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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에서 치과용 방사선사진에 의한 연령감정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내과학 교실 

전희선․태일호․고명연․안용우

  이 연구의 목적은 치과용 방사선사진을 이용하여 치수크기와 연령 사이의 연관성을 검사함으로써 성인의 연령을 감정하

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20-69세 환자 276명 (남성 111명, 여성 165명)을 대상으로 하여, 충전물이나 병적요인이 없는 716개의 하악 치아 (견치 

218개, 제 1, 소구치 230개, 제 2 소구치 268개)를 선택하였다. 

  치근단 방사선사진을 이용하여, 치관의 높이(mm)인 CH(coronal height), 치관 치수강의 높이(mm)인 CPCH(coronal pulp 

cavity height)를 측정하였다. Ikeda 등(Jpn. J. For. Med. 1985;39:244-250)의 tooth-coronal index(TCI)를 이용하여 각 치아

를 계산하였고, 통계분석하였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적으로 TCI도 감소하였다. 각각의 성에서 각 치아를 따로 분석한 경우보다 합한 경우에서 연령 

증가에 따른 TCI의 감소가 고르게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합한 표본의 견치에서 가장 뚜렷한 고른 감소를 보였다. 회귀분

석 결과, 여성의 견치에서  가장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r2=0.247). 

주제어: 연령, 치수강, TCI

1)I. 서    론

  연령 감정은 법의학적으로 생체나 시체의 신원 확

인에 이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치아나 골조직 등의 

연령에 따른 변화를 이용한다.1) 인체의 모든 조직 중

에서도 구강조직의 변화는 신체의 타 부위에 비해 연

령에 따른 변화정도가 비교적 단계적이다.2) 또한, 치

아는 시체에서 골조직이 분해될 때에도 다른 모든 조

직보다 오래 보존되고, 생체에서 바로 검사가 가능하

여 종종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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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

 치아를 이용한 연령 감정에서는 치아 마모도, 치근 

상아질 투명도, 이차 상아질 침착을 포함해 치아의 다

양한 변화 양상을 이용할 수 있다.3-5) 보통 치아 마모

도를 이용한 연령 감정이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며, 치

관 치수강의 점진적인 감소는 다른 방법들에 비해 관

심을 덜 받아왔다. 1925년에, Bodecker는 이차 상아질

의 배치가 연령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6) 상악 전

치의 이차 상아질 배치의 양태와 속도에 관한 자세한 

연구가 Philippas와 Applebaum에 의해 행해졌다.7-9)

 1950년 Gustafson은 신원불명 시체의 신원을 밝히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서, 피검자 치아의 연마표본으로부

터 치아의 미세조직변화 6가지를 관찰하여 그 정도에 

따라 각각의 변화 항목에 4단계의 점수를 부여한 후 

이들의 총합에 따라 피검자의 연령을 결정하는 방법

인 이른바 Gustafson법을 발표했다.10) Gustafson이 관

찰한 치아의 6가지 미세조직변화는 교모 (Attrition, 

A), 이차상아질 형성 (Secondary dentin formation, 

S), 치주조직의 변화 (Periodontal change, P), 백악질 

첨가 (Cementum apposition, C), 치근부의 투명상아

질 (Transparency, T), 치근 흡수 (Root resorption, R)

이다.11) 치근부의 투명상아질과 이차 상아질 수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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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과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Gustafson 수치 시스템

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치수강 길이가 감소하는 것

에 기초를 두고 있다. 반대로, Morse와 같은 일부 학

자들은 이차 상아질 변화가 연령감정의 결정인자로 

유용한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12)

  치수는 상아질과 경계를 이루는, 미세하고 섬유성의 

특수한 결합조직이다.13) 치수 바깥으로는 상아질모세

포의 층이 있는데, 이는 상아질을 만들어 치수강의 크

기를 작게 한다. 이차 상아질 형성은 상아질 발생 

(dentinogenesis) 이후로 시작하여, 일생 동안 계속 진

행하여,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치수강의 크기가 감소

한다. 이러한 특징이 연령 감정에서 이용될 수 있는데, 

치수를 이용한 방법으로, 조직학적 검사와 방사선학적 

검사가 있다. 

 조직학적 검사는 치아를 절단하여 횡단면을 현미경

으로 관찰하는 것으로 발거된 치아에서만 가능하다. 

방사선학적 검사는 임상가들이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비교적 간단하고 비파괴적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연령 증가에 따른 치아의 변화에 관련한 많은 연구들

이 있어왔다. 영구구치의 치근발육,14-17) 영구치의 맹

출시기,18-20) 성인구치의 교모,21-27) 치수 크기의 변화
28-32)
 등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치과용 디지털 방사선

사진을 이용한 연령분석법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치과용 디지털 방사선사진을 

이용하여 치수강 크기와 연령 사이의 연관성을 검사

함으로써 성인의 연령을 감정하는 방법을 찾고 향후 

연령분석을 위한 바람직한 접근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자 함이다.

Age No. of Males No. of females Total No.

20-29 29 45 74

30-39 20 38 58

40-49 25 37 62

50-59 22 27 49

60-69 15 18 33

Total 111 165 276

Table 1. Age and gender distribution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7년 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치과검진 및 치료

를 위해 부산시 OOO치과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

으로 하였다. 276명의 환자로 남자 111명, 여자 165명

이었다. 연령범위는 20-69세로, 19세 이하의 미성년층

과 70세 이상의 노년층은 제외시켰다.(Table 1) 

2. 연구 방법

1) 치아 선택

 충전물이나 병적요인이 없는 치아를 선택하였는데, 

충전물에는 모든 수복치료와 보철치료를 포함하고, 병

적요인에는 치아우식증, 치근단 병소, 파절 등을 포함

하였다.

703개의 하악 치아로 견치 205개, 제 1 소구치 230개, 

제 2 소구치 268개였다. (Table 2)

2) 방사선사진 

  치과진단용 방사선장치인 D-60-P/ZEUS (0691, 

2001.12.6, 한림덴텍, Korea)를 사용하여 치아를 촬영

하였다. 

3) TCI 측정

  촬영한 사진을 EasyDent Viewer (ver 3.0, 2004, 

Vatec, Korea)에서 분석하였다.

  0.1 mm까지 잴 수 있는 digital caliper를 이용하여 

방사선사진에서 아래의 수치 (mm)를 측정하였다; 치

관의 높이 (CH=coronal height)와 치관 치수강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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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 Age
   Tooth 

 Canine  1st Premolar 2nd Premolar

Males

20-29 24  20 24

30-39 21  21 24

40-49 32  29 32

50-59 14  23 25

60-69  7   8  9

Females

20-29 20  34 45

30-39 26  30 40

40-49 28  28 30

50-59 20  21 26

60-69 13  16 13

Table 2. Tooth distribution

(CPCH=coronal pulp cavity height). 백악질-법랑질 

접합부 사이를 연결한 직선 (cervical line)이 해부학적 

치관과 치근으로 나누었다 (Fig. 1). CH는 cervical 

line에서 가장 높은 교두까지 수직거리로 측정하였

다.3,34) CPCH는 cervical line에서 가장 높은 치수각 

(pulp horn)까지 수직거리로 측정하였다. 각 치아의 

tooth-coronal index (TCI)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었

다;

T C I=
C P C H
C H

× 1 0 0  

(a) A : CH    B : CPCH (b)Measurement of CH and CPCH on X-ray

Fig. 1. CH and CPCH 

4) 통계학적 분석

  조사대상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성과 치아종류와 연령별로 TCI 값의 기술분석을 시행

하였다.

  표본의 성별에 따른 TCI 값의 차이를 t-test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표본의 치아종류 및 연령군에 따른 

TCI 값의 평균은 일원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비교하였

다.

  본 연구의 목적인 TCI 값과 실제 연령 사이의 관계

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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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N Mean Median S.D. Min Max

M+F, C+P1+P2

20-29 167 45.76 43.18 10.85 24.56 73.58

30-39 162 44.83 44.76 9.38 15.69 67.27

40-49 179 42.69 43.59 9.06 19.70 64.18

50-59 129 39.44 40.43 9.55 12.96 61.22

60-69 66 32.99 32.99 10.18 8.11 60.00

M, C+P1+P2

20-29 68 48.82 45.48 11.05 24.56 67.92

30-39 66 44.80 44.76 8.82 15.69 61.43

40-49 93 42.61 44.68 9.28 19.70 64.18

50-59 62 40.29 41.84 10.16 12.96 61.22

60-69 24 33.59 32.99 9.55 12.12 60.00

F, C+P1+P2

20-29 99 44.34 42.00 10.54 28.17 73.58

30-39 96 44.84 44.64 9.79 22.86 67.27

40-49 86 42.78 43.18 8.88 21.13 62.50

50-59 67 38.65 39.47 8.96 16.13 55.10

60-69 42 32.64 32.97 10.62 8.11 54.90

M+F, Canine

20-29 44 60.59 60.99 5.16 51.72 73.58

30-39 47 54.52 53.57 5.95 42.59 67.27

40-49 60 47.18 48.69 9.22 19.70 64.18

50-59 34 42.59 44.10 8.37 24.07 55.10

60-69 20 28.75 28.60 7.43 8.11 37.25

M+F, P1+P2

20-29 123 40.45 39.73 6.57 24.56 59.52

30-39 115 40.87 41.51 7.44 15.69 60.87

40-49 119 40.43 41.18 8.12 20.45 62.50

50-59 95 38.31 39.13 9.74 12.96 61.22

60-69 46 34.83 34.78 10.72 12.12 60.00

Table 3. Percentage extent of the tooth-coronal index (TCI) by age and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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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종류에 따른 TCI 값과 실제 연령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및 치아종류별 세부분석을 시

행하였다. 독립변수는 TCI 값이고 결과변수는 실제 

연령이었다.

  세부분석 결과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모형에서 연

령추정을 위한 기본식 Y=β0+β1X의 β0, β1 값을 회귀분

석을 통해 구한 후 기본식에 독립변수를 대입해 추정

된 연령을 구하였다. β0, β1 값의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

해 실험에 사용된 표본을 대상으로 추정된 연령과 실

제 연령의 차가 5세 이내 범위에 있는 빈도의 백분율

을 구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되지 않은 무작위 추출 표

본 50 례를 대상으로 추가 검정을 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은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인 

SPSS(SPSS 14.0KO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USA)를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판정

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고려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성별, 치아 종류 및 연령에 따른 TCI

  여성과 남성, 남성, 여성 각각에서 치아를 합한 경우

와 남성과 여성을 합한 표본에서 견치, 소구치 각각의 

경우 TCI의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최소값 및 최대값

을 구하였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적으로 TCI

도 감소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합한 표본의 견치에서 

가장 뚜렷하게 고른 감소를 보였다. (Table 3)

     N   Mean    SD   p-value

 Gender
  Male   313   43.05   10.43

  0.140
  Female   390   41.88   10.44

 Tooth type

  Canine   205   49.18   44.77

 <0.001 1st Premolar   230   41.50    8.36

 2nd Premolar   268   37.99    8.09

 Age

  20-29   167   45.76   10.85

 <0.001

  30-39   162   44.83    9.38

  40-49   179   42.69    9.06

  50-59   129   39.44    9.55

  60-69    66   32.99   10.18

Table 4. Comparison of TCI distribution in gender, tooth type and age

  성별, 치아 종류, 연령에 따른 TCI의 분포 차이를 

비교하였다. 치아 종류와 연령에 따른 분류에서는 

TCI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p<0.001), 성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4)

2. 회귀분석

  치아 위치, 성별, 치아 종류에 따른 회귀 분석을 하

였을 때 r의 수치가 남성과 여성을 합한 표본의 견치

에서 0.785로 가장 컸고, 남성과 여성을 합한 표본의 

소구치에서 0.168로 가장 작았다. 추정된 표준오차는 

견치에서 가장 작았고, 소구치에서 가장 컸다. (Table 

5)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른 견치의 연령회귀

식은 다음과 같다:

연령 = 81.515 -0.808 × TCI

  견치의 TCI 수치와 연령의 산포도와 회귀선에서 

TCI를 이용하여 추정된 연령이 회귀선을 따라 일정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Fig. 2). 

3. 연령 회귀식의 평가 

  회귀분석에 사용되지 않은 다른 50개의 견치를 이

용하여 TCI를 구한 다음 연령 회귀식을 평가하였다. 

실제연령과 추정된 연령치를 비교하였고, 오차의 한계

를 측정하였다 (Table 6). 



전희선․태일호․고명연․안용우

184

     Model  Constant     β    r    r2   S.E.E.

 M+F, C+P1+P2   58.401   -0.404  0.333   0.111  11.973

 M, C+P1+P2   60.211   -0.433  0.381   0.145  10.982

 F, C+P1+P2   57.178   -0.385  0.302   0.091  12.720

 M+F, Canine   81.515   -0.808  0.785   0.617   7.523

 M+F, P1+P2   51.320   -0.259  0.168   0.028  12.749

Table 5. Regression analysis by gender and tooth type

   Actual age   Estimated age      Error

    N       50        50       50

  Mean      41.26       39.28      8.26

  Median      42.25       39.92      7.19

   SD      12.55        9.61      5.49

   Min       22       19.8      1.00

   Max       68       60.62     22.10

Table 6. Age estimation on a test sample of 50 canines

Fig. 2. Scatterplot and regression line of age on TCI 

values for canine

Ⅳ. 총괄 및 고찰

  법치의학적 연령결정은 비단 신원불명의 시체의 경

우에만 응용되는 것이 아니라 요즈음에는 생체의 경

우에도 많이 응용되고 있다.2) 즉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는 기아나 고아, 고령과 정신질환으로 인해 기억이 

상실된 자, 호적의 생년월일 기재 잘못으로 인해 사회

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 또는 범죄 

은폐의 목적으로 신원을 속이는 자 등에 대한 개인식

별의 일환으로 연령감정이 필요하다. 또한 취학시, 결

혼시, 군입대시, 취업시 및 퇴직시에도 정확한 연령이 

필요하게 되며 이와 같은 필요성 외에도 정확한 연령

을 법적, 사회적으로 공인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인 것이다.11)

  신원불명의 시체나 생체의 연령을 결정하는데 도움

을 주는 많은 자료 중, 치아와 악골의 변화가 증령에 

따라 개인차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그 중에서도 치근단공폐쇄(apical closure)시기

가 가장 작은 개인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치아의 맹출시기, 유치와 영구치의 교환시

기, 영구치의 상실시기, 치아의 석회화 정도, 치수강의 

크기, 치아의 교모도, 치아의 미세조직변화, 치아의 비

중, 하악골의 변화 등이 연령결정의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체는 끊임없이 변화되므로 어느 한 가지

의 변화만으로 인간의 연령을 어느 시기에서나 결정

할 수는 없으므로 유년기에서는 유치의 맹출시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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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치의 석회화, 소년기에서는 유치탈락 및 영구치의 

맹출시기, 영구치의 석회화 및 제 3 대구치의 석회화, 

청년기에서는 제 3 대구치의 석회화 및 영구치의 교모

도, 장년기에서는 영구치의 교모도 및 치수강의 크기, 

노년기에서는 영구치의 탈락시기, 영구치의 교모도, 

치수강의 크기, 하악골의 변화 등을 주로 참고로 한다.

  이차 상아질은 상아질발생 (dentinogenesis) 이후에 

발생한다. 이차 상아질 층이 치수강 내에 이장된 상아

질모세포에 의해 계속 침착됨으로써 상아질 형성은 

일생 동안 계속된다. 이차 상아질은 일차 상아질의 치

수면을 따라 내장되어 있으므로, 치수강은 연령에 따

라 크기가 감소한다.10,12,35) 이차 상아질 침착의 양상은 

치아 위치에 따라 다양한데, 구치부에서는 상아질 침

착이 치수강에서 가장 많고, 교합면과 외측면 쪽으로

는 적다.

  이차 상아질이 연령에 따라 계속 침착이 되는 것인

데 반해, 삼차 상아질은 병적 조건의 결과로 발생한

다.36) 상아질 구조의 변화는 치아 우식증, 외상성 교합, 

온도 자극37)
 등 해롭거나 병적인 자극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 상아질이 급성 자극 (예, 치아 우식증)에 노출

된 곳에, 이장된 상아질모세포의 일부는 죽고, 다른 일

부는 재생 조직에 이장된다. 이 자극 또는 반응 상아질

은 삼차 상아질로 불린다. 이차 상아질은 규칙적으로 

분산된 상아세관이 약간 있는데, 이것이 일차 상아질

과 구별을 어렵게 한다. 반대로, 삼차 상아질에서는 이

차 상아질처럼 상아세관이 수가 적지만,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이차 상아질과 구별하기가 쉽다. 같은 

치열에서 마모된 치아와 마모 안 된 치아는 같은 양의 

이차 상아질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차 상아질은 천

장보다 치수강 내에서 많은 양으로 축적되므로, 어떤 

저자들은 연령이 치아 마모나 자극보다 상아질 형성

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치수강의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이차 상아질의 양

은 연령 감정에 이용될 수 있다. 이차 상아질 양은 조

직학적 방법과 방사선학적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다. 

방사선학적 방법은 어린이의 치아 발육을 연구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반면에,38,39) 성인의 연령감정에서는 드

물게 사용된다. 

  이전 연구에서 성인 치아의 방사선과 조직학적 소

견을 이용하여 해부학적 치관 형태의 변화와 치관 치

수강의 축소를 보여주었다.34) Kvaal 등은 절치, 견치, 

소구치의 구강내 방사선 사진에서 치수 크기를 측정

하여 0.56-0.76 사이 범위의 강한 결정계수 (r2)를 찾아

내었다.1)

  그러나, Ikeda 등의 방법을 따른 Drusini는 조직학

적 표본 대신에 원래 치아를 사용하여 방사선사진을 

직접 촬영한 후, 성인 68개의 소구치와 98개의 대구치

에서 TCI와 연령 사이에 연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

다. 상관계수 범위는 -0.73 (여성 구치)에서 -0.89 (여

성 소구치)였고, 표준오차 범위는 8.79-10.08세였다.40)

 본 연구를 하기 전 200개의 치아를 이용하여 TCI를 

임의로 측정해 보았다. 그 때 이용된 치아는 상악 중절

치, 측절치, 제 2 소구치와 하악 측절치, 견치, 제 1, 2 

소구치였는데, 이 중 하악 견치와 제 1, 2 소구치에서 

연령에 따른 TCI의 변화가 다소 뚜렷하게 관찰되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76명의 환자에서 하악 견치 

및 제 1, 2 소구치 703개를 이용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TCI의 변화 양상을 관찰하였다. 

  다근치와 다근관의 경우, 방사선 촬영시 중첩과 상

의 흐림으로 판독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하악 견치

와 소구치는 단근치로 비교적 큰 근관이 주로 한 개이

므로, 주로 명확한 상에서 측정이 가능하였다. 이차 상

아질 침착에 의한 연령 감정을 다룬 이전 연구에서도, 

견치가 많이 선택되었는데, 이는 정상적으로 가장 오

래된 치아이고, 구치처럼 음식에 의한 마모도 심하지 

않고, 전치처럼 특수한 직업에 의한 마모도 덜하며, 가

장 큰 치수 부위를 가진 단근치여서 분석이 가장 쉽기 

때문이다. 

  방사선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연령에 따른 이차상아

질의 침착에 의한 치수강의 크기 변화를 관찰하는 방

법에는 파노라마, 치근단 방사선 촬영, CT 등이 있다. 

파노라마는 임상가들에게 매우 흔한 방법으로, 모든 

상하악 치아들을 하나의 필름에 짧은 시간에 빨리 기

록할 수 있고, 전체 치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치아의 이전 치료여부와 내용 및 치료되지 않은 병소

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파노라마 촬영은 치근단 사진과 비교하여, 

선명도가 떨어지는데, 특히 전치부에서 그러하고, 한 

각도에서만 촬영이 가능하므로, 치아의 원하는 부위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파노라마와 치근단 촬영

이 방향에 제한이 있는 것에 반해, CT 촬영은 여러 단

면의 확인이 가능하여 입체적인 연구가 가능하나, 장

비 및 비용면에서 임상가에게나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치근단 방사선 촬영은 가장 간단

하고 쉬운 방법으로, 소수의 치아를 가장 선명하고 정

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치근단 촬영시 치아와 관의 거리, 관의 각도, 필름의 

변형, 치아의 위치와 형태에 따라 방사선사진상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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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모양과 크기가 원래의 치아와 비교하여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측정하는 수치인 TCI는 치

관의 높이와 치관 치수강의 높이의 비율로 정하는 것

이므로, 이러한 변형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여성과 남성의 합한 표본의 견치에서 

연령의 증가에 따른 TCI가 비교적 고르게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연령 변화와 TCI 사이에 가

장 높은 연관성을 보인 치아는 견치였다. 

  Kvaal 등의 연구에서도, 결정계수(r2)는 여섯 종류

의 치아의 모든 비율이 평균에 포함될 때 가장 강했고, 

치아 하나의 평균값만 포함될 때 가장 약했다.1) 이것

은 한 개인에게서 얻어지는 정보가 많을수록, 정확한 

연령 감정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마찬가지로, 포함된 관찰결과수가 많을수록 각 측정치

의 가중치는 작아진다. 측정치에서 작은 부정확함은 

필름에서 치아가 약간 회전하거나, 치아의 중첩으로 

필름 상에서 외형을 구별하기 어려울 때 발생할 수 있

다. 이러한 작은 부정확함이, 예측치가 여러 측정치의 

평균이 아니라 하나에 기초를 둔다면 연령 감정에서 

큰 오차를 야기할 수 있다.

  회귀 분석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경우는 

여성과 남성을 합한 표본의 견치로, r=0.785였다. 

Kvaal 등은 100명의 성인 환자에서 전치, 견치, 소구

치의 구강내 방사선사진을 이용하여 치수 크기를 측

정한 결과 0.56-0.76의 큰 결정계수(r2)값을 얻었고,1) 

Drusini 등은 파노라마 사진에서 846개의 하악 소구치

와 대구치의 치관에 대한 치수강의 크기를 측정한 결

과 -0.87∼-0.92의 높은 상관계수(r)값을 얻었다.3) 본 

연구는 이전의 연구와 비교하여, 비교적 유의성 있는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소구치에서 연령 증가시 TCI가 뚜렷한 

감소를 보이지 않은 경우나, 회귀 분석에서 낮은 상관

관계를 보인 것은 심한 교모와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

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연령증가에 따라 치수강의 크

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특히 하악 견치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연령 추정에 유용할만한 연

령 회귀식을 얻었다. 하지만, 정확한 연구결과를 위해

서는 연구에 참여한 대상들의 구강내 임상검사를 통

해 비정상적인 교모같은 병적 요인들이 발견되면 제

외해야 할 것이다. 치수의 길이와 폭 등 치수강의 크기

와 관련된 여러 수치들을 함께 이용하고, 본 연구에 포

함되지 않았던 다른 여러 치아들도 시도해 본다면 흥

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모도와 

같이 연령에 따른 변화와 관련된 치아에 관한 많은 정

보들을 함께 이용하면 더 정확한 연령감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확한 검사를 통한 대상 선정과 

다양한 접근을 통한 연구 방법에 의한 체계적이고 실

용적인 연령감정 방법들이 계속 나오기를 기대해 본

다.

Ⅴ. 결    론 

  20-69세 환자 276명 (남성 111명, 여성 165명)을 대

상으로 하여, 치수강의 크기와 연령 사이의 관련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충전물이나 병적요인이 없는 703

개의 하악 치아 (견치 205개, 제 1 소구치 230개, 제 2 

소구치 268개)를 선택하여, 치근단 방사선사진을 촬영

하고, 치관의 높이(mm)인 CH(coronal height), 치관 

치수강의 높이(mm)인 CPCH(coronal pulp cavity 

height)를 측정하였다. Ikeda 등(Jpn. J. For. Med. 

1985;39:244-250)의 tooth-coronal index(TCI)를 계산

하고 통계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적으로 TCI도 감소하였

다. 

2. 남성과 여성의 합한 표본의 견치에서 가장 뚜렷한 

고른 감소를 보였다. 

3. 회귀분석 결과, 견치에서 가장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r=0.785). 

4.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견치의 연령회귀식은 다음

과 같다:

연령 = 81.515 -0.808 × T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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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ge Estimation by Dental Radiographs in Korean Adults

Hee-Sun Jeon, D.D.S.,M.S.D., Il-Ho Tea, D.D.S.,M.S.D., 

Myung-Yun Ko, D.D.S.,M.S.D.,Ph.D., Yong-Woo Ahn, D.D.S.,M.S.D.,Ph.D.

  Department of Oral Medicine, College of Dentistry, Pusan National University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orrelation between size of the coronal pulp cavity and chronological age in adult. 

Total 716 teeth (218 mandibular canines, 230 first premolars, 268 second premolars) free from pathologies and dental 

restorations were selected from 276 patients (111 males, 165 females), ranging from 20-69 years. 

  Using periapical X-ray, the height (mm) of the crown (CH=coronal height) and the height (mm) of the coronal pulp 

cavity (CPCH=coronal pulp cavity height) of the teeth were measured. The tooth-coronal index (TCI) after Ikeda et al 

(Jpn. J. For. Med. 1985;39:244-250) was computed for each tooth and regressed on real age.

  With increasing age, the TCI was relatively decreased, indicating the reduction of length of the pulp chamber. Even 

reduction of the TCI with aging was found in combined group rather than in each sex and type of tooth separately. The 

most definite reduction was in canine of combined group. The correlation coefficient was strongest when measurement 

from canines of females (r2=0.247).

Key word: Age, Pulp cavity, TC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