떠한 분석법이 성조숙증 환자에서 골 성숙도 판별에 가장 유의미한

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귀무가설은 성조숙증의 유무에 관계 없이 골 연령

은 경추골 성숙도와 수완부골 성숙도와 유사한 연관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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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14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영남대학교 소아청소년과에 가슴발달을 주소로 

내원한 7-9세 여아 중에 빠른 골 성숙도와 GnRH stimulation test를 통하여 

luteinizing hormone level이 peak가 5 IU/L으로 진성 성조숙증으로 진단된 환자들 

중에 두가지 혹은 그 이상의 약물치료를 한 환자들을 제외하여 총 70명을 실험군으

로 삼았다. 성조숙증은 Tanner stage 2의 외형이나, 8세 이하에서 가슴 발달이 이루

어졌고, 골령이 연대연령에 비해 최소 1년 이상 앞서간 경우로 진단 되었다. 골 연령

은 수완부골방사선사진 촬영을 동반하여 계측 하였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교정과에 2009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내원한 같은 

연령대의 환자들 중에 안면부위에 특별한 외상의 병력이 없고, 장기간의 약물 투약 

병력이 없으며, 특별한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은 여아 중 성조숙증과 조기 사춘기 진

단을 받은 환자를 제외하여 48명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특기할 만한 치아발육의 

문제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샘플의 수는 G 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Independent t 

test 와 chi square test 검증을 보았을 때 sample size가 66으로 나와 적절하다고 

판단 하였다.    

  연구대상 수집 및 자료 채득에 관하여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IRB 승인

(CRNo:2-2019-0010)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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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성조숙증 환자군과, 대조군에 대해 측모두부방사선사진과 수완부골방사선사진을 촬

영한 이후 CVMI와 SMI, TW3의 골 연령을 계측 하였다. 계측치는 한 명의 동일한 

연구원에 의하여 1달 뒤에 임의로 대조군과 성조숙증 환자군 20명을 선별, 재측정 하

여 정확도를 높였다. 연구자 내 일관성 평가에서 급내상관계수(Intra correlation 

coefficient, ICC)가 0.897~0.983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가. 측모두부방사선사진 골 성숙도 평가 

촬영된 측모두부방사선사진을 Hassel과 Baccetti가 제시한 CVMI를 이용 하여 C2, 

C3, C4 경추골의 형태에 따라서 골 성숙도 단계를 계측하였다.  

 

 

 

Figure 1. Cervical vertebrae maturation indicators(CVMI), Baccetti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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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ervical vertebrae maturation indicator(CVMI) described by Hassel et al. (1995) 

CVMIs Description 

CVM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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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MI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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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MI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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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MI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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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MI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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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MI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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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MI; cervical vertebral maturation indicator 



7 

나. 측모두부방사선사진 계측치 

측모두부방사선사진을 V-ceph 5.5 (Osstem, Seoul, Kore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

여서 9개 계측점을 설정하고 10개의 선 계측치와 7개의 각도 계측지 값을 구하였다. 

수직적(SN-GoMe), 전후방적(ANB)인 골격적인 양상별로 성조숙증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1. Anterior cranial base length (N-S) 

2. Posterior cranial base length (S-Ar) 

3. Maxillary length (ANS-PNS) 

4. Mandibular ramus height (Ar-Go) 

5. Mandibular corpus length (Go-Me) 

6. Total mandibular length (Ar-Me) 

7. Anterior facial height (N-Me) 

8. Posterior facial height (S-Go) 

9. Facial height ratio (PFH/AFH*100,%) 

10. Wits appraisal (AO-BO) 
 

       Figure 2. Linear measurements 

1. Cranial base angle (N-S-Ar) 

2. Ramal angle (SN-ArGo) 

3. Gonial angle (Ar-Go-Me) 

4. Mandibular plane angle (SN-GoMe) 

5. Maxilla-cranial base relation (SNA) 

6. Mandible-cranial base relation (SNB) 

7. Maxilla-mandible relation (ANB) 

 

 

               Figure 3. Angular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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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완부골 성숙도 평가 

(1) 수완부골 성숙도 평가 

① Skeletal maturity indicators (SMI) 

수완부골 성숙도 분석에는 Fishman이 thumb, third finger, fifth finger와 radius 

부위를 선정하여 11개 단계로 구분하여 골 성숙도를 평가하도록 제시한 Skeletal 

Maturity Indicator (SMI)를 사용하였다. 

 

 

 
Figure 4. Skeletal maturity indicators (SMI), Fishman et al. (1982) 

SMI 1 
Third finger–proximal phalanx, width of 

epiphysis as wide as diaphysis. 

SMI 2 
Third finger–middle phalanx, width of 

epiphysis as wide as diaphysis. 

SMI 3 
Fifth finger–middle phalanx, width of 

epiphysis as wide as diaphysis. 

SMI 4 Adductor sesamoid of thumb, ossification 

SMI 5 
Third finger–distal phalanx, capping of 

epiphysis 

SMI 6 
Third finger–middle phalanx, capping of 

Epiphysis 

SMI 7 
Fifth finger–middle phalanx, capping of 

epiphysis 

SMI 8 
Third finger–distal phalanx, growth plate 

fusion 

SMI 9 
Third finger–proximal phalanx, growth plate 

fusion. 

SMI 10 
Fifth finger–middle phalanx, growth plate 

fusion. 

SMI 11 Radius, growth plate fusion. 

 

WIDTH OF EPIPHYSIS     OSSIFICATION      CAPPING OF EPIPHYSIS     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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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Tanner-Whitehouse (TW) 3 method 

Tanner-Whitehouse (TW) bone age rating은 골 성숙도의 평가와 성장 후의 키 

예상에 사용 된다. Radius와 Ulna를 포함하고 1,3,5번째 손가락의 마디의 작은 뼈 

11개, 총 13개 부위를 A부터 I 혹은 H등급까지 점수를 부여, 생물학적 가중치를 부

여하고 점수를 합산하여 RUS bone score를 측정하여, 골 연령표로 환산하여 골 연령

을 산출한다. 

  

  

Figure 5. 13 measurement parts of the hand using the Tanner-White (TW) 3 method 

1. Radius  

2. Ulna 

3. 1st metacarpus  

4. 3rd metacarpus  

5. 5th metacarpus  

6. 1st proximal phalange  

7. 3rd proximal phalange  

8. 5th proximal phalange  

9. 3rd middle phalange  

10. 5th middle phalange  

11. 1st distal phalange  

12. 3rd distal phalange  

13. 5th distal phal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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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계분석방법 

SPSS software(IBM SPSS Statistics Version 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

석을 시행 하였다. 성조숙증 환자군과 대조군 비교시에 Independent t test를 이용하

여 측모두부방사선사진과 수완부골방사선사진을 촬영한 시기, TW3를 이용하여 얻은 

골 연령을 비교 하였고 측모두부방사선사진의 선과 각도 계측치로 두 군간의 유의성

을 분석하였다. 두 군간의 이후 CVMI와 SMI는 Mann-Whitney U test 검증을 시행 

하였다. 성조숙증 환자군의 경우 대조군과 비교시에 골 성숙도 분포 양상이 어떠한지 

확인 하고자 CVMI와 SMI의 분포도 차이를 Chi-square test를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성조숙증과 대조군의 비교와, 방사선 사진촬영 연령에 대한 CVMI, SMI, TW3 골 연

령에서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시행하

였다. 상관계수(r)의 값을 0.0~0.3을 매우 약한 양의 상관관계, 0.3~0.5를 약한 양의 

상관관계, 0.5~0.7을 중등도 양의 상관관계, 0.7~0.9를 강한 양의 상관관계, 0.9~1.0

을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p value < 0.05 일 때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간주하였다(Hinkle, et al., 1988). 

 

  



11 

Ⅲ.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조숙증 환자군과 대조군 모두 7-9세의 아동들로, 측모두부방사선사진 촬영시의 

평균 연령은 각각 8.58±0.5년, 8.65±0.6년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통계적 유의성

도 없었다. 수완부골방사선사진을 촬영한 시기는 8.12±1.1년, 8.67±0.7년(p<0.05)

으로 오히려 대조군의 연령이 더 높았다. TW3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한 골 연령은 

9.49±1.7년, 8.35±0.7년(p<0.001)으로 통계적으로 성조숙증 환자에서 유의미하게 

골 연령이 높게 나타났다(Table 2). 

  

Table 2. Subjects characteristics 

  
CPP (n = 70) Control group (n = 48) p value 

Age (Lat) 

(year) 
8.58 ± 0.5 8.65 ± 0.6 0.528 

Age (HW) 

(year)  
8.12 ± 1.1 8.67 ± 0.7 0.012* 

TW3 bone age 

 (year)  
9.49 ± 1.7 8.35 ± 1.5 <0.001*** 

p values were calculated by the Mann-Whitney U test 

CPP, central precocious puberty 
Age (Lat), chronological age at taking lateral cephalometric radio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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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ne age (year), used hand-wrist radiographs by Tanner-White 3 method 

* p < 0.05, *** p < 0.001 

 



12 

2. 측모두부방사선사진 계측치 분석을 통한 골격적 양상 비교  

성조숙증 환자군과 대조군의 골격적 차이를 비교하고자 측모두부방사선사진 계측을 

시행 하였다. 전후방적으로 골격성 I급(1° ANB <5°), 골격성 II급 (ANB  5°), 

골격성 III급 (ANB <1°)로 구분하였고(Bittner C, 1990), 수직적으로 mandibular 

plane angle(SN-GoMe)의 값에 따라 high-angle group (SN-GoMe  41°), 

normal-angle group(33° SN-GoMe <41°), low-angle group(SN-GoMe 

<33°)으로 구분하였다(Park, et al., 1989; Kim, et al., 1998). 

 

 

  

Table 3. Distribution of skeletal pattern among the participants according to the groups  

 
Skeletal Class I Skeletal Class II Skeletal Class III Total 

Mandibul

ar plane 
angle 

CPP 
Control 

group 

p 

value 
CPP 

Control 

group 

p 

value 
CPP 

Control 

group 

p 

value 
CPP 

Control 

group 

High 

angle 

 group 

8 

(11.2%) 

11 

(22.9%) 

0.269 

3 

(4.3%) 

4 

(8.3%) 

0.048

* 

 

2  

(4.2%) 

0.119 

11 

(15.7%) 

17 

(35.4%) 

Normal 

angle 
 group 

25  

(35.7%) 

18  

(37.5%) 

14 

(20.0%) 

2  

(4.2%) 

3  

(4.3%) 

5 

(10.5%) 

42 

(60.0%) 

25 

(52.1%) 

Low 

angle 

 group 

11 

(15.7%) 

5  

(10.4%) 

2  

(2.8%)  

4  

(5.7%) 

1  

(2.1%) 

17 

(24.3%) 

6 

(12.5%) 

Total 
44  

(62.8%) 

34  

(70.8%) 
 

19 

(27.1%) 

6 

(12.5%) 
 

7 

(10.0%) 

8 

(16.7%) 
 

  

p values were calculated by the chi-square test 

CPP, central precocious puberty 

Mandibular plane angle (SN-GoMe)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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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cephalometric measurements between two groups  

Variables     CPP Control group p value 

Linear measurements (mm) 
    

Anterior cranial base length (N-S)  
 

66.41 ± 3.07 66.29 ±3.65 0.850 

Posterior cranial base length (S-Ba)  
 

33.02 ± 3.06 32.08 ±2.83 0.094 

Maxillary length (ANS-PNS)  
 

48.87 ± 2.89 47.78 ± 2.53 0.036* 

Mandibular ramus height (Ar-Go)  
 

43.34 ± 3.81 41.07 ± 3.69 0.002** 

Mandibular corpus length (Go-Me) 
 

70.26 ± 4.04 68.44 ± 4.30 0.021** 

Total mandibular length (Ar-Me)  
 

99.65 ± 4.88 97.57 ± 4.59 0.022** 

Anterior facial height (N-Me)  
 

115.42 ± 4.89 115.38 ± 6.99 0.971 

Posterior facial height (S-Go)  
 

73.52 ± 4.32 70.38 ± 4.35 0.001*** 

Facial height ratio (%)   63.76 ±3.83 61.18 ±4.72 0.001*** 

Wits appraisal(Wits)   -1.51 ± 3.69 -2.23 ± 3.33 0.284 

Angular measurements (°) 
    

Cranial base angle (N-S-Ar) 
 

125.95 ± 5.28 125.19 ± 5.95 0.468 

Ramal angle (SN-ArGo) 
 

94.69 ± 4.06 90.67 ± 10.13 0.012* 

Gonial angle (Ar-Go-Me) 
 

121.14 ± 5.75 124.67 ± 7.13 0.004** 

Mandibular plane angle (SN-GoMe) 
 

35.83 ± 4.93 39.03 ± 6.56 0.003** 

Maxilla-cranial base relation (SNA) 
 

79.99 ± 3.59 78.14 ± 3.73 0.008** 

Mandible-cranial base relation (SNB) 
 

76.39 ± 3.07 75.17 ± 4.09 0.066 

Maxilla-mandible relation (ANB)   3.64 ± 2.47 3.00 ± 2.21 0.150 

p values were calculated by the independent t test 

CPP, central precocious puberty 

* p < 0.05, ** p < 0.01, ***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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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cephalometric measurements between two groups for each skeletal pattern 

  Skeletal Class I   Skeletal Class II   Skeletal Class III 

Variables   
CPP 

(N=44) 

Control 

group  

(N=34) 

p 

value 

 
CPP 

(N=19) 

Control 

group 

(N=6) 

p  

value 

 
CPP 

(N=7) 

Control 

group 

(N=8) 

p 

value 

Linear measurements (mm) 
    

        

Anterior cranial base length (N-S)   66.59±3.03 65.98±2.82 .368  65.91±3.54 66.44±7.41 .812  66.64±1.98 67.59±3.42 0.531 

Posterior cranial base length (S-Ba)   32.89±3.23 32.47±3.03 .561  33.61±2.69 32.76±1.00 .261  32.24±3.04 29.93±1.82 0.093 

Maxillary length (ANS-PNS)   48.57±2.90 48.00±2.69 .381  49.91±3.06 48.19±1.54 .201  47.96±1.64 46.39±2.24 0.151 

Mandibular ramus height (Ar-Go)   43.50±3.55 41.41±3.98 .017*  42.07±4.09 38.69±3.01 .076  45.83±3.80 41.56±2.20 0.018* 

Mandibular corpus length (Go-Me)  70.68±4.21 68.83±4.18 .058  69.34±3.73 63.38±3.79 .002**  70.10±3.89 70.53±2.11 0.790 

Total mandibular length (Ar-Me)   100.21±4.34 98.28±4.55 .061  98.48±5.89 93.08±4.89 .054  99.35±5.31 97.91±2.62 0.508 

Anterior facial height (N-Me)   115.61±4.60 115.19±6.89 .756  116.31±5.35 120.30±8.46 .180  111.85±4.45 112.50±4.80 0.789 

Posterior facial height (S-Go)   73.54±4.51 71.04±4.69 .020*  72.89±4.01 68.36±3.74 .023*  75.10±4.04 69.06±2.24 0.003** 

Facial height ratio (%)  63.65±3.75 61.82±4.41 .051  62.72±3.33 57.10±6.38 .009**  67.25±4.15 61.55±3.58 0.013 

Wits appraisal(Wits)  -1.91±3.18 -2.65±1.97 .212  0.95±3.57 3.17±4.58 .226  -5.71±2.21 -4.50±3.07 0.402 

Angular measurements (°) 
 

     
 

            

Cranial base angle (N-S-Ar)  125.85±6.13 124.83±4.98 .433  125.97±3.43 128.30±10.7 .404  126.51±3.81 124.42±5.48 0.413 

Ramal angle (SN-ArGo)  94.58±4.37 89.06±10.30 .006**  95.00±3.77 96.07±6.22 .609  94.59±3.12 93.45±10.67 0.790 

Gonial angle (Ar-Go-Me)  121.26±5.68 124.58±4.68 .007**  122.54±5.31 131.13±12.81 .165  116.72±5.94 120.30±7.79 0.341 

Mandibular plane angle (SN-GoMe)  35.83±4.78 38.12±5.41 .051  37.54±4.40 47.20±8.72 .001***  31.17±4.82 37.01±5.22 0.043* 

Maxilla-cranial base relation (SNA)  79.85±3.32 78.94±2.86 .207  81.69±2.62 77.16±7.18 .186  76.24±4.91 75.46±2.64 0.703 

Mandible-cranial base relation (SNB)  76.59±3.27 75.96±2.94 .380  75.54±2.51 70.24±7.74 .156  77.39±3.02 75.49±2.27 0.188 

Maxilla-mandible relation (ANB)   3.32±1.25 3.00±1.02 .232  6.11±1.24 7.17±1.17 .078  -1.00±3.00 -0.13±0.99 0.484 

p values were calculated by the independent t test 

CPP, central precocious puberty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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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조숙증 환자군에서 전후방적으로는 골격성 I급(62.8%), 골격성 II급(27.1%) 골

격성 III급(8.6%)의 빈도로 나타났으며, 대조군은 골격성 I급(70.8%), 골격성 III급 

(16.7%), 골격성 II급(12.5%)의 순서로 나타났다. 수직적으로는 성조숙증 환자군이 

normal-angle(60.0%), low-angle(24.3%), high-angle(15.7%) 순으로 대조군에

선 normal-angle(52.1%), high-angle(35.4%), low-angle(12.5%)으로 나타났으

며 성조숙증군에서 상대적으로 low-angle이 더 높게 나왔다. 두 군간의 비교시 골격

성 II급에서만 수직적 골격 양상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p<0.05)(Table 3). 

측모두부방사선사진의 선 계측치 분석에서 mandible의 ramus height(p<0.01)와 

corpus length, total length(p<0.05), maxillary length(p<0.05), posterior facial 

height(p<0.001)가 성조숙증 환자군에서 유의미 하게 더 큰 값이 나왔다. 각도 계측

치의 분석에서는 ramal angle(p<0.05), gonial angle, mandibular plane 

angle(p<0.01)이 성조숙증 환자군에서 더 작은 각도를 보였다. SNA(p<0.01)도 더 

큰 수치를 보였으며, SNB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Table 4). 

전후방적으로 골격적 분류에 따라 선 계측치와 각도 계측치를 나누어 분석을 시행 

했을 때, mandibular ramus height가 골격성 I, III급인 경우 성조숙증 환자군이 더 

큰 길이 값을 보였으며(p<0.05), mandible corpus length는 골격성 II급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p<0.01). Posterior facial height이 골격성 I, II 급(p<0.05) III급(p<0.01) 

모두에서 성조숙증 환자군이 크게 나타났다. 각도 계측치에서 골격성 I급의 경우 성조

슥증 환자군에서 ramal angle은 크게, gonial angle작게나타났다(p<0.01). 골격성 II, 

III급의 경우 mandibular plane angle의 값이 더 작게 나와 단안모의 경향성을 보여 

주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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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모두부방사선사진과 수완부골방사선사진 골 성숙도 분석 

CVMI는 성조숙증 환자군과 대조군에서 평균이 각각 1.40, 1.23로 성조숙증 환자

군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SMI는 

3.53과 2.08로 (p <0.001), TW3 골 연령은 9.49와 8.35로 (p <0.001) 성조숙증 

환자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Table 6). 

 

성조숙증 환자군의 CVMI, TW3 골 연령, SMI수치를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는 골 

성숙도가 증가함에 따라 CVMI와 SMI수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그 중

에는 골 연령이 상당히 높고 SMI수치는 높은데 비해 CVMI는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

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수 관찰 되었다(Figure 6). 

Table 6. Mean values, medians, ranges and standard deviations of CVMI (cervical vertebrae 

maturation indicator), SMI (skeletal maturity indicators) and TW (Tanner-Whitehouse) 3 bone age 

 

Central precocious puberty 

(N=70) 

 
Control group 

(N=48) 

 

 
Mean Med Range SD 

 

Mean Med Range SD p value 

CVMI 1.40 1 1-3 0.60 

 

1.23 1 1-3 0.47 0.232 

SMI 3.53 3 1-7 1.40 

 

2.08 2 1-4 1.09 <0.001*** 

TW3  

bone age 

(year) 

9.49 9.46 
3.52-

13.33 
1.74 

 

8.35 8.30 
4.36-

11.66 
1.55 <0.001*** 

N, number of subjects; Med, median; SD, standard deviation 

p value of TW3 bone age was calculated with independent t test 

p values of SMI and CVMI were calculated with Mann-Whitney U test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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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군의 각 수치에 따른 분포도를 비교해 보면 CVMI의 경우 대조군은 대부분 1의 

값(79.2%)을 보인 반면, 성조숙증 환자군에서는 2(18.8%에서 28.6%)와 3(2.1%에

서 5.7%)의 값을 보이는 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진 못하였다(Table 7, Figure 7). 

SMI의 경우에는 대조군이 1-3, 성조숙증 환자군이 3-4인 경우가 많았다. 대조군

에서는 SMI 5-7이 관측 되지 않았으나, 성조숙증 환자군에선 5(2.3%), 6(10%), 

7(4.3%)인 환자들이 존재하여 골 성숙이 빠르게 진행 되고 있었다(p <0.001)(Table 

7, Figure 8).  

Table 7. Distribution of CVMI, SMI among the participants according to the groups  

 

CVMI   SMI 

1 2 3  1 2 3 4 5 6 7 

CPP 
46 

(65.7%) 

20 

(28.6%) 

4 

(5.7%) 

 4 

(5.7%) 

6 

(8.6%) 

34 

(48.6%) 

14 

(20.0%) 

2 

(2.9%) 

7 

(10.0%) 

3 

(4.3%) 

Control group 
38 

(79.2%) 

9 

(18.8%) 

1  

(2.1%) 

 21 

(43.8%) 

7 

(14.6%) 

15 

(31.2%) 

5 

(10.4%) 

0 

(0.0%) 

0 

(0.0%) 

0 

(0.0%) 

p value 0.256 
 

<0.001*** 

p values were calculated by the chi-square test 

CVMI; Cervical vertebral maturation indicator, SMI; Skeletal maturity indicators; CPP; central precocious puberty 

*** p < 0.001 

Figure 6. Lateral cephalogram represents CVMI 1(A-B), Hand-wrist radiograph represents stage SMI 6 (C-D). 

Central precocious puberty patient’s lateral cephalogram and hand-wrist radiograph were taken age of 9.42 

years. They were examined as CVMI 1, SMI 6 and TW3 bone age of 11.86 years.  

 

A C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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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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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ws outliers 

CPP group                Control group 

C
V

M
I 

Figur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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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P group                  Control group 

S
M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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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3 골 연령의 비교에서 대조군이 7-10세 성조숙증 환자군이 8-11세의 값에 

많이 분포 하였다. 전반적으로 정규분포에 가까운 양상을 띠며, 전반적인 분포가 연령

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였고, 이는 성조숙증 환자군에서 골 연령의 증가를 나타낸다

(p<0.01)(Table 8, Figure 9). 

Table 8. Distribution of TW3 bone age among the participants according to the groups 

 

 TW3 bone age (year) 

<6 6.01-7.00 
7.01-

8.00 

8.01-

9.00 

9.01-

10.00 

10.01-

11.00 

11.01-

12.00 

12.01-

13.00 
13< Total 

CPP 
3 

(4.3%) 

2 

(2.9%) 

4 

(5.7%) 

12 

(17.1%) 

26 

(37.1%) 

11 

(15.7%) 

6 

(8.6%) 

4 

(5.7%) 

2 

(2.9%) 

70 

(100%) 

Control 
3 

(6.2%) 

5 

(10.4%) 

11 

(22.9%) 

13 

(27.1%) 

11 

(22.9%) 

3 

(6.2%) 

2 

(4.2%) 

0 

(0.0%) 

0 

(0.0%) 

48 

(100%) 

p value 0.011* 

p values were calculated by the chi-square test 

TW3; Tanner-Whitehouse 3, CPP; central precocious puberty 
* p < 0.05 

Figure 9. Box plot showing the medians, interquartile values and ranges of TW 

(Tanner-Whitehouse) 3 bone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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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P group                 Control group 

B
o
n

e 
a
g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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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숙증으로 인하여 골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 Spearman 

상관관계 분석 시행 하였다. Group 비교에서 SMI는 약한 양적 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중등도에 근접한 수치를 보여주었으며(r=0.492, p <0.001) TW3 골 연령은 약한 양

적 관계를 나타내었다(r=0.339, p <0.001). 반면에 CVMI는 매우 약한 양적 관계를 

나타내며 성조숙증으로 인해서 CVMI의 수치의 증가는 비교적 낮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r=0.150). 

연대 연령에 대한 각 인자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TW3 골 연령이(r=0.398, p 

<0.001) 중등도 양적 관계를 SMI(r=0.252, p <0.01)와 CVMI(r=0.246, p <0.01)

는 약한 양적 관계를 보였다(Table 9). 

  

Table 9.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group, Age, CVMI, SMI, TW3 bone age  

Variables 
Group Age  

r p value r p value 

CVMI    0.150  0.105  0.246  0.007**  

SMI   0.492  <0.001*** 0.252  0.006**  

TW3 bone age    0.339  <0.001*** 0.398  <0.001*** 

Group (Control group, 1; CPP, central precocious puberty, 2). 

Age in CVMI, chronological age at taking lateral cephalometric radiographs 

Age in SMI, TW3bone age, chronological age at taking hand-wrist radiographs 

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r)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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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성조숙증은 시상하부-뇌하수체-성선축이 활성화되면서 생기며 gonadotropin-

dependent한 CPP와 시상하부-뇌하수체-성선축의 활성화 없이 생기며 

gonadotropin-independent한 peripheral precocious puberty(PPP)으로 구분한다. 

CPP는 rapidly progressive precocious puberty(2 Standard deviation for 

chronologic age)와 slowly progressive precocious puberty(1-2 Standard 

deviation for chronologic age)로 나뉜다(Lee, et al, 2015). 

성조숙증 환자가 국내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한 

2010년부터 2018년의 9년간 통계에 의하면 조발사춘기 (질병코드 E301)의 환자 

수는 28,200명에서 102,800명으로 5배 증가 하였고 요양급여 비용 총액은 17.9억

원에서 52.2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 하였다. 2018년 조발사춘기 환자 수의 남녀 

비율은 남아 5만명, 여아 49만명으로 10배 가량 여아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아의 경우 10세에서 20세 사이의 비율이 1만명에서 4만명가량으로 4배 늘어 

난 것에 비해 여아의 경우 31만 명에서 17만명으로 반정도 줄어 든 것으로 보아 여

아에서 더 이른 나이에 호르몬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9). 

성조숙증의 문제점은 초경이 너무 일찍 시작된 여아는 청소년기에 조기 임신, 성적 

학대, 약물중독 등의 사회 심리적 문제를 가져올 위험성이 높고, 성 호르몬 증가로 조

기 골단 융합이 일어나 저신장이 되는 것이다(Johansson and Ritzén, 2005).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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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성조숙증의 환자에 대한 연구로 치아의 성숙도를 성조숙증의 예측인자로 사

용한 선행 연구가 존재 하였다(Baik, et al., 2017).
 
성조숙증 여아에서는 성조숙증 아

닌 여아에 비해 치아의 발육단계가 더 빨랐고, 과성장된 상악골과 크고 수평 성장된 

하악골, 크고 긴 안면을 가진다(Lee,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성조숙증에 의해 골 성숙도와 골격적 성장 양상에 차이가 발생 하는

지를 평가하기 위해 CVMI, SMI, TW3 골 연령 중 어느 인자가 성조숙증 환자에서 

골 성숙도 판별에 가장 유의미 한지와 전후방적 및 수직적 골격 양상을 조사하였다.  

대조군과 비교시 성조숙증 환자군의 집단 자체는 측모두부방사선사진과 수완부골방

사선사진 촬영 연령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골 연령 판단에 가장 많이 사용 되는 

TW3 방법을 이용하여 계측한 결과 1.14세(성조숙증 환자군 9.49세, 대조군 8.35세) 

빠른 골 연령을 나타냈다. 

측모두부방사선사진을 이용하여 선 계측치와 각도 계측치 분석으로 성조숙증 환자

군과 대조군의 골격적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성조숙증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전후

방적으로 골격성 II급의 수가 증가했고, 수직적으로는 low-angle group이 증가했다. 

성조숙증 유무에 따른 mandibular plane angle의 값이 차이의 연관성을 보면 골격성 

II, III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전후방적으로 골격적인 차이가 있는 

환자군에서 하악평면각이 더 감소하였다. 

선 계측치를 통해 상하악의 길이 성장이 성조숙증 환자군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

며, 특히 하악에서 더 큰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각도 계측치에서는 성조숙증 환

자군에서 ramal angle은 크게, gonial angle, mandibular plane angle의 값은 더 작

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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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방적으로 골격성 I, II, III급으로 나누어서 같은 분석을 시행해본 결과, 골격성 I

급인 경우 성조숙증 환자군에서 ramal angle의 증가 gonial angle의 감소를 보였으나, 

mandibular plane angle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고 반면 II, III급의 경우에서만 

mandibular plane angle 이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보였다. 골격성 I, II, III급 모두에서 

posterior facial height가 증가하였기에 단안모 경향성은 골격적 패턴에 관계없이 성

조숙증이 있다면 증가하지만, 전후방적으로 골격적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화됨을 알 수 있다.  

CVMI, SMI, TW3의 전반적인 분포도를 보면, 모두 성조숙증 환자군에서 더 골 성

숙이 빨라진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골 연령을 나타내는 TW3는 정규분포와 유사하

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이동 형태를 띈다. 이는 특정 개개인의 이른 골성숙이 아닌, 

집단 전체적인 특성을 나타내 준다. 

CVMI, SMI, TW3는 모두 방사선사진을 이용하여 환자의 골 성숙도를 평가하는 척

도로 사용 된다. 임상적으로 보았을 때, CVMI는 추가적인 방사선 노출없이 기존 측모

두부방사선사진으로 골 연령을 평가 할 수 있으며, 성장 단계 평가시에 수완부골방사

선사진을 대체할 수 있다는 많은 기존 연구가 존재 하였다(Hoseini, et al., 2016). 하

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성조숙증 환자군에서는 CVMI는 SMI와 TW3에 비하

여 성조숙증 환자군과 대조군간의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다.  

Spearman 상관계수 분석을 보면 성조숙증 유무에 따른 그룹간의 분석에서 

SMI(r=0.339, p <0.001)와 TW3(r=0.492, p <0.001)는 약하긴 하지만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낸다. 반면에 CVMI는 매우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띄며 p value 또한 유

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못하였다(r=0.150). 이와 같은 결과로 성조숙증 환자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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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성숙도와 CVMI와 SMI의 관계를 보았을 시에 SMI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Spearman 상관계수 분석은 TW3가 방사선사진을 촬영한 연대연령과의 비교에서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0.398, p <0.001). 이는 실제 연대연령의 

증가와 TW3가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방법이 복잡하긴 하지만 좀더 

정확한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임상에서 성조숙증환자의 골 연령이 항상 뚜렷하게 빠른 것은 아니며, 골 연령이 

빠른 것이 사춘기의 성장 단계를 온전히 대변해주는 인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 사춘

기 시작의 근처에 있다면, 골 연령이 조금만 앞설 수 있다. 한 증례 보고에 의하면, 

출생 기록이 없는 입양아동의 연령감정에 있어서, 조기사춘기 시작으로 골 연령이 2

년이나 앞서게 검증이 된 적이 있다고 보고 하였다(De Donno, et al., 2013). 이처럼 

성조숙증 환자의 경우에는 주기적인 수완부골방사선사진이 좀더 올바른 성장 단계 평

가에 필요하다. 

본 교실의 수직적 안모 형태에 따른 경추골과 수완부골 성숙도 평가에 관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수직적 안모 형태에 따라 수완부골의 성숙도는 하악평면각이 증가할수

록 골 성숙도가 크게 나타난 반면, 경추골의 성숙도의 차이는 없다고 하였다(Lee, et 

al, 2018). 성조숙증의 경우 하악평면각이 감소된 경우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논문의 

결과에서도 수완부골 방사선 사진을 추가적으로 촬영하여 경추골과 비교 하여 성장 

평가를 하기를 권유하였다.  

특발성 저신장증(Idiopathic short stature)환자와 성장호르몬 결핍증 환자의 안면 

성장에 대한 성장호르몬 치료 전후의 안면 성장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성장 호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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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로 상하악의 길이 성장이 일어났으며, 특발성 저신장증 환자군이 성장호르몬 결

핍증 환자군보다 하악의 길이 성장과 안면 고경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Choi, et al., 2017). 성호르몬과 성장호르몬의 안면 성장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이며, 전후방적 수직적 안모 형태에 따른 연관성 대해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성조숙증 환자 특히 여아의 경우에 교정적 치료 계획 수립과 진단

에 있어서 임상적인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치과의사로서 임상에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할 때 방사선사진을 통하여 치아의 성숙도뿐만 아니라, 수완부골방사선사

진 분석을 통하여, 골 연령을 평가하여 성조숙증을 의심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근래에 늘어나는 성조숙증 환자들에 대한 조기 치료와 호르몬 치료 의뢰를 위

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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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성조숙증 환자군과 대조군을 비교 하여 골 성숙도를 측모두부방사선사진과 수완부

골방사선 사진을 각각 CVMI 와 SMI, TW3로 측정하여 두 군간의 차이와 상관관계

에 대해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CVMI, SMI, TW3 모두 성조숙증 환자군에서 골 성숙도가 증가하여 큰 수치를 

보였고, SMI, TW3 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으나(p <0.001) CVMI는 통계적 유

의성이 없었다. 

2. 측모두부방사선사진 계측에서 성조숙증 환자군의 상하악골 길이성장과 하악평면

각의 감소가 나타났다. 골격성 I, II급(p <0.05), III급(p <0.01) 모두에서 성조숙

증 환자군의 posterior facial height가 크게 나왔으며, II급(p <0.001) 과 III급

(p <0.05) 에서 하악평면각의 감소가 더 두드러지게 나와 단안모의 경향성을 나

타낸다.  

3. 성조숙증과 SMI, TW3 간의 상관관계분석에서 SMI는 중등도에 근접한 양의 상

관관계(r=0.492, p <0.001), TW3 골 연령은 약한 양적 상관관계(r=0.339)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 <0.001).  

4. 성조숙증과 CVMI 간의 상관관계분석에서 CVMI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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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사선사진을 촬영한 연대연령과 SMI, TW3, CVMI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TW3 골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의 상관관계(r=0.398)로 나타났다(p 

<0.001). 

성조숙증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에 추세에서, 정기적인 골 성숙도 평가가 중

요하며,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측모두부방사선사진만으로는 부족하며, 추가적으로 

수완부골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여 평가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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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keletal maturation evaluation of the 

cervical vertebrae and the hand-wrist 

in central precocious puberty girls. 

Sung-Tae Kang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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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ly, the onset of puberty is accelerating, especially in girls. And also, 

prevalence of central precocious puberty(CPP), which is defined as the onset of 

secondary sexual characteristic before the age of 8 years for girls and 9 years 

for boys, is rapidly increasing in kore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mpare bone maturation of CPP and control group 

by using lateral cephalometric and hand-wrist radiograph and investigate the 

discrimination of the bone maturity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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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cluded 70 CPP group (mean age, 8.58±0.5 years) who were 

diagnosed as CPP at department of pediatrics in Yeungnam University Hospital 

and 48 control group (mean age, 8.67 ± 0.7 years) who came for orthodontic 

treatment at department of orthodontics in Yonsei University Dental Hospital, 

which had no history of hormone treatment and growth problems. Lateral 

cephalometric and hand-wrist radiograph were taken. CVMI, SMI, TW3 were 

chosen for evaluation of bone maturity assessment. 

1. CVMI, SMI, TW3 bone age all showed increased skeletal maturation in CPP. 

SMI and TW3 bone age were statistically different (p <0.001), while CVMI 

was not. 

2. Lateral cephalogram measurement showed maxillary and mandibular length 

growth and decrease of mandibular plane angle. The posterior facial height 

of CPP patient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both skeletal Class I, II (p 

<0.05) and III (p <0.01). And especially in skeletal Class II (p <0.001), III 

(p <0.05) showed decrease of mandibular plane which means hypodivergent 

facial profile tendency in CPP. 

3.  In spearman correlation between CPP, SMI and TW3, SMI (r=0.492, p 

<0.001) showed moderate positive and TW3 (r=0.339) showed smaller 

positive linear association and statistical difference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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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 spearman correlation between CPP, CVMI (r=0.150), however, showed 

leak positive linear association without statistical difference.  

5. Comparing chronologic age with CVMI, SMI and TW3, TW3(r=0.398) 

showed highest positive linear association (p <0.001). 

Compare to control group, CPP patient was faster in bone maturation and there 

were increase in maxilla and mandible length and decrease in mandibular plane 

angle. SMI, TW3 are clinically useful maturity indicators rather than CVMI. It is 

recommended to take an extra hand-wrist radiograph, rather than just analyzing 

lateral cephalogram in growth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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