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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연구목적: 성장 중인 소아 및 청소년 환자에서 치아맹출시기 추정, 

적절한 교정시기 등과 같은 치과치료를 고려할 때 환자의 

성장평가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소아 및 

청소년 환자의 경추 성숙도, 하악 제2대구치의 석회화 단계, 

연대연령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올바른 성장평가를 위한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의 표본으로 5세에서 22세 사이의 남자 123명, 여자 

104명의 파노라마방사선사진과 측모두부계측방사선사진을 임의로 

선택하였고, 각각 Demirjian Index(DI) 와 Hassel & Farman의 

cervical vertebrae maturation index(CVMI)를 이용하여 각각 

제2대구치의 석회화 정도와 골격성숙도를 평가하였다. CVMI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Kruskal Wallis test, Pearson chi-square 

test 값(X2)과 Pearson contingency coefficient를 성별에 따라 

시행하여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CVMI 단계별 평균 연대연령은 남성(p< 0.001)과 여성(p 

< 0.001) 모두에서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악 

제2대구치의 석회화 단계와 평균 연대역령 역시 남성(p < 0.001)과 

여성(p < 0.001) 모두에서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서 CVMI 단계와 하악 제2대구치의 석회화 단계의 

상관관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earson’s contingency 

coefficient=0.83, p<0.001). 남성에서 역시 CVMI 단계와 하악 

제2대구치의 석회화 단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earson’s contingency coefficient=0.77, p<0.001). 

본 연구는 CVMI와 DI를 이용하여 환자의 측모두부계측방사선 

사진에서 관찰되는 경추와 파노라마방사선사진에서 관찰되는 

제2대구치의 석회화 정도를 분석하여 환자의 골격성숙단계와 하악 

제2대구치의 석회화정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결론: 환자의 제2대구치를 포함하는 파노라마방사선사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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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두부규격방사선사진으로 골격성숙단계를 추정하여 환자의 

성장과 발육을 평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정보는 

치과진료실에서 방사선에 대한 추가노출 없이 비교적 간단하게 

성장평가를 위한 객관적이고 유용한 지표로서 환자의 전반적인 

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주요어 : Demirjian’s method, Cervical Vertebrae Maturation 
Index, 골격성숙도, 성장평가 
 
학   번 : 2013-2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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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성장과 발육 단계에 따라서 환자의 치료계획, 예후, 보철치료시기, 

교정치료시기, 악교정수술 시기 등이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성

장 중인 소아 및 청소년 환자의 치과치료를 고려할 때 환자의 성장

과 발육단계의 평가는 필수적이다.1 따라서 이상적인 치료와 안정적

인 예후를 위해, 치과의사는 올바른 성장평가를 위해 치아를 비롯한 

두경부 성장과 더불어 골격 성장에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성장과 발육은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대연

령이 평가의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에 따라 임상에서는 생물학

적 연령 또는 생리학적 연령으로 불리는 개념이 등장하고 발달 하

였다.2 생리학적 연령은 신체 성숙도, 성적 성숙도, 골격 성숙도, 치

아 성숙도 등으로 측정되는 성장의 진행속도를 뜻하며, 연대연령보

다 환자의 성장과 발육에 임상적으로 더욱 정확한 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2,3 골격성장을 측정하기 위해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

은 Fishman이 제안한 skeletal maturity index(SMI)로, 손목을 포

함하는 수완부의 방사선 사진에서 6개의 해부학적인 지표를 4단계

로 골성숙도를 나누어 평가하는 방법이다.4,5 하지만 부가적인 방사

선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측모두부계측방사선 사진에서 

관찰되는 경추를 평가하여 골격성장을 측정하는 방법이 등장하였

다.6 

경추의 측면 영상이 성장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관찰된다고 보고

되었다. 1972년 Lamparski는 경추가 수완부방사선사진만큼 골성숙

도를 추정하는데 임상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지표라고 주장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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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Hassel과 Farman이 제시한 

cervical vertebrae maturation index(CVMI)로 측모두부계측방사

선사진에서 관찰되는 2번, 3번, 4번 경추의 모양을 평가하여 골격성

숙단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6 이전 연구에서 CVMI로 측정된 성숙

도의 레벨은 Fishman의 Skeletal maturity index(SMI) 로 측정된 

단계와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며,6 CVMI가 하악의 성장폭발기와 더

불어 환자의 골격 성장과 발육에 임상적으로 효과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8 따라서 CVMI는 환자의 골격성숙도

를 평가하는 검증된 방법 중 하나이다.9  

환자의 치아성숙정도를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 중 하나는 Demirjian’s Index(DI)로, 환자의 파노라마방사선

사진에서 관찰되는 좌측 하악 치아들의 석회화 정도를 평가하는 방

법이다.10 이 중 하악 제2대구치의 석회화 단계는 골격성장과 밀접

한 연관이 있어 골격성장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선행된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었다.11–13 

 교정치료를 포함한 치과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환자에서 일반적으

로 촬영되는 환자의 측모두부계측방사선사진과 파노라마방사선사진

은 CVMI와 하악 제2대구치의 성숙도를 평가하여 골격성장 정도를 

측정 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이에 관련된 이전 연구들

이 있었으나,13–15 한국 소아 및 청소년 환자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

가 충분하지 않다. 본 연구는 한국 소아 및 청소년 환자의 경추 성

숙도, 하악 제2대구치의 석회화 단계, 연대연령 사이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하악 제2대구치의 치아성숙도의 환자의 성장 발육의 지표

로서 임상적 사용 가능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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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대상 및 방법 
 

 

 

제 1 절 연구 대상 
  

이 연구의 표본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서울대학교치

과병원의 협력기관인 CDC서울어린이치과의원에서 촬영된 총 227

명(남자 123명, 여자 104명)의 소아 및 청소년 환자의 측모두부계

측방사선사진과 파노라마방사선사진으로 구성되었다 (Orthophos 

XG 5/ ceph, Sirona, Germany). 선택된 표본의 연령은 5세에서 22

세의 소아 및 청소년으로 다양한 골격성숙도 단계에 해당되는 연령

이였다. 표본 대부분의 경우 교정치료를 위한 진단을 목적으로 촬영

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사선노출은 없었다.   

  표본으로 수집한 방사선 사진 중, 해당 환자가 외상, 압하, 맹출이

상 또는 선천적 치아상실 등을 포함한 비정상적인 치열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골격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순구개열이나 선

천적기형을 포함한 국소, 전신적인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표본에서 

배제하였다. 

취득된 방사선사진은 모두 디지털영상으로, 한 명의 평가자가 암

실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표본을 분석하는 형식으로 사진에 대

한 평가가 집계되었다. 

 

제 2 절 연구 방법 
 

측모두부계측방사선사진을 이용한 CVMI 평가 

CVMI를 이용한 경추(C2, C3, C4)의 평가는 Hassel과 Farman이 

제시한 방법에 입거하여 6단계로 분류되었다(Table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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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방사선사진을 이용한 치아석회화 단계 (DI) 평가 

  하악 제2대구치의 석회화 단계는 Demirjian et al.에서 제시한 방

법을 따라 단계 A부터 H까지 나뉘어 분류되고 기록 되었다

(Table2).10 Demirjian의 문헌에서 기술한 데로, 본래는 하악 좌측 

제2대구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준으로 하였으나, 좌측 치아의 

석회화 정도가 육안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 우측의 동일

한 치아를 관찰하여 평가하였다. 

   

통계학적 분석 

  통계분석은 Microsoft Office Excel 2011 과 SPSS(VERSION24,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측정된 

CVMI와 하악 제2대구치 성숙단계 표본들의 분포, 평균, 평균연령 

간의 표준편차 등이 분석되었다. 표본은 남자와 여자, 각 성별로 구

분되어 교차분석 되었으며, 각 성별의 하악 제2대구치의 DI와 

CVMI가 연대연령과 갖는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Kruskal Wallis 

test를 실행하였다. 하악 제2대구치의 DI 단계와 CVMI단계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Pearson chi-square test(X2) 및 

Pearson contingency coefficient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된 값들

에 대해서 p-value가 0.05 이하일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간주하였다.   

  측정된 CVMI와 DI 자료의 재현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같은 평가

자가 첫 측정 후 1달 뒤에 임의로 선택된 10개의 표본에 대해서 재

측정을 진행하여 측정자간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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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결과 
 

 

 

  본 연구는 54.2%(n=123) 남자와 45.8%(n=104) 여자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연령대는 만 5.75세에서 22.58세 사이였

다. 평균 연대연령은 여자 표본에서 10.66±2.86세, 남자는 11.68

±3.7세로 전체 표본의 평균 연대연령은 11.21±3.37세였다.  

  Table 3은 양성의 각 CVMI 단계와 그에 해당하는 표본의 평균 

연대연령간의 분포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에서 더 

이른 나이에 골격성숙이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Figure 2). 

Kruskal Wallis test 결과, 남녀 표본 모두에서 각 CVMI 단계군에

서 평균 연대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남자 표본의 chi square X2(5) 값은 57.56(p<0.001), 여자 표

본의 chi square X2(5) 값은 79.41(p<0.001) 이였다. 이는 CVMI 

단계 별로 분포한 표본들의 평균 연대연령이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대연령이 증가할수록 골격성숙도가 진행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Table 4는 양성에서 제2대구치의 각 DI 단계별 평균 연대연령을 

보여준다. 여자 표본에서 DI 단계의 성숙이 남자보다 약 1.5년 빠

른 연대연령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Figure 1). 하악 제2대구

치의 석회화 단계와 연대연령의 Kruskal Wallis test 결과는 CVMI 

결과와 마찬가지로 제2대구치의 각 DI 단계 별로 평균 연대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표본의 chi 

square X2(5)는 108.04(p<0.001), 여자 표본의 chi square value 

X2(5) 값은 85.71(p<0.001)로 나타났다. 이는 DI 단계별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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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연령이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치아석회화 단계가 

진행함에 따라 그에 속한 표본의 평균 연대연령이 증가함을 의미한

다. 

  Table 5는 남자 표본에서 관찰된 CVMI 측정 골격성장단계와 제

2대구치의 DI 단계간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Chi square X2(16) 값

은 128.06(p<0.001)이였다. Pearson contingency coefficient 는 

0.77로 CVMI와 DI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CVMI 1과 2

단계는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단계로, DI 단계 D가 가장 높은 빈

도를 보였다(각각 81.82%, 39.62%). CVMI 3단계에서는 G가 

52.94%로 가장 높은 빈도로 분포했으며 CVMI 4단계에서는 H가 

55.56%로 가장 많았다. 남자표본의 CVMI 5,6 단계에 속한 전원이 

DI 단계 H에 속하는 치아석회화정도를 갖고 있었다. 

  Table 6은 여자 표본에서 관찰된 CVMI 측정 골격성장단계와 제

2대구치의 DI 단계간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계산된 Chi square 

X2(20) 값은 115.87(p<0.001)이였다. Pearson contingency 

coefficient는 0.83로 남성에서보다 더 높은 수치로 CVMI와 DI 사

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CVMI 1단계에서는 D가 66.67%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2단계 그룹에서는 D가 50%로 절반에 상응하

였다. CVMI 3단계에서는 F가 40%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4

단계에서는 G(50%), 5와 6단계에서는 H가(각각 76.9%와 80%) 

가장 많았다.  

  수집된 모든 표본의 CVMI와 DI 간의 Pearson contingency 

coefficient는 0.79 (p<0.001) 이였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 모두에

서 CVMI 단계와 제2대구치의 DI 단계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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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 측정의 재현성 검증을 위해 시행한 측정자간 신뢰도 분석은 

CVMI와 DI 모두에서 높은 급내 상관계수를 보였다(CVMI: 0.95, 

p<0.001, Demirjian’s method: 0.99,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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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찰 
 

 

 

  소아 및 청소년 환자의 성장평가는 환자의 전반적인 치료계획과 

올바른 시기 그리고 예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성장평가를 위해 

환자의 연대연령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생리학적 연령을 추정하여 환자의 성장 정도와 잠재력을 평가해야

한다.3 많은 연구자들이 생리학적 연령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의 일

환으로 골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제시해왔다.3,5,6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MI는 수완부의 부가적인 방사선 노출

이 불가피하다.5 하지만 측모두부계측방사선과 파노라마방사선사진

은 치료 기록으로 교정 혹은 일반치과 영역에서 널리 촬영되기 때

문에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에 입거하여 

골 성숙도 측정 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13 또한 Greulich-

Pyle 아틀라스를 이용하여 수완부골 방사선사진을 분석하는 경우, 

해부학적으로 각기 다른 성숙속도를 보이는 골들을 관찰해야 하는 

불리한 점이 있다.16 그 대신, CVMI와 제2대구치의 DI를 이용하면 

측정을 위해 관찰되는 골이 CVMI에서는 3개, 제2대구치의 경우 치

아1개로 관찰대상의 수가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평가에 더 용이할 

수 있다. 

  이전 연구에서 파노라마방사선사진에서 관찰되는 치아의 석회화 

단계는 골격 성숙도를 추정하는 임상적으로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11–13 하악 견치는 치근단의 석회화가 사춘기의 

다른 변화들과 상관관계가 있고, 하악 제3대구치는 만 14세 이후의 

성장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그 치아들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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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한 골격성숙도를 평가하는 연구들이 많았다.15,17–19 제2대구치

의 석회화 단계 역시 골격성숙도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보고

가 있었다.11–13 제2대구치는 제3대구치와 비교하였을 때 발생이 더

욱 빠르고 그에 따라 관찰할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지기 때문에, 더 

어린 환자들에게 적용이 가능한 자료를 만들 수 있다. 그에 비해서 

제2대구치의 석회화단계가 골격성숙도와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는 

아직 그 수와 표본인구 집단의 다양성이 부족하다.14 따라서 이 연

구는 2대구치를 이용하는 새로운 성장평가 지표 마련에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CVMI로 측정한 골격성숙도 단계는 남자보다 여자에

서 더 어린 나이에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여자 표본

의 CVMI stage 5와 6의 평균 연대연령(각각 14±1.36,15.38±

1.55)은 남자 표본 CVMI 5와 6단계의 평균 연대연령(각각 17.37

±1.26, 17.85±0.86) 보다 대략 2년 5개월 이상 더 어린 나이였

다. 이는 1.5년 정도의 차이를 보였던 지난 문헌들보다 큰 차이였

다.12,14 이는 치아성숙도와 골격성숙도 관계에서 인종 간 편차가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선행된 연구들에 기반하여,12,20,21 인종이 다

른 표본인구에 의한 결과로 해석 될수 있다. 한편, DI로 측정한 제2

대구치의 성숙도 역시 전반적으로 여자에서 남자보다 이른 나이에 

진행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Table 4). 그러나 DI D단계는 0.13세, 

G는 0.14세 가량 남자 표본에서 조금 더 어린 연대연령에 나타났다. 

CVMI보다 DI의 상관관계에서 성별차이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CVMI와 DI의 상관관계가 인종별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알맞는 인종을 표본으로 한 연구에 기반하여 해당 인종에 올바른 

지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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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선 연구들에서는 흑인과 백인 모두에서 같은 골격성숙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빠른 치아성숙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으

로 보고되었다.22 이후 동양인인 태국 인구를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도 같은 경향이 보고되었고,12 본 연구의 결과 역시 같은 CVMI 단

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DI 단계를 나타내어 앞선 결과와 

일치하였다(Tables 5 and 6). 이는 성별 간 나타나는 치아성숙도의 

경향차이가 인종별로 나타나는 차이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는 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골격성숙도와 신장 연간 증가량(Peak height velocity, PHV)의 

관계는 잘 알려져 있고,16 앞선 문헌에서 수완부골 방사선사진에서 

관찰되는 엄지의 adductor sesamoid의 관찰시점이 사춘기 최대성

장기의 시작점을 의미한다고 밝혔다.5,22 사춘기 최대성장기는 PHV

의 pre-peak로서 CVMI 2단계와 상응한다.6 본 연구에서는 CVMI 

2단계는 남자 여자에서 모두 DI D단계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

다(Tables 5 and 6). 이는 르완다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에서 남자의 DI E단계가 CVMI 2단계에서 높이 나타난 결과와

는 상이하다.14 이는 성장과 발육이 해당집단의 인종과 환경에 의해

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2,3 연구집단 간의 차이가 클수록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Bjork와 Helm은 사춘기 최대성장기의 peak는 MP3 cap stage와 

함께 나타난다고 밝혔고,16 이는 CVMI 3단계와 상응하는 것으로 알

려져있다.6 본 연구 결과, CVMI 3단계에서 남자에서 DI G단계가 압

도적으로, 여자에서는 DI F단계가 E,G와는 간소한 차이로 가장 높

은 빈도를 보였다 (Tables 5 and 6).   

  Hassel과 Farman은 Fishman의 SMI 10단계가 CVMI 5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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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하고, 성장의 종말을 뜻하는 마지막 11단계가 CVMI 6단계와 

상응한다고 밝혔다.6 본 연구결과 남자의 CVMI 5와 6단계에 속하

는 경우 모두 DI H단계에 속했으며(100%), 여자의 경우 역시 

CVMI 5와 6단계 모두 DI H단계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Tables 5 and 6).  

위 기술된 본 연구의 결과들은 하악의 제2대구치의 석회화 단계가 

환자의 생리학적 연령을 추정하기 위한 유용한 지표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구 표본에서 보인 CVMI와 DI의 유관계수

(남자:0.77, 여자:0.83)는 그 값이 유관계수의 최대치인 1에 가까워 

제2대구치의 DI 석회화 단계가 CVMI로 평가한 골격성숙도가 높은 

신뢰도에서(p<0.0001)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수치는 

0.70 과 0.90 사이 구간인 통계적으로 high positive correlation으

로 해석되는 값이다.23 골격성숙도와 치아석회화정도의 상관관계는 

남자보다 여자 표본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이는 앞선 연구들 결과

와 동일하다.12,14 

  치과치료, 특히 환자의 성장력을 이용하는 교정치료는 환자의 최

대성장기에 이루어져야 좋은 예후를 나타내기 때문에, 성공적인 치

료를 위해서는 환자의 최대 성장기와 성장종료를 예측하는 것이 중

요하다.16 본 연구 결과, 남녀 모두에서 최대성장기의 시작에 해당하

는 CVMI 2단계는 하악 제2대구치의 성숙도가 D에 해당할 때로 유

추할 수 있고, 반대로 환자의 하악 제2대구치 석회화 정도가 DI 단

계로 H에 속하는 경우, 환자의 성장이 종말 되었거나 전체 성장의 

10% 미만을 예상할 수 있다. 임상에서 환자의 파노라마 사진의 하

악 제2대구치를 관찰하여, 치관이 백악-법랑경계까지 형성되고, 치

수강의 내벽이 곡선을 유지하면서 치수각이 관찰되기 시작하는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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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단계에 속하는 경우,10 CVMI 2단계인 성장 증폭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하악 제2대구치가 구강 내로 완전히 맹출하고 

방사선사진상 치근단이 완전히 폐쇄되었으며 원심치근부와 치근단

을 감싸는 치조백선의 두께가 일정해지는 DI H단계에 속하는 경

우,10 CVMI 5나 6단계인 성장 종말에 가깝거나 성장이 끝난 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파노라마방사선사진을 이용하는 DI의 분석방법에서 단일치아를 선

택하고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방사선 조사량이 작은 구내방사선촬영

으로도 생리학적 연령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인 소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로, 전 인구에 적용 

할 수 없고 표본 대상과 크기를 확장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더욱 종합적이고 정확한 

결과 도출과 분석을 위해서는 표본 크기를 증가 시키고 교정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상치열을 가진 인구에 대한 표본조사 역시 추가적

으로 이루어져야 연구결과에 대한 적용이 확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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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는 CVMI와 DI를 이용하여 환자의 측모두부계측방사선 사

진에서 관찰되는 경추와 파노라마방사선사진에서 관찰되는 하악 제

2대구치의 석회화 정도를 분석하여 환자의 골격성숙단계와 하악 제

2대구치의 석회화정도가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러한 결과는 환자의 제2대구치를 포함하는 파노라마방사선사진이나 

측면두부규격방사선 촬영술을 이용하면, 추가적인 수완부 방사선사

진 촬영 없이도 환자의 성장평가를 보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

시한다. 이는 올바른 성장평가를 위해 덜 침습적이며 사용이 용이한 

지표로서 환자의 전반적인 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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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ervical Vertebrae Maturation Indicators (adapted from Hassel and Farman)6  

CVMI Stage Expected  
Growth 

Characteristics 

1 Initiation 80-100% C2,C3 and C4 inferior vertebral body borders are flat. 
Vertebrae are wedge-shaped. Superior vertebral 
borders are tapered posterior to anterior. 

2 Acceleration 65-85% Concavities are developing in the inferior borders of 
C2 and C3. The inferior border of C4 is flat. The 
bodies of C3 and C4 are nearly rectangular in shape. 

3 Transition 25-65% Distinct concavities are seen in the inferior borders 
of C2 and C3. A concavity is beginning to develop in 
the inferior border of C4. The bodies of C3 and C4 
are rectangular in shape.  

4 Deceleration 10-25% Deceleration of adolescent growth spurt. Small 
amount of adolescent growth expected. Distinct 
concavities in the inferior borders of C2, C3 and C4 
are nearly square in shape. 

5 Maturation 5-10% Final maturation of the vertebrae takes place during 
this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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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tle or none Adolescent growth is completed. Deep concavities 
are seen in inferior border of C2, C3, and C4. C3 and 
C4 heights are greater than wid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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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Demirjian’s Index (adapted from Demirjian et al.)10  

 
Stage Characteristics 

A Cusp tips are calcified but have not yet fused. 
B Fusion of mineralization points; the contour of the 

occlusal surface is well-defined. 
C Enamel formation has been completed at the occlusal 

surface. Dentin formation has commenced. The pulp 
chamber is curved, and no pulp horns are visible. 

D Crown formation has been completed to the level of the 
cementoenamel junction. Root formation has 
commenced. The pulp horns are beginning to 
differentiate, but the walls of the pulp chamber remain 
curved. 

E The root length remains shorter than the crown height. 
The walls of the pulp chamber are straight, and the pulp 
horns have become more differentiated than in the 
previous stage. In molars, the radicular bifurcation has 
commenced to calcify. 

F The walls of the pulp chamber now form an isosceles 
triangle, and the root length is equal to or greater than 
the crown height. In molars, the bifurcation has 
developed sufficiently to give the roots a distinct form. 

G The walls of the root canal are now parallel, but the 
apical end is partially open. In molars, only the distal 
root is rated. 

H The root apex is completely closed (distal root in 
molars). The periodontal membrane surrounding the 
root and apex is uniform in width throug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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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Sample distributions (%) and mean chronological ages for 
each cervical vertebrae maturation index (CVMI) stage in both 
genders. 

 
Kruskal Wallis test: males, X2(5)=57.56 (p<0.001); females, 
X2(5)=79.41 (p<0.001). Bonferroni corrected p-value=0.0033 
 

 

 

 

 

 

  

CVMI 
stages 

Female 
N (%) 

Male 
N (%) 

Mean Age 
Male 

(mean±SD) 

Mean Age  
Female 
(mean±

SD) 
1 27(25.96) 22(17.89) 8.02±1.52 8.31±1.23 

2 32(30.77) 54(43.90) 10.1±1.86 8.84±1.13 

3 10(9.62) 16(13.01) 12.4±1.68 11.33±
1.01 

4 12(12.24) 9(7.32) 14.63±2.66 12.64±
1.93 

5 13(12.50) 11(8.94) 17.37±1.26 14±1.36 

6 12(9.62) 11(8.94) 17.85±0.86 15.48±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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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Mean chronological ages for each Demiriian index (DI) 
stage of mandibular second molar in both genders. 
 

Kruskal Wallis test: males, X2(5)=108.04 (p<0.001); females, 
X2(5)=85.71 (p<0.001). Bonferroni corrected p-value=0.0033 
 

 

 

 

 

 

 

 

  

DI 
Stages 

Mean Age 
Male (mean±SD) 

Mean Age 
Female (mean±SD) 

C 6.79±0.06 5.75 
D 8.01±0.85 8.14±0.94 
E 10.27±0.98 9.42±1.06 
F 11.25±1.18 10.36±0.83 

G 12.4±1.27 12.26±1.10 

H 16.55±2.28 14.4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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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Contingency table for males (mandibular second molar 
calcification stage distribution for each stage of cervical 
vertebrae maturation index (CVMI). 

 
X2(16)=128.06 (p<0.001), Pearson contingency coefficient=0.
77. 
 
 
 
 
 
 
 
 

 

 

 

 

 

CVMI stage Demiriian index stage 

A B C D E F G H Total 

1   2 18  2   22 

2    21 11 11 7 3 53 

3     3 1 9 4 17 

4     1  3 5 9 

5        11 11 

6        11 11 

Total   2 39 15 14 19 34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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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Contingency table for females (mandibular second molar 
calcification stage distribution for each CVMI stage). 

X2(20)=115.87 (p<0.001), Pearson contingency 

coefficient=0.83. 

 

 

 

 

 

 

 

 

 

 

 

CVMI 
stage 

Demiriian index stage 

A B C D E F G H Total 

1   1 18 5 2 1  27 

2    16 11 5   32 

3    1 1 4 3 1 10 

4     2 1 6 3 12 

5       3 10 13 

6       2 8 10 

Total   1 35 19 12 14 22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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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ean chronological ages at each CVMI stage in males 

and fem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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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ean chronological ages at each DI stage in males and 
fem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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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설명 
 
그림 1. Regression line plots of mean chronological ages at each 
CVMI stage in males and females. The dotted line in blue 
represents the regression line in male samples while solid red 
line represents females. Each r-value is given on the right side 
of the figures. Males and females show very close values. 
 
그림 2. Regression line plots of mean chronological ages at each 
DI stage in males and females. The dotted blue line represents 
the regression line in male samples while solid red line 
represents females. Each r-value is given on the right side of 
the figures. Female’s shows a slightly higher value than male’
s. DI stage axis conversions are as following: C=4, D=5, E=6, 
F=7, G=8, H=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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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owth evaluation using 
skeletal maturation and 
mandibular second molar 
calcification stages on South 

Korean subjects aged 5 – 22 

years 
 

Sun Haeng Lee 
School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skeletal maturity and calcification stages of mandibular second 
molars and to establish suitable standards for growth evaluation 
of growing patients in South Korea. Panoramic and lateral 
cephalometric radiographs of 123 male and 104 female subjects 
between 5 and 22 years old were randomly chosen. Using 
Demirjian index (DI) and cervical vertebrae maturation 
index(CVMI), calcification stages of mandibular second molars 
and skeletal maturation stages of the subjects are evaluated 
accordingly.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CVMI 
stages, Kruskal Wallis test, Pearson chi-square test, and 
Pearson contingency coefficients are assessed and analyzed for 
each gender. The analysis of the data showed statis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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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ean ages at each CVMI stage 
for both genders (p<0.001). It also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ean ages at each calcification 
stage of mandibular second molars (p<0.001). In both males 
and females, CVMI stages and DI stage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Female: Pearson ’ s contingency 
coefficient=0.83, p<0.001, Male: Pearson ’ s contingency 

coefficient=0.77, p<0.001). The result suggests that one’s 

skeletal maturity assessed from lateral cephalometric 
radiographs and calcification stages of mandibular second molar 
evaluated from panoramic radiographs are highly related.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panoramic or lateral 
cephalometric radiographs can be employed as complementary 
means for growth evaluation without taking additional hand-
wrist radiographs. 
 

Keywords : Demirjian index, Cervical vertebrae maturation index, 

growth evaluation, skeletal maturity 

Student Number : 2013-2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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