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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estimation based on the change in the size of the pulp due to secondary dentin deposition can be conducted non-invasively using
radiographic photographs. Among these methods, age estimation using the pulp/tooth area ratio is highly accurate.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apply this method using the panoramic radiographs of a Korean sample population and to evaluate its applicability
in the Korean population.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panoramic radiographic images of 349 Koreans aged 20–79 years. The pulp/
tooth area ratio was calculated by measuring the area of the pulp and tooth. Teeth with a single canal, such as maxillary central incisor,
lateral incisor, canine, and mandibular canine, were selected. Correlations between this ratio and age were calculated and regression
formulas were derived. Age and pulp/tooth area ratio showed relatively low correlations compared with other studies. In particular,
men showed lower correlations than women, and upper teeth showed a higher correlation than lower teeth. The regression formulas
derived in this study also showed higher errors than those reported in other studies. Age estimation using pulp/tooth area ratio in a
Korean using digital panoramic radiographs showed larger errors when compared with previous studies. Morphological diversity of
tooth and pulp, indistinct anatomical details in panoramic radiograph, reduction in crown size due to attrition, and ethnic differences
are believed to have affected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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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의 발육 단계를 평가하여 연령을 추정하는 방법들이 많이 소개
되었으며 연구되고 있다. 한편 성인에서는 치수강크기 감소를

법치의학에서 방사선 사진을 이용한 연령추정법은 다양하게

이용하여 연령추정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발치 등이 필요한 다

활용되고 있다. 어린이, 유소년기에는 방사선 사진상에서 치아

른 법치의학적 연령추정법들에 비침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Received September 18, 2020; Revised November 2, 2020; Accepted November 7, 2020
*Corresponding author: Chang-Lyuk Yoon, Department of Oral Medicine, School of Dentistry, Chosun University, 303 Pilmun-daero, Donggu, Gwangju 61452, Republic of Korea.
Tel: +82-62-220-3890, Fax: +82-62-232-7776, E-mail: clyoon09@gmail.com
Copyright © 2020, Oral Biology Research Institute

127

Age estimation using pulp/tooth area ratio

장점이 있다[1].

로 이루어졌다. 환자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었고, 나이, 성별

성인의 연령추정에서 방사선사진을 이용한 대표적인 방법으

을 제외한 정보는 획득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조선대학교 치과

로는 Kvaal 등[2]이 제안한 치근단 방사선사진상에서 치수와 치

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IRB no. CUDHIRB

아의 길이와 넓이를 측정하여 연령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1802002). 조사 대상자의 연령과 성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방법은 상악중절치, 측절치, 제2소구치, 하악 측절치, 견치, 제

(Table 1).

1소구치의 치수와 치아의 길이와 폭을 계측하여 이를 통한 연

치아의 선택은 단일근관을 주로 가지는 치아들을 선택하였

령추정식을 도출하였으며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고하고 있

다. 상악중절치, 측절치, 송곳니, 하악 송곳니의 근관형태는 대

다. 이 방법을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이나 computed tomograph

부분 단일근관으로 보고되고 있어서[18-20], 이 4개 치아를 대

(CT)에 적용한 여러 연구들이 또한 수행되었으며, 다양한 결과

상으로 계측이 이루어졌다. 치아우식증이 있거나, rotation된 치

를 보고하고 있다[3-8].

아, 보철치료 등의 치료가 시행된 치아가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

치수와 치아의 면적비를 이용하여 연령을 추정하는 방법도

였다.

보고되었다. Cameriere 등[9-11]의 연구가 대표적인 연구로,

방사선사진은 PiViewSTAR PACS workstation (INFINITT

파노라마 방사선사진, 치근단 방사선사진 모두에서 시행되었으

Healthcare Co., Ltd., Seoul, Korea)를 이용하여 JPG 형태로

며, 매우 높은 정확성을 보고하고 있다[12].

변환하였고, Adobe Photoshop CS5 (Adobe System Inc., San

또한 근래에는 CT상에서 치수와 치아의 부피비를 이용한 연

Jose, CA, USA)를 이용하여 치수와 치아의 면적을 계측하였다.

구들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다양한 three-dimensional 이미

자석올가미도구를 이용하여 치아, 치수의 경계를 특정하였고,

지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치수와 치아의 부피를 측정하

면적 크기를 pixel로 측정하였다.

여 연령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고, 다양한 결과를 보고하
고 있다[13-15].

계측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하여 20개의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에 대해서 다른 관찰자가 치수와 치아 면적을 계측

이 외에도 방사선사진상에서 치수와 치아에 관한 다양한 계

하였고,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도

측점들과 지표들을 이용한 연령추정법들이 연구되고 소개되고

출하여, 관찰자간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연령과 각 치아들의 면

있다[16,17].

적비, 상악 치아들의 평균값, 전체 치아들의 평균값에 대해서 상

이번 연구는 한국인의 파노라마방사선사진상의 치수/치아

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이후 회귀식을 도출하여 보았다. 통계분

의 면적비(pulp/tooth area ratio)를 이용한 연령추정법의 적용

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23.0 (IBM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치수와 치아의 면적비

Co., Armonk, NY, USA)를 이용하였다.

를 이용한 연령추정법을 한국인에게 적용하였을 때, 기존 문헌
들에서 보고되는 것만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지 확인해보
고, 본 연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령추정 회귀식을 구하여 보

Results
관찰자간에 치수와 치아의 면적 측정치에 대한 급내상관계수

았다.

는 0.994 (95% confidence interval: 0.993–0.996)로 매우 높

Materials and Methods
이번 연구는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에 2017년부터 2018년까
지 방문환 환자의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을 이용하여 후향적으
Table 1. Age and sex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Age (y)

Male

Female

Total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Total

27
27
30
30
30
29
173

30
30
30
27
30
29
176

57
57
60
57
60
58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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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hronological age
and pulp/tooth ratio
Tooth no.a

Male

Female

Total

11/21
12/22
13/23
33/43
U
W

−0.333**
−0.287**
−0.209**
−0.172*
−0.350**
−0.343**

−0.518**
−0.492**
−0.340**
−0.466**
−0.535**
−0.569**

−0.425**
−0.395**
−0.279**
−0.320**
−0.447**
−0.461**

U, mean value of pulp/tooth area ratio of upper teeth (#11/21, 12/22,
and 13/23); W, mean value of pulp/tooth area ratio of all teeth (#11/21,
12/22, 13/23, and 33/43).
a
FDI dental notation.
*p <0.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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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값을 나타내어 관측에 대한 높은 재현성을 보여주었다. 연령

본 연구에서 나타난 높은 오차는 여러가지 요인에서 기인할

과 치수와 치아의 면적비의 상관관계는 Table 2에 나타나있다.

수 있다.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상에서의 연구도 본 결과에 영향

치수/치아 면적비를 연구했던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서 상관관

을 미쳤을 수 있다.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은 구강 내 방사선사진

계는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상악치아는 하악치아에 비해서 높

에 비해서 섬세한 해부학적인상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알

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서 높은

려져 있고, 균등하지 못한 이미지의 확대, 이미지의 왜곡 등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남성에서 하악 견치는 가장 낮은 상관관계

단점을 보인다[25]. 매년 침착되는 이차상아질의 양이 많지 않

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계측된 치수와 치아의 면적비를 활
용하여 연령추정 회귀식을 도출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나있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다. 해당 추정식의 오차는 14–16세를 나타내어 기존 연구에 비
하여 높게 나타났고, 결정계수도 다른 연구들에 비하여 낮은 값
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 자료의 분포와 회귀선은 Fig. 1에 나타

90

나 있다.

80
70

Discussion
본 연구에서 치수와 치아의 면적 비율을 이용한 연령추정법

Age

60
50
40

은 큰 오차를 보였다. 이 연구 결과는 치수/치아 면적비를 연

30

구한 기존의 연구들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의 치

20

수와 치아 비율을 이용한 연령추정식 연구들 중 Camerier 등

10
0
0.02

[9,21,22]의 연구는 높은 정확도를 보고하고 있다. 이후 다양한
인종에 적용하였을 경우에도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으며, 파노
라마 방사선사진상에서 해당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도 비교적
높은 결과를 보였다[10,11,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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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

Pulp/tooth ratio

Fig. 1. Plot of chronologic age and regression line using mean value
of pulp/tooth area ratio of all teeth (#11/21, 12/22, 13/23, and 33/43).

Table 3. Regression formulae using PTR
Tooth no.a
11/21

12/22

13/23

33/43

U

W

Sex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Regression formulae

r2b

SEEc

Age=72.803–244.536×PTR
Age=85.048–391.367×PTR
Age=78.847–315.962×PTR
Age=70.278–206.728×PTR
Age=80.160–321.606×PTR
Age=75.828–269.394×PTR
Age=66.843–166.938×PTR
Age=70.349–215.322×PTR
Age=68.997–194.598×PTR
Age=62.303–127.531×PTR
Age=79.043–327.204×PTR
Age=71.073–227.389×PTR
Age=82.299–328.947×PTR
Age=90.646–434.185×PTR
Age=87.013–386.177×PTR
Age=84.204–347.920×PTR
Age=95.575–491.079×PTR
Age=90.515–424.269×PTR

0.106
0.269
0.181
0.083
0.242
0.156
0.044
0.115
0.078
0.030
0.217
0.103
0.122
0.286
0.200
0.117
0.324
0.213

16.215
15.024
15.691
16.474
15.298
15.928
16.818
16.525
16.648
16.942
15.543
16.424
16.112
14.849
15.508
16.158
14.445
15.384

PTR, pulp/tooth ratio; U, mean value of pulp/tooth ratio of #11/21, 12/22, and 13/23; W, mean value of pulp/tooth ratio of all teeth (#11/21,
12/22, 13/23, and 33/43).
a
FDI dental notation, bCoefficient of determination, cStandard error of the estimate in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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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이런 단점은 큰 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 평행촬영법을 이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용한 구강 내 방사선사진을 사용한 Kvaal 등[2]의 연령추정 연
구를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에서 적용해본 대부분의 연구들도
[5,6,26-28] Kvaal의 연구에 비해서 더 높은 오차를 보였다. 치
수와 치아의 면적비를 이용한 연구는 최초의 연구는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을 이용하였으나[9], 대부분은 구강 내 치근단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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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치아와 치근의 크기와 형태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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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다양성을 나타낸다. Leoni 등[29]의 연구에서와 같이 single
root, single canal이어도 단순한 원추형의 형태를 보이는 것
은 아니고 root canal은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비교적 높은 상
관관계를 보여준 Cameriere 등[30]의 연구에서 하악 전치부의
연령추정식의 오차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하악 전치부의
canal의 다양성 때문일 수 있다. CT를 이용하여 치수와 치아의
volume 비율을 이용한 연령추정법이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이런 형태
학적인 다양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1,13,14,31].
한편 나이에 따른 교모의 증가도 본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
을 가능성이 있다. 증령에 따라서 치아의 교모는 증가하며 치관
의 크기를 감소시킨다. 몇몇 연구들은 치아의 교모를 이용한 연
령추정법을 보고하고 있으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32,33]. 또한 한국인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성의 교모가 여성에 비해서 더 많다는 점
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증령에 따른 치수/치아 면적의 상관관계
가 낮음을 설명할 수 있다[33]. Cameriere 등[30]은 2013년 연
구에서 이런 영향을 배제시키기 위하여 교모가 최소인 치아들
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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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종에 따른 차이도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치아와 치수의 크기, 형태학적인 특징 등에서 인
종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아시아인은 코
카시안인과 치아나 치수의 크기 및 형태의 차이가 있음을 보고
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치아는 코카시안에 비해 작은 것이 보고
되고 있다[34].
이번 연구는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상에서 한국인에서 치아의
면적과 치수의 면적의 비를 이용한 연령추정법을 연구하여 보
았다.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하여, 나이와 치수/치아 면적비는 상
관관계는 낮았고,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
다. 개개인 사이에 나타나는 치아와 치수의 형태학적인 다양성,
인종적 차이, 교모에 따른 치관크기의 감소, 파노라마 방사선사
진상의 왜곡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낮은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
으로 생각된다. 해당 방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추후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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