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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숙증 여아의 치아 발육단계와 신체발육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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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the stage of tooth development
and body development in a precocious puberty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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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Precocious puberty is associated with abnormal development and especially altered development of the teeth. We conducted a
case-control study between March 2014 and March 2015 to evaluate tooth development in children with precocious puberty.
Methods: The patient group consisted of 55 girls who were diagnosed with precocious puberty in the pediatrics department of a university
hospital and underwent no more than one round of medication. The control group consisted of 55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who visited
a dental clinic and were age-matched to participants in the patient group. Both the patient and the control group were subjected to panoramic
radiography, while sexual maturity, bone age, and sex hormones were evaluated in the patien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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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1. A later calcification developmental stage of the canines, 1 premolars, 2 premolars, and 2 molars was associated with a higher
rate of inclusion in the patient group. 2. In the patient group, there was a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bone age and developmental stage
for all evaluated teeth (p<0.01).

Conclusions: The above results demonstrate a particular need for oral healthcare in girls with precocious puberty and prioritization of tooth
health in their denta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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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키는 감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다. 또한 성조숙증 이환율은
남아보다 여아에서 10-15배 높으며, 여아의 연간 이환율은 연간

보편적으로 사춘기 진행은 8세에서 12세 사이에 진행이 된다.
사춘기 시기에는 이차 성징이 시작되면서 신체적, 호르몬적 변화
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다[1]. 이러한 2차 성징의 성적발달
이 너무 빠른 시기에 일어나는 경우를 성조숙증이라고 정의하며,
여아에서는 8세 이전, 남아에서는 9세 이전에 2차 성징이 나타나
게 된다[2]. 임상적으로 여아는 만8세 이전에 가슴이 발달하며,
남아는 만9세 이전 고환의 부피가 4cc 이상, 세로의 길이가 2.5cm
이상 고환 발달이 있을 때를 말한다[3].
Adan 등[4]과 Carel 등[5]은 2차 성적발달이 빠른 성조숙증에
서는 성호르몬 분비가 증가하여 골 연령이 역연령에 비해 빠르게
증가되고, 아동기에는 같은 나이에 비해 키가 크지만, 최종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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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명당 29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문제이다[6].
최근 들어 한국 여아의 사춘기 시작 연령이 낮아지고, 초경연
령 또한 매 10년마다 2-3개월씩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7].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성조숙증으로 진단받은 아동이
2012년 5만 5천명에서 2016년 8만 6천명으로 연평균 11.8%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8]. 이와 같이 2차 성징이 발현되는
시기가 점차 빨라짐과 동시에 성조숙증 유병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 성숙도와 치아 발육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Cho와 Hwang[9],
Baik 등[10]은 치아성숙도와 역연령 및 골 연령 간의 상관성을
보고하였고, Lee 등[11]은 성조숙증이 있는 여아에서 하악 치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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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성숙이 관찰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Baik 등[10]은 치아
성숙도가 성조숙증을 예측하는 강력한 예측인자라고 하였다.
이와 반대로 성 성숙도와 치아 발육과의 관련성에 대한 상반된
결과들을 제시한 연구들도 있다. Roberts 등[12]은 치아 성숙도와
성 성숙도의 상관성이 낮다고 한 반면, Gaethofs 등[13]은 성조숙
증의 남아가 일반 남아에 비해 치아 발육이 지연된다고 하였다.
치아의 맹출 시기는 나이, 성별,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영구치의 경우 만 6세부터 맹출을 시작한다. 이때
영구치가 정상 맹출 시기 보다 조기 맹출된 경우 치아우식증이
발생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14], 동요도가 심하거나
저작 시 동통, 법랑질의 저 석회화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15].
따라서 조기 맹출에 따른 조기 구강건강관리 및 공간 유지를
위한 적절한 치과적 처치가 필요하다.
또한 부정교합이 있는 성장기 아동의 처치에 있어서 개인의
성장 및 발육 단계를 적절히 판단하는 것이 치료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16]. 이에 부정교합을 가진 성조숙증
소아의 경우 정확한 성장 및 발육평가를 통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성조숙증 소아의 치아발육에
대한 관심 및 조기 구강관리가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성조숙증 소아의 성 성숙도와 치아 성숙도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10][11], 다각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조숙증으로 진단받은 여아와 일반 여아
를 1:1 연령 짝짓기를 하여 치아별 석회화 정도를 분석하여
각 치아별 발육정도의 차이를 확인하고, 성조숙증 여아의 성
성숙도, 골 연령 및 성호르몬 분비와 치아발육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
2014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
대상은 110명이다.
환자군 선정기준은 만 9세 미만의 여아로 1개 대학병원 소아과
에서 성 성숙도 검사, 골 연령 검사, GnRHST 검사를 통하여
성조숙증으로 진단 받은 소아 가운데 남아를 제외한 여아 5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성조숙증 치료를 위한 약물치료 전이
거나 약물치료를 실시하였다하더라도 1회 이내 치료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조군은 1개 치과의원에 내원한 여아를 대상으로 1:1 연령
짝짓기를 하여 55명을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성장 발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선천적 기형이 없고 전신 건강이
양호하며, 교정 치료 경험이 전혀 없고, 영구치 발치 경험이
없으며, 매복 치아나 전위 된 치아 등이 없는 정상 치아를 가지고,
과거 악안면외과 외상 경험이 없는 조건을 만족하는 여아만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informed consent)를 받았다. 환자군과 대조군
모두 동일하게 구내 파노라마 촬영을 통하여 치아발육정도를 평가하
였다. 환자군에서는 성조숙증으로 진단 받기 위해 실시한 성 성숙도
검사, 골 연령 검사, GnRHST검사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3. 연구방법
1) 성 성숙도 평가
Tanner의 유방발달 단계에 따른 성숙도 평가 단계(sexual
maturity rating)를 활용하여 성 성숙도를 평가하였다. 이때 두
단계에 동시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중간 값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Ⅱ. 연구 방법

2) 골 연령 평가
골 성숙은 방사선 사진 촬영을 통하여 골단 성장판을 판독하여

1. 연구 설계

확인하였으며, 골연령은 왼손의 단순방사선 사진으로부터 각각

이 연구는 환자-대조군 설계로 진행되었다. 환자군은 소아내

의 뼈에 대해서 채점을 실시하였으며 골연령을 평가하는 Tanner-

분비 전문의로부터 성조숙증을 진단을 받은 여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조군은 성장 발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Whitehouse방법으로 골 연령을 평가하였다.

선천적 기형이 없고 전신 건강이 양호한 여아를 대조군으로

3) 성선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GnRH) 자극검사

선정하였다.

성선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GnRH) 자극검사는 시상하부-뇌

이 연구는 기관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 승인(IRB No. YUH-0113-007)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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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체 축의 활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로써 황체화호르몬방출
호르몬(LHRH)(100 ㎍)을 정주한 후 기저치와 30분간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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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분까지 연속적으로 황체화호르몬(LH)과 난포자극호르몬

른 평균 월령 비교는 T-검정을 시행하였다.

(FSH)을 측정하며, 성선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GnRH) 자극 후

환자군에서 성 성숙도, 골 연령 및 성 호르몬과 대상치아별

황체화호르몬(LH)의 최대치가 5 IU/L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치아발육 단계의 관련성 분석을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진성 성조숙증 진단이 내려진다. 본 연구에서는 성선자극호르몬

시행하였다.

방출호르몬(GnRH) 자극 후 황체화호르몬(LH)과 난포자극호르
몬(FSH) 검사에서 각각의 최대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4) 구강 내 파노라마 촬영
치아발육상태 평가 시 구내 파노라마 촬영 후 판독을 통해
평가하였다. 판독 시 비교적 치아의 상이 선명하고, 중첩이 없으며
사진판독이 용이한 하악 치아만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단, 하악
치아 중 제 3대구치는 치배형성 전이거나 기형치인 경우가 많으므
로 판독에서 제외되었다. 치아발육상태 평가는 Moorrees(1963)
의 치아발육 분류기준에 의거하여 총 13단계로 분류하였다
(Table 1). 초기 석회화 과정인 1단계와 13단계는 구강 내 파노라
마 상에서 정확한 측정이 힘든점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시켰
다. 또한 각 대상자를 기준으로 발거치아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분석 시 평가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10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1명과 교정 전문의
1명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해 1달 간격을 두고
2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1. 연구 대상자의 월령에 따른 치아발육 단계 차이
대상자의 평균 월령은 환자군 101.7개월, 대조군 101.7개월로
동일하였다. 대상자 연령이 만 5-8세인 것을 고려하면 이 시기
중절치, 측절치, 제 1대구치는 이미 치아 석회화가 거의 완료
시기에 있으므로 치아발육단계에서 11단계인 치근완성기에 주
로 분포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성조숙증 여아와 일반 여아를
비교 시 치아의 석회화가 진행 중인 견치, 제 1소구치, 제 2소구치,
제 2대구치에서는 치아 발육이 진행된 12단계로 갈수록 환자군
이 더 많이 분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2. 환자군의 성 성숙도, 골 연령 및 성호르몬 수치와
치아발육 단계의 관련성
성조숙증 여아의 성 성숙도, 골 연령 및 성 호르몬 수치와

4. 분석방법

치아발육 단계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골 연령에서 모든

통계분석은 SPSS of windows(version 21.0 Inc)프로그램을

성 성숙도 평가단계(Tanner stage)는 견치의 치아발육 단계와

이용하여 시행하였으며 환자군과 대조군의 치아발육단계에 따

평가 대상 치아의 치아발육 단계와 관련성이 있었다(p＜0.01).
FSH는 평가 대상 치아 중 제 1대구치의 치아발육 단계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3>.

<Table 1> Teeth development stage
stage

Teeth development stage

1

Initial cusp formation

Ci

2

Coalescence of cusp

Cco

3

Cusp outline complete

Coc

4

Crown ½ complete

Cr½

본 연구에서는 성조숙증 여아와 일반 여아를 대상으로 구내

5

Crown ¾ complete

Cr¾

파노라마 판독을 통해 치아의 석회화 정도를 확인하였으며 각

6

Crown complete

Crc

대상치아별 치아발육 단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성조

7

Initial root formation

Ri

8

Root length ¼

Ri¼

숙증 여아의 성 성숙도, 골 연령 및 성 호르몬 분비와 치아발육과

9

Root length ½

Ri½

10

Root length ¾

Ri¾

11

Root length complete

Rc

중절치, 측절치, 제 1대구치는 이미 치아 석회화가 거의 완료

12

Apex ½ closed

A½

단계에 있으므로 치아발육단계에서 11단계인 치근완성기에 주

13

Apex closed

Ac

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3개의 치아를 제외하고 현재

Ⅳ. 고찰 및 결론

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이 만 5-8세인 것을 고려하면 이 시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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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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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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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52

Control

Case

1

1

Case

Control

Case

30

49

20

3

2

2

104.5±3.21

103.4±4.30

101.9±4.64

94.0±5.56

89.5±2.12

86.5±7.77

2

4

7

23

42

1

21

81.0

Control

1

Case

3

66.0

2

1

1

2

Control

66.0

Case

Control

1

106.0

106.5±0.57

106.7±1.25

103.6±3.43

102.9±4.12

101.6±5.51

90.0±1.73

90.5±3.35

66.0

75.5±7.77

1

2

12

13

30

29

9

10

2

1

Control

Case

1

Case

Control

Case

106.0

106.0±1.41

104.4±3.52

105.5±1.94

103.8±4.05

102.7±5.01

97.8±5.34

94.7±11.28

85.0±5.65

81.0

1

1

3

2

18

28

23

19

6

3

106.0

107.0

106.3±0.57

105.5±2.12

103.8±3.75

105.1±2.94

102.7±5.13

99.4±4.56

99.5±5.17

86.6±5.13

81.0

66.0

1

No.

70.0

Age
1

No.

15

44

38

8

2

1

1

104.2±5.68

103.2±4.61

102.1±4.69

100.0±6.76

90.0±12.72

81.0

66.0

1

3

10

19

29

31

13

1

1

1

Age
70.0

Control

70.0

No.

106.0

106.3±1.15

105.2±1.87

105.6±1.91

104.1±3.74

100.5±5.47

97.3±5.75

81.0

66.0

81.0

70.0

Age

Second molars

1

81.0

Age

First molars

Case

1

No.

Second premolars

1

Age

First premolars

Control

No.

Canines
1

Age

No.

No.

Age

Lateral incisors

Central incisors

Case

Group

Age: month of age

12

11

10

9

8

7

6

5

4

3

Stages

<Table 2> Stages of tooth development and month of age of study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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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one age, sexual maturity rating, sexual hormone level and stages of tooth development of case group
Bone age

Tanner stage

LH

FSH

Central incisors

0.540**

0.118

0.185

-0.118

Lateral incisors

0.613**

0.207

0.191

-0.071

Canines

0.439**

0.285*

0.169

0.052

First premolars

**

0.484

0.206

0.245

0.091

Second premolars

0.608**

0.215

0.232

0.148

First molars

**

0.503

0.124

0.234

-0.320*

Second molars

0.670**

0.166

0.218

0.042

LH, leuteinizing hormone; FSH,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
p<0.05, **p<0.01.

발육 중인 견치, 제 1소구치, 제 2소구치, 제 2대구치에서는

조합하여 사용한다면 사춘기 성장 평가에 있어 하나의 보조적인

치아 발육이 진행된 12단계로 갈수록 환자군이 더 많이 분포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Baik 등[10]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동일한 단계라 하더라도 대부분

Demirjian index(DI)를 이용한 치아 성숙도 평가는 GnRHST 검사

환자군인 성조숙증 여아에서 더 빠른 월령을 보였다. Lee 등[11]

를 이용한 성조숙증 진단의 강력한 예측인자라고 하였으며, 치아

의 연구에서도 일반 여아에 비해 성조숙증 여아에서 더 많은

성숙도는 골 연령, 역 연령 및 비만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본

수의 중절치와 제1대구치가 치아발육의 거의 완료 단계인

연구와 일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 같은 차이는 Baik 등[10]이

11-12단계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중절치는 12단계, 제1대구치

대상치아를 하악 제2소구치와 제2대구치로 한정한 반면에 본 연구

는 성조숙증 여아의 94.1%가 11단계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에서는 하악 우측 모든 치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치아 성숙도를

하악 치아가 훨씬 성숙하여 여아에서 성조숙증이 치아 발달을

판단한 도구에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비롯한 두개안면의 성장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이 연구의 환자군은 1개 대학병원
소아과에 내원한 여아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대조군인

연구 대상자 가운데 환자군인 성조숙증 여아의 골 연령과

일반 여아는 동일기관이 아닌 타 치과환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치아발육 단계에서는 제2대구치, 제2소구치, 측절치, 중절치,

비교성에 있어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여러 지역의 의료기

견치, 제1대구치, 제1소구치 순서대로 관련성이 높았고, 평가

관의 협조를 받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인 모든 치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골 연령은 수완부

둘째, 구강 내 파노라마촬영 시 X선 노출에 기피하여 연구

골의 방사선 사진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평가되며[17], 이

참여 동의 거부가 발생하여 연구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결과는 수완부골 성숙도와 하악 제 2대구치의 치아발육 단계가

또한 수집된 자료들 중에서도 매복치아, 전위 치아가 있거나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연구[18]결과와 유사하였다.

파노라마 상이 흐려 판독이 어려운 경우 분석 자료로 사용하기

반면에 수완부골 성숙도가 견치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던 연구

부적절한 분석 대상자자는 제외되었다. 특히 환자군 선정 시에

[19][20]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견치와 소구치

성조숙증 진단 후 성조숙증에 대한 약물치료를 1회 이내인 경우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 2대구치의 석회화가 늦게 진행되기 때문

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환자군인 성조숙증 여아를 많이 확보하기

일 것으로 사료된다.

에 제한이 있어 표본수가 크게 많지 않아 일반화를 시키기에는

성조숙증 여아의 성 성숙도, 골 연령 및 성 호르몬 수치와
치아발육 단계와의 관련성을 파악한 결과 성 호르몬 수치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다수의 성조숙증 여아를 대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견치와 제1대구치에서만 관련성이 나타났으나, 골 연령은 모든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성조숙증 여아의 유형별 분류에

평가 대상 치아의 발육단계와 관련성이 있었다. Cho와 Hwang[9]

따른 치아 발육의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차후 연구 시 성조숙

도 하악 제3대구치의 발육단계를 이용한 치아성숙도 평가는

증 소아의 다각적이고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경추의 골 성숙도(Cervical vertebrae maturation indicator;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한국에서 환자-대조

CVMI) 및 수완부 골 성숙도(Skeletal maturity indicator; SMI)와

군 연구를 통하여 성조숙증 여아와 일반 여아간의 치아발육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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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결과적으로

10. Baik JS, Choi JW, Kim SJ, Kim JH, Kim S, Kim JH: Predictive

치아발육 단계에서 대조군에 비해 견치, 제1소구치, 제2소구치,

value of dental maturity for a positive gonadotropin-releasing

제2대구치에서 성조숙증 여아의 치아발육이 더 빠른 것을 확인
하였으며, 골 연령과 치아발육 단계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성조숙증 여아의 구강위생관리에
있어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치아를 선정하는데 근거를 마련
하였으며 구강위생관리의 필요성을 환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hormone stimulation test result in girls with precocious
puberty. J Korean Med Sci 32(2):296-3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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