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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치아 교모는 지금까지 고고

학 유적에서 출토된 사람뼈 개체의 연령을 추정하는 데 많이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치아의 교모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주된 

식량자원을 비롯한 생태적 요인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된 방법을 여타 집단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

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치아의 교모 정도를 이용해 연령을 추정하기 위

해서는 먼저 연구하고자 하는 집단 내에서 치아 교모도와 연령 간의 상

관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해외에서

는 이와 같은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의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치아 

교모도를 분석하여 만든 연령 추정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사람뼈 집단을 대상으로 치아 교모도가 연

령정지표로서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는지 평가해보았다. 신뢰도는 

생물인류학 및 법의인류학 연구에서 연령 추정 지표로서 정확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되어 온 볼기뼈 귓바퀴면의 퇴행성 변화로 추정한 연령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평가하였다. 연구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생물인류학실

험실,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시대 중·후기의 사람뼈 70개체(남성 40개체, 여성 

31개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교모도는 교합면의 상아질 노출 비율

(Percentages of Dentine Exposure, 이하 PDE)을 이용하여 정량적으

로 측정하였고, 볼기뼈 귓바퀴면의 퇴행성 변화는 사람뼈를 이용한 생물

인류학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러브조이 등(Lovejoy, 1985b)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볼기뼈 귓바퀴면의 퇴행성 변화로 나눈 연

령은 3개의 연령 범주(20-29세, 30-39세, 40세 이상)로 구분되었다. 

이 연구에서 분석된 조선시대 집단에서는 위턱과 아래턱, 좌우 방향

에 따른 교모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p>.05). 또 성별에 따른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p>.05). 반면 연령별 교모도 차이는 20-29세로 분류된 개

체와 40세 이상으로 분류된 개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30-39

세로 분류된 개체는 어떠한 연령 집단과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이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아 교모도와 귓바퀴면 퇴행성 변화로 추

정한 연령 범주 간에 약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r=0.402)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상관관계의 수치가 다른 연구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향후 조선시대 사람뼈 집단을 분석하면서 

치아 교모도를 연령 추정 지표로서 단독으로 이용한다면 추정 결과를 활

용하는데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연구에서 기술된 모든 해부학용어는 2012년에 발간된 대한해

부학회 해부학용어 전자판을 바탕으로 하였다. 

주요어 : 치아 교모도, 연령 추정, 볼기뼈 귓바퀴면, 조선시대

학 번 : 2017-2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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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연령은 개체를 식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물학적 속성 중 하나로, 신원 확인

뿐만 아니라 과거 사회의 인구학적 구성과 사망률 패턴을 복원하는데 필수적인 

정보가 된다(Gustafson, 1950; Mays, 2010; 우은진과 정양승, 2015). 고고 

유적에서 출토된 옛 사람뼈의 경우 생전 기록이 전무한 까닭에, 옛 사람뼈를 연구

하는 연구자들은 치아나 뼈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들을 분석하여 개체의 연

령을 추정(estimation)한다(Byers, 2002; 우은진과 정양승, 2015).

일반적으로 연령을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뼈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뼈 조직의 골화(ossification) 및 융합(fusion) 정

도를 바탕으로 태아부터 성인 초기의 연령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치아의 

맹출 시기(dental-eruption sequence)와 뼈끝 닫힘 정도(epiphyseal 

union)를 이용한 방법들이 있으며,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18세 이하인 개체

들의 연령을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성장이 끝난 성인 뼈

대의 퇴행성 변화 양상을 토대로 청년부터 노년까지의 성인 연령을 추정하는 방

법(Byers, 2002; Mays, 2010)인데, 머리뼈의 봉합 정도(cranial-suture 

closure), 치아 교모도(dental attrition), 볼기뼈 두덩결합면(pubic 

symphysis)과 귓바퀴면(auricular surface)의 퇴행성 변화 정도가 있다. 연구

자들은 치아와 뼈대에서 나타나는 위와 같은 특징들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연령 

범주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연령 추정 방법들을 개발해 왔다.

위에서 말한 성인의 연령을 추정할 때 사용되는 방법 가운데 치아를 이용한 

방법은 치아가 갖는 물리적, 화학적 저항성으로 인해 조직 자체가 오랜 시간 잘 

보존되기 때문에(허경석 등, 1999), 머리뼈나 볼기뼈를 이용한 방법들에 비해 

더 자주 이용되어 왔다. 치아 교모도를 이용하여 성장이 끝난 성인의 연령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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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때,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마일즈(Miles, 1963), 브로스웰

(Brothwell, 1981), 타케이(Takei, 1970), 러브조이(Lovejoy, 1985a)가 개

발한 방법이다. 이 방법들은 치아의 교모 정도를 단계적으로 도식화하여 제시하

고 있으며, 각 단계에 따라 연령의 범주가 설정되어 있어 비교적 쉽게 연령 추

정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이러한 방법들은 특별한 숙련 과정

이나 전문 장비 없이 육안으로 분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옛 사람뼈의 사망 연

령을 추정할 때 자주 활용되어 왔다(예를 들어, 김종열, 1976; 정순민과 김종열, 

1985; 고명연 등, 1995; 김미은 등, 1996; 정광호 등, 2008; 영남대학교박물

관, 2013; 우은진과 정양승, 2015). 

그러나 치아 교모도는 연령 외에도 식생활, 저작 습관, 성별, 문화적 

관습 등에 따라 진행되는 속도와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정광호 

등, 2008). 예를 들어, 수렵·채집사회의 청년들은 치아 교합면의 상아질

이 심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비교적 부드럽게 조리 및 가공된 

음식을 섭취하는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의 집단은 이와 유사한 수준의 교모

도가 노년기는 되어야 나타난다(Beach et al., 2010). 또한 턱관절에 장

애가 있는 환자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아가 훨씬 빨리 교

모되기 때문에 치아 교모도를 이용하여 연령을 추정했을 때 턱관절 장애

가 없는 집단에 비해 추정의 오류가 훨씬 더 많았다(Lee and Kim, 

2007). 뿐만 아니라 치아를 도구로 사용하는 집단에서는 교모도가 치아 

유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예로, 캐나다 북동쪽의 이누이트족 

여성들은 바다표범의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을 할 때 앞니를 사용

하는데, 이러한 까닭에 앞니가 다른 치아 비해 유난히 많이 교모되는 특

징을 보인다(Clement and Hillson, 2012). 

이처럼 치아 교모도는 연령 외에도 발생하는 원인이 개체별, 집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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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이하기 때문에 치아 교모도가 연령과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집단마다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정 시대

나 지역의 집단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치아 교모도를 이용한 연령 추정 

방법을 여타 집단에 적용할 경우 실제 연령보다 어리거나, 반대로 훨씬 

더 많게 연령을 추정할 수 있다(Clement, 2007). 예를 들어, 신석기시

대부터 중세시대의 영국인 집단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브로스웰

(Brothwell, 1981)의 방법을 중국인 집단에 적용했을 때, 실제 연령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Santini et al., 1990).

따라서 치아 교모도를 이용하여 연령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

구하고자 하는 집단의 치아 교모도가 연령과 어느 정도 상관성을 갖는지

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평가가 있어야만 연구하고자 

하는  집단에서 치아 교모도가 연령 추정 지표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지 파악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현존 원주민 집단이나 고고 유적에서 출

토된 사람뼈 집단을 대상으로 치아 교모도가 연령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

지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람뼈 개체의 연령을 추정할 때 치아 교모도를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해외에서 개발된 

방법이 국내의 집단에도 맞아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적용하고 있는 상황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 고고 유적에서 출토된 사람뼈 

집단을 대상으로 치아 교모도를 볼기뼈 귓바퀴면의 퇴행성 변화로 추정

한 연령 집단과 비교하여 그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연령 추정 지표로

서 치아 교모도의 신뢰도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볼기뼈 귓바퀴면의 

퇴행성 변화는 실제 연령과 비교한 연구들에서 연령 추정의 정확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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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표로 평가되며(Brothwell, 1981), 귓바퀴면을 이루는 뼈대가 비교

적 견고하여 잘 남아있기 때문에(Lovejoy et al., 1985b) 실제 연령을 

알 수 없는 사람뼈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많이 사용되는 연령 추정 

지표다. 치아 교모도는 교합면에 상아질이 노출된 면적을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치아 교모도가 귓바퀴면 

퇴행성 변화로 추정한 연령 집단과 상관관계를 보인다면, 조선시대 사람

뼈 집단을 분석할 때 치아 교모도를 연령 추정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의 결과를 보인다면 향후 조선시대 사람뼈 집단을 

대상으로 치아 교모도를 이용하여 연령을 추정할 때 다른 지표와 함께 

사용하는 등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반도에서 출토

된 옛 사람뼈의 치아 교모도가 연령 추정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치아 교모도와 연령의 관계

에 대한 연구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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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1) 연령 추정 지표로서 치아 교모도의 신뢰도 연구

연령을 추정하는 지표로서 치아 교모도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평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개 앞쪽치아(앞니와 송곳니)보다는 뒤쪽치아(작은어금니와 

큰어금니)와의 상관계수가 더 높았고, 뒤쪽치아 중에서는 첫째큰어금니의 교모도

가 연령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한 연구들의 내용을 

정리한 결과는 <표 1>의 내용과 같다.

캄베 등(Kambe et al., 1991)은 147개의 치열 플라스터 모형(dental 

plaster cast)을 가지고 교합면의 상아질 노출 면적을 측정한 후 연령과의 상관

관계를 치아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셋째큰어금니를 제외한 위턱과 아

래턱의 치아 총 28개를 분석한 결과, 위턱과 아래턱 모두 큰어금니의 교모도가 

다른 유형의 치아보다 연령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위

턱 둘째큰어금니와 연령과의 상관계수(coefficient of correlation)는 오른쪽이 

0.51, 왼쪽이 0.55로 위턱 치아 중 가장 높았고, 첫째큰어금니는 0.43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아래턱은 첫째큰어금니와 둘째큰어금니의 상관계수

가 모두 0.48로  아래턱 치아 중 연령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처럼 모든 유형의 치아 중에서 첫째와 둘째큰어금니가 연령과의 상관관계

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는 다른 연구와도 일치한다. 김 등(Kim et al., 2000)은 

현대 한국인 383명의 위턱과 아래턱 뒤쪽치아를 대상으로 치아 교모도와 연령과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위턱과 아래턱 모두 첫째와 둘째큰어금니의 

상관계수가 남성은 0.7, 여성은 0.7~0.8 정도로 작은어금니보다 연령과의 상관

관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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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즈(Mays, 2002)는 근대 시대(AD 1819-1828)에 살았던 네덜란드 

사람뼈 집단 총 138개체를 대상으로 큰어금니의 교모도와 연령의 상관관계를 분

석했다. 그는 큰어금니 도드리의 높이를 측정하고, 측정값과 연령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위턱은 첫째큰어금니(0.373)가, 아래턱은 둘째큰어금니(0.629)

가 가장 상관계수가 높았고, 아래턱 첫째큰어금니는 그 다음으로 높았다(0.571).

수렵채집사회의 집단을 대상으로 치아 교모도와 연령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들 역시 큰어금니가 연령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토멘축과 메이홀

(Tomenchuk and Mayhall, 1979)은 캐나다 북서쪽에 위치한 이글루이크

(Iglooik)와 홀 해변(Hall beach)에 거주하는 이누이트 집단 총 85명을 대상으

로 위턱 큰어금니의 교두 높이를 측정하여 이를 연령과 얼마나 상관성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둘째, 셋째큰어금니 중에서 첫째큰어금니의 상관계수

가 남성은 0.886, 여성은 0.7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호주 원주민의 치아 모형을 가지고 시도한 연구(Richards and Brown, 

1981; Richards and Miller, 1991)에서도 첫째큰어금니가 연령과의 상관계수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리차드와 브라운(Richards and Brown, 1981)은 카룸

부루(Kalumburu)와 하이스 블러프(Haasts Bluff)에 거주하는 호주 원주민 총 

41명을 대상으로 첫째큰어금니와 둘째큰어금니의 교모도를 측정하여 연령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았다. 위턱과 아래턱의 첫째큰어금니 교모도는 연령과의 상

관계수가 0.9로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둘째큰어금니 또한 위턱이 0.62, 

아래턱이 0.8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리차드와 밀러(Richards and Miller, 1991)는 카룸부루(Kalumburu), 우

엔두무(Yuendumu), 그리고 하이스 블러프(Haasts Bluff)에 거주하는 호주 원

주민 총 119명을 대상으로 첫째와 둘째큰어금니의 교모도를 분석하여 연령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위턱 첫째큰어금니와 연령과의 상관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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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 아래턱 첫째큰어금니와 연령과의 상관계수는 0.87로 가장 강한 상관관계

를 보였고, 둘째큰어금니는 위턱이 0.71, 아래턱이 0.73으로 첫째큰어금니보다 

낮았다. 

한편 리틀턴(Littleton, 2017)과 드라이어(Dreier, 1994)는 고고 유적에

서 출토된 옛 사람뼈 집단을 대상으로 치아 교모도와 여타 지표로 추정된 연령과

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여기에서 추정 연령은 볼기뼈의 두

덩결합면과 귓바퀴면의 퇴행성 변화 정도, 머리뼈 봉합의 닫힘 정도를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리틀턴(Littleton, 2017)은 호주 서쪽에 위치한 기원전 6000

년 전부터 150년 전의 고대 묘지에서 출토된 126개체의 옛 사람뼈 집단을 대상

으로 치아 교모도와 추정 연령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위턱 첫째큰어금니와 추

정 연령 간의 상관계수는 0.817, 아래턱 첫째큰어금니와 추정 연령 간의 상관계

수는 0.833으로 모든 유형의 치아 중에서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드라이

어(Dreier, 1994)는 미국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에 소장된 아리카라족 사람

뼈(AD 1300-1865) 총 143개체를 대상으로 큰어금니의 교모도를 측정한 후 

추정 연령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큰어금니와 추정 연령의 상

관계수는 0.925, 둘째큰어금니와 추정 연령의 상관계수는 0.92, 셋째큰어금니와 

추정 연령의 상관계수는 0.84로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틀턴

(Littleton, 2017)과 드라이어(Dreier, 1994)의 연구 모두 실제 연령을 아는 

집단을 대상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들과 동일하게 첫째큰어금니의 교모

도가 연령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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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시대 개체 수
상관계수(r)

해당 연구
위턱 아래턱 

미상(unknown) - 147 0.43 0.48 Kambe et al.(1991)

한국인 현대 383 0.7 0.7 Kim et al.(2000)

네덜란드인 AD 1819-1828 138 0.373 0.571 Mays(2002)

이누이트족 AD 1968-1972 85
0.886(남)
0.797(여)

- Tomenchuk & Mayhall(1979)

호주 원주민 AD 1953-1973 41 0.92 0.91 Richards & Brown(1981)

호주 원주민 AD 1953-1973 119 0.83 0.87 Richards & Miller(1991)

호주 원주민 BP 6000-150 126 0.817 0.833 Littleton(2017)

아리카라족 AD 1300-1865 143 0.925 0.925 Dreier(1994)

표 1 첫째큰어금니의 교모도와 (추정)연령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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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자료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생물인류학실험실,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해

부학교실과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서 소장중인 조선시대 사람뼈를 연구 대

상으로 하였다. 조선시대 사람뼈는 분묘군에서 대규모로 출토되는 사례가 많고, 

보존 상태가 이전 시대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국내에서 비교적 많은 개체 수

를 확보할 수 있다. 연구에 사용한 개체들은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경기도(고양, 

파주, 구리-갈매, 남양주, 용인)와 충청도 일대(아산, 청주, 논산), 경남 사천 등

의 유적에서 출토되었는데<그림 1>, 이들은 분묘 형식 및 출토된 유물의 성격을 

바탕으로 모두 조선시대 중·후기에 속하는 집단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구에는 첫째큰어금니와 볼기뼈 귓바퀴면이 남아있되,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개체만을 선별하였다. 첫째큰어금니가 남아있는 개체를 선택한 이유는 첫

째큰어금니는 약 6살 전후에 맹출하는 첫 번째 영구치로, 개체의 삶 전반에 걸쳐 

경험한 교모 수준을 가장 많이 반영하기 때문이다(Lee et al., 2012). 앞서 살

펴본 선행 연구들에서 첫째큰어금니가 연령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결

그림 1 연구에 사용한 사람뼈가 출토된 유적들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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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이를 잘 뒷받침해준다.

첫째 조건은 왼쪽과 오른쪽의 첫째큰어금니가 모두 남아있는 개체라야 한다. 

이는 좌우 방향에 따라 치아 교모도가 상이한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턱과 아래턱에 대한 구분은 위턱과 아래턱이 모두 남아있는 개체가 드

물어, 최대한 많은 개체를 확보하기 위해 위턱이나 아래턱 한 쪽만 남아있더라도 

좌우에 첫째큰어금니가 남아있는 개체는 연구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둘째 조건은 첫째큰어금니가 반드시 치아확에 남아있어야 한다. 턱뼈와 분리

된 낱개의 첫째큰어금니를 연구에 사용하려면 치아를 인위적으로 고정시키는 과

정에서 교모도를 측정하는 데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치아는 식립

(植立) 상태에 따라 교합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므로(정광호 등, 2008), 치아

의 본래 식립 상태를 반영하지 않은 낱개의 치아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조건은 첫째큰어금니의 교합면에 상아질이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치아의 교모된 정도를 교합면에 상아질이 노출된 면적을 측정하여 알

아보았기 때문에 “교모도”는 “상아질 노출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합면

에 상아질이 노출되지 않은 개체는 제외하였다.

넷째 조건은 첫째큰어금니에 충치나 생전치아결실(ante-mortem tooth 

loss) 등 질병의 흔적이 없어야 한다. 치아머리까지 충치가 발생하면 치아머리에 

구멍이 나는 등 교합면 일부가 부식되기 때문에 교모의 양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또 생전에 치아가 빠지면 한쪽으로만 계속 씹는 편측 저작이 발생하기 쉬우

므로 한 방향의 치아가 더 빨리 닳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역시 연령이 미치는 교

모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Lovejoy, 1985a; Mays, 2002).

위 조건에 따라 연구에 포함된 개체는 총 71개체로, 그 중 남성은 40개체, 

여성은 31개체였다. 첫째큰어금니는 총 210개가 사용되었고, 좌우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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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턱은 82개, 아래턱은 128개였다<표 2>. 개체의 성별은 기존에 발행된 보고

서(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1; 중앙문화재연구원, 2009; 국방문화재연구

원, 2010; 기호문화재연구원, 2010;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1; 한강문화

재연구원, 2013;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3; 한강문화재연구원, 2016; 한강

문화재연구원, 2018; 누리고고학연구소, 2018; 한국문물연구원, 2018; 한강

문화재연구원, 2019)를 참고하였다. 

  성별 개체 수

치아 위치별 개수

위턱 아래턱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남성 39 25 25 33 33

여성 32 16 16 31 31

전체 71 41 41 64 64

표 2 연구에 사용한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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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방법

1) 치아 교모도 분석

치아 교모도는 교합면 전체에서 상아질이 노출된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비율

(%)로 수치화하는 방법(Clement, 2007)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

저 디지털 카메라(Canon EOS 80D, Japan)와 접사렌즈(MACRO EFS 

35mm, Canon, Japan)를 사용하여 첫째큰어금니 교합면을 촬영하였다. 촬영 

전에 교합면의 사기질과 상아질이 뚜렷히 구분되어 보이도록 에틸알코올로 첫째

큰어금니 교합면 부위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하였다. 조명은 피사체

를 기준으로 45°각도의 촬영 조명을 사용하였다. 

촬영은 Clement(2007)의 방법을 참고하여 일관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

다. 먼저 카메라는 카메라 렌즈의 광축(optical axis)을 치아 교합면과는 수직으

로, 카메라의 몸체는 좌우가 수평이 되도록 카메라 삼각대에 고정시켰다<그림 

2a>. 그 다음 아래턱뼈 또는 머리뼈(위턱)를 코르크 받침대에 올려놓고 치아 교

합면 위에는 수평계(aluminum box level)를 올려놓은 뒤 왼쪽과 오른쪽 첫째

그림 2 치아 사진 촬영 방법(a)과 촬영된 치아 교합면 사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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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어금니 교합면의 수평을 맞추었다. 촬영된 치아 교합면의 사진은 <그림 2b>와 

같다.

다음으로 치아의 교합면과 상아질이 노출된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 이미지 파

일 상에서 태블릿 펜(Watcom intuos 5, PTH 850 information, South 

Korea)을 사용하여 교합면 전체 면적(Total Occlusal Area, 이하 TOA)의 

윤곽을 그리고, Image J 프로그램(1.52a,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USA)에서 해당 면적에 대한 픽셀 값을 측정했다<그림 3a>. 이후 동일한 방법으

로 교합면에 노출된 상아질의 윤곽을 그리고, 해당 면적에 대한 픽셀 값을 측정했

다. 교합면에 상아질이 여러 지점에 걸쳐 노출된 경우에는 면적 값을 각각 따로 

측정한 뒤 이를 합산했다<그림 3b>.

치아 교모도는 Behrend(1977)의 상아질 노출 비율(Percentage of 

Dentin Expousre, 이하 PDE) 공식을 사용했다. 이 공식은 교합면 전체 면적

(TOA)에서 상아질 노출 면적(Area of Dentin Exposure, 이하 ADE)이 차

그림 3 (a): 교합면 전체 면적(TOA), (b): 상아질 노출 면적(ADE)과 

상아질 노출 비율(P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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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것으로 공식은 다음과 같다. 

상아질 노출 비율 = (상아질 노출 면적 / 교합면 전체 면적)×100(%)

교합면 전체면적(TOA)과 상아질 노출면적(ADE) 값을 위 공식에 대입하면 

치아의 교모도, 즉 상아질 노출 비율(PDE) 값이 나온다. <그림 3b>에 제시된 

상아질 노출비율은 31.8697%로, 교합면 전체(100%)에서 약 32% 정도의 상

아질이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과 절차를 토대로 모든 치아의 교모

도를 계산하였다. 

치아 교모도 계산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60개의 첫

째큰어금니를 무작위로 뽑아 교합면 전체 면적, 상아질 노출 면적, 상아질 노출 

비율을 2주 간격으로 두 차례 분석했다. 상아질 노출 비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 1차와 2차 분석 결과 간의 평가는 윌콕슨 부호 검정(Wilcoxon Signed 

Ranks Test)을 통해 실시했다. 그 결과, Z-통계량은 -0.986, Wilcoxon p값

은 0.324로 처음 측정한 첫째큰어금니의 상아질 노출 비율과 2주 후에 측정한 

동일한 첫째큰어금니의 상아질 노출 비율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

것으로 나타났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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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DE(2) < PDE(1)

b. PDE(2) > PDE(1)
c. PDE(2) = PDE(1)

구분 PDE(2)-PDE(1)

음의 순위(음수차) 26a

양의 순위(양수차) 34b

동률 0c

합계(n) 60

Z -.986

Wilcoxon p .324

표 3 연구자 내 오류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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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볼기뼈 귓바퀴면을 이용한 연령 추정

볼기뼈의 귓바퀴면(auricular surface)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퇴

행성 변화가 나타난다고 알려진 뼈대로(Buikstra and Ublelaker, 1994), 성

별, 인구집단, 사회적 지위, 지역에 상관없이 연령 추정의 정확성이 높은 부위

로 평가되었다(Lovejoy et al., 1985b; Buckberry and Chamberlain, 

2002; Osborne et al., 2004; Mulhern and Jones, 2005; Hens and 

Belcastro, 2012; Moratis et al., 2014). 

이 연구에서는 볼기뼈 귓바퀴면의 퇴행성 변화를 이용하여 연령을 추정하

기 위해 인류학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러브조이 등(Lovejoy, 

1985b)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러브조이 등(Lovejoy, 1985b)의 방법은 20세

부터 50세까지 연령 구간을 5세 단위로 설정하여 퇴행성 변화 양상을 사진과 

함께 제시하였다. 이 때문에 귓바퀴면의 퇴행성 변화를 연령에 따라 육안으로 

비교하여 판단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러브조이 등(Lovejoy, 1985b)은 볼기뼈 귓바퀴면에 나타나는 퇴행성 변

화를 표면의 ① 가로방향의 변화(transverse organization), ② 표면상태

(surface texture), ③ 꼭지부위의 변화(apical arthritic lipping), ④ 뒤부위

의 변화(retroauricular activity), ⑤ 구멍(porosity) 총 5가지 양상으로 구

분했다. 가로방향의 변화는 주름(billowing) 또는 줄무늬(striation)의 상태를 

말하는데, 주로 40대 이전까지 남아있는 특징이다<표 4>. 표면상태는 연령이 

많아지면서 귓바퀴면의 표면이 점차 거칠어지는 양상을 말한다. 러브조이 등

(Lovejoy, 1985b)은 표면상태가‘낟알 같은 알갱이 모양(granularity)’단

계에서 ‘거친 알갱이 모양(coarser)’단계를 거쳐 ‘조밀한 알갱이 모양

(density)’의 단계로 변해간다고 표현했다<표 4>. 꼭지부위의 변화는 귓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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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면 가장자리에 뼈의 재형성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표 5>. 이는 30대 

중반부터 관찰되며, 연령이 많을수록 가장자리가 두꺼워지고 심한 경우에는 뼈

겉돌기증(osteophytes)이 형성된다. 뒤부위의 변화(retroauricular 

surface)는 귓바퀴면 바로 뒤쪽 면에 뼈의 재형성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

다<표 5>. 30세 이전의 젊은 개체는 뒤부위가 매끄러운 반면, 연령이 많을수

록 표면이 거칠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뼈겉돌기증(osteophytes)이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구멍은 작은 구멍(microporosity)과 큰 구멍(macroporosity)으

로 나뉜다. 작은 구멍은 1mm이하 크기의 구멍을, 큰 구멍은 1mm이상 크기의 

구멍을 말한다<표 6>. 대개 30대 중반부터 작은 구멍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40대 중반부터는 작은 구멍과 큰 구멍이 동시에 나타나다가 노년기에는 큰 구

멍만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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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방향의 변화

(Transverse 

organization)

a: 주름, b: 줄무늬

표면상태

(Surface 

texture)

a: 낟알 같은 알갱이 모양, b: 거친 알갱이 모양, c: 조밀한 알갱이 모양

표 4 볼기뼈 귓바퀴면에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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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지부위의 변화

(Apical 

activity)

a: 꼭지부위에 변화가 없음, b: 꼭지부위에 변화가 있음

뒤부위의 변화

(Retroauricular

 activity)

a: 뒤부위에 변화가 없음, b: 뒤부위에 변화가 있음

표 5 볼기뼈 귓바퀴면에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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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Porosity)

a: 작은 구멍(microporosity), b: 큰 구멍(macroporosity)

표 6 볼기뼈 귓바퀴면에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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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을 추정할 때에는 연구 대상 전체를“연속배열(seriation)”하여 비교 

분석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Lovejoy et al., 1985c; 우은진과 정양승, 

2015). 따라서 연구에 포함된 볼기뼈 귓바퀴면을 모두 꺼내어 놓고 먼저“퇴행

성 변화가 거의 없음”, “퇴행성 변화가 약함”, ‘퇴행성 변화가 뚜렷함’의 

세 범주로 나누어 배열하였다. 이후 <표 7>을 이용하여 개체의 귓바퀴면 양상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표 7>은 바이어스(Byers, 2002)가 러브조이 등(Lovejoy, 

1985b)의 방법을 이용하여 연령별 귓바퀴면 양상을 정리한 표로, 개체의 귓바퀴

면을 관찰하면서 해당되는 양상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표시하여 가장 많이 표시된 

범주를 해당 개체의 연령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표에서 각 열은 

각각의 퇴행성 변화 요소의 진행 상태를 나타내고, 각 행은 연령마다 각각의 퇴행

성 변화 요소가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낸다. 변화 양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체크된 

범주가 두 구간에 걸쳐 동일한 경우, 러브조이 등(Lovejoy, 1985b)의 방법에 

첨부된 사진을 참고하여 최종 판정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은 1차로 저자가 시행

한 후에 사람뼈 분석 경험이 더 풍부한 전문가가 다시 검토하여 결과가 불일치할 

경우 다시 재판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귓바퀴면의 퇴행성 변화에 따른 연령 추정은 연령 구간을 10세 단위로 나누

어 시행하였다. 러브조이 등(Lovejoy, 1985b)의 방법은 5세 단위로 연령 구간

을 나누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개체 수가 많지 않아 통계 분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연령을 20-29세, 30-39세, 40세 이상의 세 범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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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가로구조 표면과립상태 꼭지부위 변화 뒤부위의 변화 구멍

20대 주름이 뚜렷
낟알 같은 

알갱이가 뚜렷
없음 없음 없음

주름이 있고 
줄무늬가 생김

알갱이 모양이 
약간 거칠어짐

없음 없음 없음

30대 주름은 줄고
줄무늬가 많아짐 거친 알갱이 모양 없음 약간 있음 작은 구멍

줄무늬만 있음 거친 알갱이 모양 약간 있음 약간 있음 작은 구멍

40대 줄무늬가 희미해짐
거친 알갱이와 

조밀한 변화가 나타남
약간 있음 뚜렷

작은 구멍과 
큰 구멍이 함께 보임

없음 조밀한 알갱이 모양 뚜렷 뚜렷
작은 구멍과 

큰 구멍이 함께 보임

50대 없음 조밀한 알갱이 모양 매우 뚜렷 매우 뚜렷 큰 구멍

60대 이상 없음 표면의 뼈 조직이 
용해반응을 보임

매우 뚜렷 뼈겉돌기 큰 구멍

표 7 볼기뼈 귓바퀴면의 연령 추정 분석표(Byers, 2002, 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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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에 앞서 방향과 성별에 따라 치아 교모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비모수통계인 윌콕슨 부호 검정(Wilcoxon Signed Ranks 

Test)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연령을 통제하기 위해 공분산분석

(ANCOVA)을 실시하였다. 치아 교모도와 볼기뼈 귓바퀴면의 퇴행성 변화로 추

정한 연령 범주와의 상관관계 분석은 비모수통계인 스피어만 상관분석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s)을 실시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면 Tukey의 사후 검정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연령 범주

에서 차이가 있었는지 알아보았다. 다만 Tukey 사후검정은 모수통계 방법이

므로 상아질 노출 비율(PDE)을 서열변수로 변환하여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통계패키지(IBM SPSS ver. 23)를 이용

하였고, 유의수준(Significant level)은 상관분석과 사후분석은 0.01을 기준으

로, 나머지 기술통계는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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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1) 볼기뼈 귓바퀴면을 이용하여 추정한 연령

볼기뼈 귓바퀴면의 퇴행성 변화로 추정한 연령은 <표 8>과 같다. 40세 이상

으로 분류된 개체는 34개체, 30-39세 범주로 분류된 개체는 23개체, 20-29

세 범주로 분류된 개체는 14개체였다. 남성 개체 중에서 40세 이상으로 분류된 

개체는 19개체, 30-39세로 분류된 개체는 17개체, 20-29세로 분류된 개체는 

4개체였다. 여성 개체 중에서 40세 이상으로 분류된 개체는 15개체, 30-39세

로 분류된 개체는 7개체, 20-29세로 분류된 개체는 9개체였다.

       연령

성별
20-29세 30-39세 40세 이상 전체

남성 4 17 19 40

여성 9 7 15 31

전체 13 24 34 71

표 8 볼기뼈 귓바퀴면으로 추정한 연령 범주별 개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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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른쪽과 왼쪽 교모도 차이

오른쪽과 왼쪽의 첫째큰어금니 간 교모도에 차이가 있는지 평가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위턱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에 대한 Z-통계량은 –0.266, 

Wilcoxon p값은 0.79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턱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에 대한 Z-통계량은 –1.344, Wilcoxon p값은 

0.179로, 위턱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 위치
위턱 아래턱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개체 수
남성 25 25 33 33

여성 16 16 31 31

평균(SE)
11.32

(2.79)

10.99

(3.01)

10.91

(1.81)

10.32

(1.88)

중앙값 4.05 3.87 4.95 3.59

Z-통계량 -0.266 -1.344

Wilcoxon p 0.791 0.179

표 9 오른쪽과 왼쪽 첫째큰어금니의 교모도 차이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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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턱과 아래턱 교모도 차이

위턱과 아래턱의 교모도 차이는 위턱과 아래턱 첫째큰어금니를 모두 

가지고 있는 개체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남성은 20개체, 여성은 14

개체가 이 분석에서 사용되었고, 결과는 <표 10>과 같다. 오른쪽 위턱

과 아래턱의 교모도 차이에 대한 Z-통계량은 –1.701, Wilcoxon p값은 

0.08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왼쪽 위턱

과 아래턱의 교모도 차이에 대한  Z-통계량은 –0.556, Wilcoxon p값

은 0.578로, 오른쪽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치아 위치
오른쪽 왼쪽

위턱 아래턱 위턱 아래턱

개체 수
남성 20 20 20 20

여성 14 14 14 14

평균(SE) 11.87
(3.26)

8.02
(1.96)

11.07
(3.55)

8.51
(2.43)

중앙값 3.57 3.23 3.48 3.51

Z-통계량 -1.701 -0.556

Wilcoxon p 0.089 0.578

표 10 위턱과 아래턱 첫째큰어금니의 교모도 차이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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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별 교모도 차이 

성별에 따른 교모도 차이는 연령이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연령 변

수를 공변량으로 처리하는 공분산분석(ANCOVA)을 통해 분석했다. 치아 위

치별로 남성과 여성의 교모도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위턱

은 남성 25개체, 여성 16개체가 사용되었고, 오른쪽과 왼쪽 모두 남성과 여

성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아래턱은 

남성 33개체, 여성 31개체가 사용되었고, 위턱과 마찬가지로 오른쪽과 왼쪽 

모두 남성과 여성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5). 

치아위치
위턱 아래턱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개체 수
남성 25 25 33 33

여성 16 16 31 31

평균

(SE)

남성
10.39

(2.96)

11.15

(3.48)

8.98

(1.89)

9.31

(2.04)

여성
12.77

(5.53)

10.77

(5.64)

12.96

(3.15)

11.39

(3.24)

F-통계량 0.321 0.909 0.907 0.101

p-value 0.748 0.364 0.365 0.920

표 11 성별 교모도 차이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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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모도와 추정 연령 범주 간의 상관관계 

상기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 연구에서 첫째큰어금니의 교모도는 좌우 

방향, 위턱과 아래턱, 그리고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첫째큰어금니의 교모도와 볼기뼈 귓바퀴면

의 퇴행성 변화로 추정된 연령 범주 간의 상관관계는 가장 많은 개체 수

를 확보할 수 있는 아래턱을, 방향은 좌우의 상관계수가 크게 차이나지 

않아 임의로 오른쪽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래턱 오른쪽 첫째큰어금니가 

없는 경우에는 위턱 오른쪽 첫째큰어금니의 교모도로 대체하였다. 추정

된 연령 범주에 따른 첫째큰어금니의 교모도에 대한 분포도는 <그림 9>

와 같고,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결과적으로 첫째큰어

금니의 교모도와 볼기뼈 귓바퀴면의 퇴행성 변화로 추정한 연령 범주 간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1

연령 범주

20-29세 30-39세 40세 이상

개체 수 13 24 34

평균(SE) 3.42(1.41) 6.59(1.47) 17.06(3.34)

최솟값 0.08 0.27 0.55

최댓값 15.88 27.56 66.24

중앙값 1.74 3.68 9.19

상관계수
(Spearman’r)

0.402**

표 12 아래턱 오른쪽 첫째큰어금니의 교모도와 볼기뼈 귓바퀴면의 퇴행

성 변화로 추정한 연령 범주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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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볼기뼈 귓바퀴면으로 추정한 연령 범주별로 분포하는 아래턱 오

른쪽 첫째큰어금니의 교모도(PDE)

추가적으로 어느 연령 범주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20-29세 범주로 분류

된 개체와 40세 이상의 범주로 분류된 개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반면 20-29세 범주로 분류된  

개체와 30-39세 범주로 분류된 개체 간, 그리고 40세 이상의 범주로 

분류된 개체와 30-39세 범주로 분류된 개체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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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범주 20-29세 30-39세 40세 이상

20-29세 - 0.304 0.003

30-39세 0.304 - 0.069

0.069 -40세 이상 0.003

표 13 연령 범주별 교모도의 사후 검정 결과(유의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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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찰

이 연구에서 분석된 집단의 첫째큰어금니 교모도는 좌우 방향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p>.05). 성별 교모도 차이를 보면, 여성

의 교모도 평균이 남성보다 약간 높았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았다(p>.05). 이에 방향과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아래턱 오른쪽 첫째큰어금니, 

없는 경우에는 위턱 오른쪽 첫째큰어금니로 대체하여 교모도와 볼기뼈 귓바퀴면

으로 추정한 연령 범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큰어금니의 

교모도와 볼기뼈 귓바퀴면으로 추정한 연령 범주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p<.01), 상관계수가 0.402로 앞에서 검토

한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메이즈(Mays, 2002)의 연구에 따르면 치아가 교모되는 속도가 빠를수록 

치아 교모도는 연령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치아의 교모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 연령과 비례하여 교모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연령 범주별로 교모도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각 연령 범주마다 일정량의 교모도를 가지게 된다. 이러

한 경향을 고려해볼 때 치아 교모 속도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수렵채집사회의 

집단은 치아 교모도와 연령 사이의 상관관계가 농경 집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Brothwell, 1981). 

데테르(Deter, 2009)는 북아메리카 지역의 기원후 13세기에서 15세기까

지의 고대 수렵채집 집단과 농경 집단을 대상으로 이 연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치아 교모도를 분석하고 볼기뼈 귓바퀴면의 퇴행성 변화로 연령을 추정한 뒤, 

치아 교모도를 추정한 연령 범주별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수렵채집 집단에서 

18-30세로 분류된 범주의 평균 교모도는 27.59%, 30-45세로 분류된 범주의 

평균 교모도는 68.71%, 45세 이상으로 분류된 범주의 평균 교모도는 85.79%



- 32 -

로 나타났다. 반면 농경 집단에서 18-30세로 분류된 집단의 평균 교모도는 

17.6%, 30-45세로 분류된 범주의 평균 교모도는 30.7%, 45세 이상으로 분류

된 범주의 평균 교모도는 43.27%로, 수렵채집 집단의 치아 교모도가 모든 연령 

범주에서 농경 집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구르카 등(Gorka, 2016)은 기원후 17세기경 북알래스카에 거주했던 수렵

채집 집단을 대상으로 이 연구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치아 교모도를 분석하

고, 머리뼈와 볼기뼈의 연령추정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령을 추정한 뒤 

치아 교모도를 연령 범주별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16-25세로 분류된 집단의 

평균 교모도는 11.68%, 26-35세로 분류된 범주의 평균 교모도는 22.07%, 

36-45세로 분류된 범주의 평균 교모도는 41.04%로, 수렵채집 집단일지라도 

데테르(Deter, 2009)가 연구한 북아메리카 농경 집단의 치아 교모도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조선시대 사람뼈 집단에서 20-29로 분류된 개체의 평

균 교모도는 3.42%, 30-39세로 분류된 개체의 평균 교모도는 6.59%, 40세 

이상으로 분류된 개체의 평균 교모도는 17.06%이었다. 모든 연령 범주에서 평

균 교모도는 북아메리카 및 북알래스카 지역의 수렵채집 및 농경 집단의 치아 교

모도와 비교했을 때, 교모 정도가 매우 낮고 교모 속도 역시 비교적 느리게 진행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이 연구에서 교모도를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 

20-29세 연령 범주와 40세 이상의 연령 범주 간 교모도만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고, 30-39세 연령 범주는 나머지 두 연령 범주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따른 교모도의 차이가 크

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조선시대 사람뼈 집단에서 치아 교

모도와 추정 연령 간의 약한 상관관계는 이 집단 전체의 교모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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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집단마다 치아 교모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주된 이유로 많은 인류학자

들은 식습관의 차이를 꼽는다(Li and Ji, 1995; Mays, 2002; Clement and 

Hillson, 2012). 농경사회는 농작물을 재배하고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하여 수

확한 농작물을 가공하거나 조리하여 섭취하지만, 수렵채집사회의 경우 수렵 및 채

집활동을 통해 얻은 음식을 그대로 섭취한다. 예를 들어, 데테르(Deter, 2009)

의 연구에서 보듯이 북아메리카의 농경 집단은 옥수수와 콩 등을 재배하고, 열을 

가하여 음식을 조리한 다음 음식을 섭취한다. 반면 수렵채집 집단은 포유동물과 

물고기 등을 사냥하여 단백질을 섭취하고, 계절에 따라 이동하면서 견과류, 과일, 

채소 등의 제철 음식을 채집하여 영양소를 보충한다. 가공해서 부드러워진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섭취할 때 저작이 더 많이 

요구되므로 치아의 교모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Mays, 2002). 

이 연구에서 사용한 사람뼈 집단은 모두 조선시대 집단으로, 조선시대는 농

경을 기반으로 생계가 유지되는 사회이다. 김상보(2006)에 따르면 조선시대 사

람들은 주로 전기에는 조, 기장, 메밀 등을 주식으로 섭취하였고, 후기에 가서는 

다양한 농법이 발달하여 쌀의 생산량이 일정 수준으로 확보됨에 따라 쌀을 주식

으로 소비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안정동위원소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는데, 신지

영 등(2015)에 따르면 조선시대 사람뼈에서 추출한 탄소 안정동위원소(δ13C)

값은 이들이 연령에 상관없이 쌀 등 C3작물을 주식으로 섭취하였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농경 사회라는 동일한 문화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테르

(Deter, 2009)의 연구에 이용된 북아메리카의 농경 집단과 이 연구에서 분석된 

조선시대 집단의 치아 교모도는 그 차이가 매우 크다. 데테르(Deter, 2009)의 

연구에서 18-30세로 분류된 집단의 평균 교모도는 17.60%인 반면, 이 연구의 

조선시대 집단에서 20-29세로 분류된 집단의 평균 교모도는 3.42%에 불과하

다. 두 집단의 차이가 약 14% 정도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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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림 9>를 보면 20-29세로 분류되는 개체와 30-39세로 분류되는 

개체의 교모도(PDE) 분포는 큰 차이가 없다. 40세 이상으로 분류된 개체의 교

모도 분포는 20-29세, 30-39세로 분류되는 개체와 비슷한 개체도 확인되며, 

교모도가 60%가 넘는 개체도 있어 개체 변이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치아 교모 속도가 느린 집단에서는 일반적으로 치아 교모도가 주로 식습관 보다

는 이갈이(Ekfelt et al., 1990), 치아의 맹출 순서(Miles, 1963), 도구로서 

치아를 사용하는 습관(Clement and Hillson, 2012), 치아의 식립 상태

(Smith, 1984), 턱관절의 형태(Clement et al., 2012) 등이 변수로서 크게 

작용한다고 보고되었다(Mays, 2002). 이 연구에서 사용된 집단은 식습관 외에

도 여러 가지 원인들에 영향을 받아 결과적으로 동일한 연령 범주에 속하는 개체

들 간에도 교모도의 변이가 크게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상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 연구에서는 첫째큰어금니의 교모도와 볼기뼈 

귓바퀴면을 이용하여 추정한 연령 범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여타 다른 연구의 상관계수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상관계수의 수치가 높지 않았던 까닭은 이 연

구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 해외의 연구 사례들과 연구 결과를 비교해보았을 때 

이 연구에서 사용한 조선시대 사람뼈 집단의 치아 교모 속도는 매우 느린 편에 속

하고, 연령 범주별로 교모도의 양 또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

악된다. 조선시대 사회처럼 가공된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는 농경사회에서는 저

작 활동이 수렵채집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데, 치아 교모의 속도가 상대

적으로 느리게 진행되면서 치아 교모는 식습관보다는 연령 외에 다양한 원인들의 

영향을 받아 치아 교모에 대한 연령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교합면에 상아질이 얼마나 노출되었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

는 방법을 사용하여 조선시대 사람뼈 집단의 첫째큰어금니 교모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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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분석한 치아 교모도와 볼기뼈 귓바퀴면으로 추정한 연령 범주 사이에 약

간의 상관관계(0.402)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30-39세로 분류된 집단의 

평균 교모도가 20-29세와 40세 이상으로 분류된 집단의 평균 교모도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두 지표 간의 상관계수가 높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 사용한 조선시대 사람뼈 집단을 대상으로 연

령을 추정할 때 치아 교모도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국내 고고유적 집단을 대상으로 치아 교모도와 추정 연령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최초의 연구로, 치아 교모도가 연령추정지표로서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가지는지 평가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를 가진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치아 교모에 관한 연구는 주로 현대인 치아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적 연

구들이었고(예를 들어, 안휘준과 박준상, 1995; 고명연 등, 1997; 안휘준 등, 

1998; Kim et al., 2000; 이원준 등, 2005; Kim et al., 2007; Yun et al., 

2007; Lee et al., 2012; 남신은 등, 2012; Kim et al., 2018), 고고학 유적

지에서 출토된 사람뼈에 대한 치아 교모 연구는 집단 차원의 분석보다는 개체 수

준의 분석이 많이 이루어졌다(예를 들어, 김종열, 1976; 정순민과 김종열, 

1985; 고명연 등, 1995; 김미은 등, 1996; 정광호 등, 2008).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지금까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온 국내 옛 사람뼈 집단의 치아 교

모도 특성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상아질이 노출된 개체만을 대상으로 교모도를 분석하

였기 때문에 사기질의 교모도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

은 특성상 사기질의 교모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기

질의 마모가 추정 연령과 상관관계를 보일지, 보인다면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일지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향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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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에서 출토된 옛 사람뼈 집단을 대상으로 치아 교모도 자료가 지속적으로 축

적된다면 연령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를 시도해볼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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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correlation between

dental attrition and estimated

age from the auricular surface

in a Joseon Dynasty population

Chae-lin Jeon

Biological Anthrop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attrition is a natural phenomenon with an increase in 

age. This phenomenon is used to estimate the age of human 

skeletal remains excavated from an archaeological site. However, 

it's hard to apply the mensuration developed for a specific 

population to others because dental attrition occurs from various 

causes, especially the ecological factor such as eating habits. For 

this reason, to estimate the age using a degree of dental 

attrition, a study must be conducted to assess the correlation 

between age and attrition. In Korea, where a few related 

research has been undertaken, apply the overseas age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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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using a degree of dental attrition.

This study estimates the reliability of the degree of dental 

attrition as an age estimation indicator in the group of bones of 

the Joseon Dynasty. The reliability is measured by the 

correlations of the estimated age between using the dental 

attrition and using the degenerative alteration at the auricular 

surface of the ilium. The latter is known as the most accurate 

indicator of age estimation in the field of biological anthropology 

and forensic anthropology. The subject of study is the 70 

individual human bones(40 males, 30 females) in the mid to late 

Joseon dynasty, housed by Bioanthropology Lab(Departmen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Anatomy(College of Medicine, Dankook University), and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Dong-A University). Percentages 

of Dentine Exposure(PDE) at the masticating surface was used 

for the measurement method. A degenerative alteration at the 

auricular surface of the ilium was measured by using Lovejoy's 

method(1985b). Age was classified into three groups(20 to 29 

years old, 30 to 39 years old, more than 40 years old) 

according to Lovejoy's age estimation using the auricular surface 

of the ilium.

In this study, there's no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degree 

of attrition between maxilla and mandible, and right and 

left(p.>05). Also, there'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according to 

bones' sex(p=0.583). On the other hand, there'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ttrition by age between 20-29 and up to 40. 

An age group 30-39 shows no meaningful difference.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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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indicate that there is a slight correlation in age group 

estimation between the method using dental attrition and the 

method using the degenerative alteration at the auricular 

surface(r=0.402). However, caution will be needed if utilizing 

the estimation result with dental attrition as a single estimation 

indicator in an investigation of the group of bones of the Joseon 

Dynasty, because the correlation rate is not high compares with 

other studies.

keywords : Dental attrition, Age estimation, Auricular 

surfac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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